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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도로 포장은 강성포장과 연성포장의 두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성포장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사용하며 연성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포장 형식이다. 흔히 강성포장을 

콘크리트 포장, 연성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포장 형식은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적용구간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포장 형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크리트 포장은 아스

팔트 포장에 비해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시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심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의 평탄성 저하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적인 강우와 

강설로 인한 포트홀 발생 등이 늘어나며 잦은 포장 유지보수공사에 의한 교통통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도심지에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사실상 도심지의 포장은 모두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해외 도심지에서의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도심지에서의 콘크리트 포장 적용이 필요한 구간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의 도심지 도로 포장 

적용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주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적용 현황

 (1) 콘크리트 포장 도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도심지 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으며 

동북부의 대도시인 뉴욕, 시카고, 워싱턴디시에서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적용 사례를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저자가 해외 여러 도시를 탐방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도 있으나 본 칼럼에서는 

그림의 통일성을 위해 구글지도의 거리뷰에서 캡처한 사진을 사용한다. 뉴욕시에서는 12번가(12th 

Avenue)의 경우는 도로 포장을 거의 모두 콘크리트 포장으로 건설하였다. 대부분의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이 줄눈콘크리트 포장 형식이지만 최근에 도심지를 재정비한 시카고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보다 

우수한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도 도심지 포장에 널리 적용하였다. 미국 중남부의 대도시인 휴스턴과 

달라스 및 동남부의 대도시인 마이애미에서도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도심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도시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흔히 적용하고 있으며 그림 4는 텍사스주 

오스틴 및 미시건주 앤아버의 콘크리트 포장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오스틴에서는 중차량이 자주 다니는 

바깥 차로의 포장만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  칼  럼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도입을 위한 제언

   김 성 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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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미국 뉴욕시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

     

[ 그림 2 ] 미국 시카고 및 위싱턴디시 콘크리트 포장 도로

  

[ 그림 3 ] 미국 휴스턴, 달라스, 마이애미 콘크리트 포장 도로

     

[ 그림 4 ] 미국 오스틴 및 앤아버 콘크리트 포장 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중남미의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대도시인 밴쿠버, 보고타, 산티

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도심지에서도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

     

[ 그림 5 ] 캐나다 밴쿠버 및 콜롬비아 보고타 콘크리트 포장 도로

 (2)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버스 등의 차량이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정거장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은 파손이 잦은 구간이다. 미국의 

대도시인 뉴욕, 시카고, 워싱턴디시, 로스엔젤리스 및 여러 중소도시에서는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차량의 정거장 구간에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도심지를 

재정비한 시카고는 버스 정거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널리 적용하였다.

     

[ 그림 6 ] 미국 뉴욕 및 시카고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 그림 7 ] 미국 위싱턴디시 및 로스앤젤레스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및 서부 대도시인 밴쿠버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도심지의 버스 정거장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중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 및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의 도심지에서도 그림 9와 같이 버스 정거장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는 버스 정거장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차로의 포장에도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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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캐나다 밴쿠버 및 오타와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 그림 9 ] 콜롬비아 보고타 및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3) 콘크리트 포장 교차로

 교차로 구간은 차량이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거장 구간과 같이 차량의 가감속이 

잦은 구간이다. 따라서 교차로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도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작업을 감소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포장을 교차로 구간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브로드웨이, 8번가 등이 센트럴파크 남서부에서 

교차하는 대규모의 회전교차로(로터리)인 콜롬버스 써클 교차로에 그림 10에 보인 바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였다.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미시건주의 앤아버에서는 교차로의 진출입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 그림 10 ] 미국 뉴욕 및 앤아버 콘크리트 포장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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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밴쿠버, 칠레의 산티아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도심지에서도 그림 11과 

같이 교차로 구간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다.

     

[ 그림 11 ] 캐나다 밴쿠버 및 칠레 산티아고 콘크리트 포장 교차로

 (4) 기타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도심지 횡단보도 등의 구간도 포장 파손 시 보행자에게의 불편함 및 안전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국 미시건주의 앤아버와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횡단보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교차로 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파손이 심각하지만 

콘크리트 포장 횡단보도 구간은 건전한 상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2 ] 미국 앤아버 및 캐나다 오타와 콘크리트 포장 횡단보도

 미국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는 차량이 임의의 위치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앙차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그림 13에서 볼 수 있다.

[ 그림 13 ] 미국 포틀랜드 콘크리트 포장 중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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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적용 현황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도심지의 도로, 정거장, 교차로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영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그림 14에 보인 바와 같이 도심지의 

일반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그림 14 ] 오스트리아 빈 및 아일랜드 더블린 콘크리트 포장 도로

 유럽의 영국,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도심지에서 차량의 정거장 구간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영국,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그림 16에 보인 바와 같이 도심지 교차로 구간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그림 15 ] 스위스 빈터투르, 벨기에 헨트,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 그림 16 ]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콘크리트 포장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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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적용 현황

 아시아의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의 도심지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나고야시는 일본 내에서 도심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가장 널리 적용하고 있는 도시이다. 나고야 도시

센터의 2018년 연구보고서인 나고야시의 콘크리트 포장 고찰에 따르면 나고야는 도로의 15% 정도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고야는 콘크리트 포장의 우수한 내구성 및 유지관리 저감, 생애

주기 측면에서의 우수한 경제성 등을 기반으로 도심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다. 특히 아스팔트 포장의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일본 전국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아 교통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에서는 신속히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림 17

에서는 나고야의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의 사례를 보여준다. 차로수가 많은 광폭의 대로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7 ] 일본 나고야 콘크리트 포장 도로

 일본의 후쿠오카에서는 한 개의 차로는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를 한 개 차로씩 콘크리트 포장으로 전환시키면 교통 혼잡을 줄이며 

아스팔트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홍콩은 그림 18과 같이 도심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육지지역인 주룽반도(九龍半島)

에서뿐만 아니라 섬지역인 홍콩섬에서도 도심지 도로에 강성포장을 대규모로 적용하고 있다. 태국의 

방콕 및 파타야 등의 도시에서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 그림 18 ] 홍콩 및 태국 방콕 콘크리트 포장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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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에 보인 바와 같이 대만의 타이베이(Taibei)는 버스 정거장 구간을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였으며,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도 차량의 정차 또는 정거장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볼 수 있다.

  

[ 그림 19 ] 대만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콘크리트 포장 정거장

 싱가포르에서는 그림 20에 보인 바와 같이 교차로 부근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특징으로는 교차로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지하는 구간의 일정 연장만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 그림 20 ] 싱가포르 콘크리트 포장 교차로

5. 서울시 콘크리트 포장 적용에 대한 제언

 본 칼럼에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도심지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도심지에서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으로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차량의 가감속이 잦은 정거장과 교차로 구간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 개발에 따라 뉴타운 등에 신설 도로를 계획할 경우에는 

중차량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버스 정거장이나 교차로 

등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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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유지보수에 의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버스 정거장 및 교차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차로 구간은 그림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교차로 구간은 차량이 정지하는 구간의 일부만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하고 교통

체증이 심각한 교차로는 교차로 전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21 ] 교차로 콘크리트 포장 적용 방안(좌: 일반구간, 우: 교통체증 심각구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아스팔트 포장을 사실상 모든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거장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에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을 꺼려하는 이유로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및 포장 하부의 지장물에 대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은 해외의 다른 도시들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국 시카고 및 일본 나고야의 도심지 콘크리트 포장 적용 사례를 

분석하면 서울시에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빈번

하게 문제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 발생, 정거장 및 교차로 구간의 파손 및 주행성 불량, 도심지의 

열섬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서울시도 해외 도심지 포장 형식의 변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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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동 ‘세실극장 옥상’ 역사도심 

조망 휴식공간 재탄생…4월 개방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세실극장은 

1970∼80년대 소극장 연극의 중심지로 한국 연극 

및 건축문화 가치를 간직한 곳이다. 한 때 폐관 

위기에도 몰렸으나 성공회성당,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등과 함께 정동 역사재생 프로젝트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성공회와 협력하여 정동 세실극장 

건물 옥상에 덕수궁과 근·현대 역사 장소를 조망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4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세실마루> 조성사업은 정동 일대의 역사적 장소성을 

회복하고 옛 길을 연결하여 산재된 역사·문화 자산을 

배우고 체험하는 등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건물을 소유한 대한성공회와 협약 체결, 

설계공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주·야간 공사 등 

3년간의 노력 끝에 <세실마루>를 탄생시켰다.

 <세실마루>는 당초 접근이 제한되었던 총 566㎡ 

규모의 세실극장 옥상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정동 일대의 

다양한 역사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근처 직장인들이 찾고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및 

의자, 녹지 공간을 마련하였고, 성공회 성당 등 

이 지역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설치하였다.  

 특히,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세실마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국대사관 앞 도로에서 곧바로 탈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옥상 내 경사로를 

조성하였다. 옥상에 오르면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덕수궁과 성공회 성당을 바라보며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세실마루>는 덕수궁 개방 시간에 맞춰,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화∼일요일, 9∼21시 

무료로 운영되며, 축제 및 행사, 계절 여건 등에 

따라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5〕

서울시, 도시문제해결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S-Map’ 전국 최초 구축
 서울시가 605.23㎢에 이르는 서울 전역을 사이버

공간에 3D로 동일하게 복제한 쌍둥이 도시, S-Map 

(3D지도)을 구현했다. 그리고 이 가상의 공간에 

행정, 환경 등의 정보를 결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스마트 행정혁신

모델인 「디지털 트윈 서울 S-Map」을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3D지도는 있었지만, 도시 전역을 대상

으로 도시문제 분석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1)을 구축한 것은 국내 최초다. 

해외 도시 중에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영국, 싱가폴 등이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시설물관리, 교통사고 예방, 재난 

대응 등의 정책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가 세종(5-1생활권역), 부산(에코델타시티), 전주

(일부지역) 등 개발되는 지역에 한해 소규모로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은 구축 사례는 없었다. 

1)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
(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해 보는 기술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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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올해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 의사결정에 S-Map을 활용해 심의의 객관성·

과학성을 높인다. 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전 과정

에서도 S-Map이 올해부터 전면 활용된다. 제출

작품들을 실제 시뮬레이션하며 심사 등을 진행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발생장소를 3D로 확인하고 

확산을 예측해 대응한다.

 서울 전역의 도시바람길 정보도 S-Map으로 도출

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지형에 

따른 바람의 경로, 세기와 방향, 지형지물의 영향을 

3D공간에서 확인해 도시계획의 건물배치 등에 

반영한다.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바람길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산불확산방지,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저감에도 활용하게 된다. 

 S-Map을 통한 시민 서비스도 강화된다. 주요 

관광명소를 서울시 홍보대사인 핑크퐁이 VR 영상과 

함께 설명해주는 비대면 투어 서비스를 연내에 

시작한다. 또 연내에 600종 문화재를 3D로 볼 수 

있고, 1900년대 옛 지도 위 한양의 모습도 3D로 

재현된다. S-Map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20세기 

초 한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민간포털이 제공하지 

않는 전통시장, 좁은 골목길 등 1만4천여 건 거리뷰도 

S-Map이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시대, 비대면 행정·시민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디지털트윈 서울 S-Map」을 

활용한 입체적·통합적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발적 원인으로 인한 환경재해, 교통 등 대도시의 

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서비스를 확대하

겠다고 밝혔다.2)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디지털 트윈 사업에 착수, 

도시 분석·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현 3단계에 이르기

2) S-Map은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인  
스마트서울플랫폼(6S)의 하나로, ｢버추얼서울(S-Map) 종합
계획(2020.6.)｣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까지 한국판 디지털 트윈을 주도해왔다. 2022년 

이후엔 자율주행, 지진예측 등 도시제어가 가능

한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목표다. 

사업1단계(2019년, 물리적 환경복제): 서울전역에 

대해 3D가상환경인 「Virtual Seoul 플랫폼」을 구축

해 입체 환경에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환경 조성

사업2단계(2020년도, 도시공간정보 수집 및 시각화): 

자치단체 최초로 다 방향 경사사진 촬영이 가능한  

항공라이다 촬영기술을 도입해 국제표준인 City GML3) 

포맷으로 고품질의 3D공간정보 구축

 서울시는 2년여의 제작과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지형은 물론 약 60만동의 건물·시설물까지 3D로 

생생하게 구현하는 등 지상·지하·실내 공간정보를 

S-Map으로 통합구축 했다. 기존 3차원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공공건축물, 지하철역사 실내지도

까지 공개하고, 클릭만으로 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와 CCTV실시간 교통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4)

 특히 민간·공공과의 협력을 통해 저비용으로 3차원의 

가상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했다. 실외의 경우 

다방향 경사사진 촬영이 가능한 항공라이다 촬영

기술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 서울 전역을 항공사진 

2만 5천장으로 촬영하고 AI로 자동분석 하는 신기술로 

탄생했다. 여기에 드론촬영 영상으로 수동 보완해 

정확도를 높였다. 초기비용도 149억 원을 절감했고, 

이후 유지비용도 추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D로 구현된 건물, 시설물 등 모든 DB에 

국제표준인 City GML 포맷으로 고유ID를 부여하는 

인덱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호환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갱신체계를 마련하였다.

3) City GML(City Geographic Markup Language): 3차원 공간
정보를 저장하는 개방형 데이터모델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디지털 3차원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모델로 제정함

4) 3차원 S-Map 구축 현황
   [지상] 건축물 60만동, 시설물(교량,고가,육교 등), 지형정보(605.23㎢)
   [지하] 지하시설물 6종(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실내] 공공건축물 및 지하철역사, 소방IoT시설물 등(552개소)
   [지반] 지질도, 등고선, 추정단면도, 측량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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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트윈을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가 신기술 

도입부터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국가표준으로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서울 S-Map」의 활용방안은 

①다양한 분석모형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②문화

관광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③민간 활용 개방,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화재예측을 위한 

실시간 소방모니터링, 도시바람길 구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분석모형을 개발

하고 앞으로도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등 위원회 의사결정: 도시개발 관련 심의

안건 상정부터 의사결정, 관리까지 S-Map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엔 사람의 판단이나 데이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현실세계와 똑같은 3D 가상공간

에서 개발지의 조감도 모형을 올려놓고 조망권, 일조량, 

스카이라인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다. 작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등 4개 심의위원회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 

교통 장애 유발을 판단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을 추가해 7개 위원회에 확대 도입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평가: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평가에 S-Map을 전면 도입한다.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기초한 평가를 넘어, 가상공간

에서 설계안대로 실제 건물을 구현해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 공모안건 등록부터 평가, 심사 전 과정은 

물론, 공모작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당선작 공개까지 

S-Map을 활용한다.

소방IoT센서기술: 소방센서가 작동되는지 현장에 

일일이 나가지 않아도 3D 지도로 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소방IoT시설물 모니터링 기술’을 S-Map에 

도입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도출한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실시간 IoT소방관리시스템’과 

‘소방안전지도’와 결합해 건물의 상세정보와 정확한 

화재발생장소 등을 직관적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안전 모델이다.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기후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우선 첫 단계로 독일기상청이 개발한 바람길 모델

(KLam_21)에 서울의 지형정보를 대입하고, 실시간 

연계한 서울의 바람길 정보를 도출했다. 현재는 

정보의 검증 단계로, 구체적 활용 모델을 2023년

까지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의 지형에 따른 바람의 경로, 세기와 

방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계획, 산불

확산방지,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저감 등 도시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모델이다.

건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 영향분석: 대규모 단지나 

고층빌딩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가상공간에서 바람이 

머물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해봄으로써 바람 흐름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산불확산방지 모델: 산림청과 협업해 산불 발생 시 

바람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 산불확산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저감 방안: 도심에서 바람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찾아 미세먼지 또는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숲길 조성사업 등의 대책 마련에 시각적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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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S-Map의 디지털트윈 완성으로 기존의 입체

영상과 기본정보 제공에서 나아가 다양한 3D 

콘텐츠의 체험과 분석, 시민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오는 9월부터는 시민들이 모바일 웹 환경에서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S-Map과 3차원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청, 

서울관광재단 등과 협업을 통해 주요관광명소, 

문화재 콘텐츠를 결합한 비대면 시민체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1900년 이전의 한양모습을 

재현한 랜선여행 프로젝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비대면 관광투어 서비스: VR영상과 함께 핫스팟 

지점마다 서울시 홍보대사 ‘핑크퐁’이 문화유산에 

대해 해설해주는 ‘비대면 관광투어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

도 가상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양도성 내 문화재 및 1900년 한양모습 재현: 

문화재청이 3D로 재현한 한양도성 내 남대문, 숭례문 

등의 문화재 600종을 경량화(2020년도부터 추진 중)해 

1900년대 옛 지도에 한양모습을 3D로 재현한다. 

문화재청과 협업해 시민들이 S-Map에 접속하면 

1900년대 한양의 모습을 3D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

젝트를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 서비스하고, 2024년

까지 단계별로 총 1,800여종의 문화재를 추가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골목길 등 민간지도에 없는 거리뷰 제공: 

자동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 계단식 도로, 

전통시장, CCTV 보완이 필요한 골목길처럼 민간포털

에서 볼 수 없는 1만 4천여 건, 586㎞의 거리뷰를 

자치구와 함께 발굴하여 제공한다. VR로 촬영한 

거리를 기존의 민간포털사 거리뷰와 연계해 서울의 

이곳저곳을 촘촘히 보여줌으로써 보행약자의 접근성과 

지역경제·커뮤니티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으로 10여개 자치구를 구축했고, 올해는 전 지역을 

구축해 2022년까지 서비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3D가상 구축체험 서비스: S-Map 안에서 

시민 누구나 3차원 도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30종

(270여개)의 3D라이브러리 시민 참여형 체험 서비스를 

구축한다. 가상공간에서 내 건물을 올려보고 조경도 

해보는 도시놀이터다. 

 셋째,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S-Map 

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 및 외부 전문가가 다양한 

활용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쇼케이스) 환경을 구축한다. 연내에 실험 공간

(오픈랩)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3D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분석기능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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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할 수 있는 실험 공간(오픈랩)을 금년에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실증된 신기술은 다시 
S-Map을 통해 시민서비스로 이어져, 스타트업의 
기술발전 등 민·관의 선순환 효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민과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나아간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S-Map기반으로 응용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API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S-Map을 기본지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02)2133-2834〕

서울시, 공공 빈집+민간 노후주택 
‘소규모 통합 정비사업’ 첫 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생활SOC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연접한 민간의 노후 
주택을 합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민간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민간 토지주도 원하는 사업모델을 가져갈 수 
있고 지분에 대해 다양하게 SH공사와 협의가 
가능하다. SH공사와 민간 토지주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같은 역할을 하는 ‘주민합의체’를 
구성·운영하되, 설계, 시공 등 사업 전반은 민간이 
주도한다. 준공 후에는 ▴지분 소유 ▴SH공사에 
일괄매도 ▴SH공사에 일괄매도 후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SH공사는 쓰임 없이 방치됐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공급기간을 

줄이고, 민간 토지주는 분양리스크를 줄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주목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5)｣ 1호 사업을 은평구 구산동 일대
에서 추진한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2개 필지와 
바로 맞닿아있는 민간 소유 1개 필지 총 355㎡ 
규모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용적률 

225.6%), 총 21세대 규모의 건물로 신축된다. 오는 
6월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과 각종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개별 필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약 40% 정도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건축규제 완화 :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
지안의 공지 기준, 건물 높이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가능

▸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을 연면적 또는 전체 세
대수의 20% 이상 건립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가능

건축협정을 통한 규제완화(건축법) 
▸ 다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조경면적, 주차대수 등 통합산정 가능

 민간 토지주가 준공 후 SH공사에 주택을 일괄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전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을 시작으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들을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6〕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Bank처 (02)6940-8623〕

5)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택 2채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민간 토지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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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교량 부식 없도록…방지시설 개발
 서울시설공단은 교량 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교량 

구조물 훼손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비둘기 방지

시설’을 신규 개발해 내부순환로 북부고가교를 비롯한 

3개 교량에 설치했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교량은 하부 높이가 6∼

12m 정도이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비둘기가 

선호하는 서식지로 교각과 교량 하부에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으로 강재 부식과 콘크

리트 열화를 가속시켜서 구조물 훼손 및 교량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오염

으로 교량 아래 산책로와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조류방지시설은 주로 그물망이나 

뾰족한 바늘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비둘기가 끼여 

죽는 등 문제가 있어 친환경적인 방안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비둘기 방지시설’을 개발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이 개발한 ‘비둘기 방지시설’은 ‘버드 

코일’, ‘버드 슬라이드’, ‘버드 와이어’ 등 총 3가지 

종류다. 공단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연구전문 

기업인 한국농림시스템(주)와 협업을 통해, 기본적

으로 비둘기가 난간에 앉을 수 없는 구조를 고

안했다. 여기에 설치 시 경제적인 부분, 관리상의 

용이성까지 감안한 신개념의 방지시설을 개발, 

적용한 것이다. 

 ‘버드 코일’은 직경 10㎝의 원형강선을 교량의 

점검로 난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비둘기가 착지

할 경우 원형강선이 전·후·좌·우로 움직여서 바로 

이동을 유도한다. ‘버드 슬라이드’는 폭 14cm로 

40° 경사를 갖는 삼각뿔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

하는 것이며, ‘버드 와이어’는 버드슬라이드나 코일을 

설치할 수 없는 배수관 등에 0.8㎜ 굵기의 강선을 

2∼3열로 배치하는 시설이다. 교량의 구조, 환경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버드 코일 (내부순환로 북부고가교)]

[버드 슬라이드 (북부간선로 북부간선고가교]

[버드 와이어 (강변북로 두모교)]

 공단은 약 9개월간 비둘기의 서식 특성에 맞춰 

북부고가교, 두모교 등의 구조가 상이한 각각의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접근 방지시설을 연구하였고, 

개발 후 시범테스트 결과 비둘기 서식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버드 코일’은 현장 적용이 가장 간단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지난 3월 특허(디자인) 등록을 

완료하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02)2290-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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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우기 전까지 산사태 예방

사업 총력…취약지역 81개소
 서울시는 시민, 전문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

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81개소에 대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시설 설치가 아닌 적정한 규모의 

사방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폐쇄형 사방구조물 

보다는 야생동물이 통행할 수 있는 투과형 사방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방시설로 인한 생태환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과도한 규모의 사방

시설을 지양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분석과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산지재해 방지에 시급한 부분에만 사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방사업은 산사태(토석류)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설명회를 열어 사방사업의 내용, 규모, 

공사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여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산사태취약지역 연접지역 초·중·고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 등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 교육」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02)2133-2183〕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신월∼여의나루 8분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이 

개통됐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

(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선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

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도로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부는 

60㎞/h)이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 가능하다.

 국회대로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발파·굴착 

등으로 터널을 뚫고 벽에 콘크리트를 뿌려 굳히는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공법으로 

시공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무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시스템이 도입되어, 하이

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

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홈페이지(http://seoultunnel.co.kr) 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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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여의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방재

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됐으며,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터널 안에서 

정화하고 배출하지 않는 ‘바이패스(By-Pass)’ 환기

방식이 도입됐다. 

 또, 대심도 장대터널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 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됐다. 교통상황을 파악

하기 위한 차량검지기(VDS) 18개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을 알리기 위한 교통정보표지(VMS) 3개소 

및 대기경고표지(QWS) 22개소, 차로이용규제시스템

(LCS) 39개소가 설치됐다.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개통 후 신월IC, 여의

대로, 올림픽대로 등 진출입로 부근의 기존 교통

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통 후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국회대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약 5만대의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지상부의 모습도 

바뀐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위로는 신월나들목∼

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4.1㎞인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2024년까지 조성돼 

3층 구조의 도로로 재탄생되며, 지상부는 광화문

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대규모 친환경 선형

공원과 생활도로(1∼2차로)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65〕

서울시, 올해 방치된 빈집 17개소 

녹색힐링 ‘생활정원’ 탈바꿈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서울시내 17개 

빈집이 아이들이 각종 체험을 즐기고 시민들이 

산책하며 쉴 수 있는 ‘생활정원6)’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싱그러운 꽃·나무가 어우러진 생활 속 

녹색 힐링 공간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향 아래 동네

마다 특색을 살린 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7개소는 

상반기, 10개소는 하반기 조성이 목표다. 

 성북구 장위동의 빈집 2개는 철거 후 하나로 

합쳐 ‘유아체험형 생활정원’으로 변신한다. 어린이

공원이 없어 아이들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언덕에 위치한 

기존 지형을 활용해 미끄럼틀과 경사놀이대를 만들고, 

바구니그네도 설치한다. 소나무, 왕벚나무, 덩굴

장미 등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한다.

 성북구 동소문동의 빈집 1개는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생활정원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빈집으로 

단절됐던 주변 주택의 시민들이 생활정원에서 산책

하며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배치하고 사이사이 다양한 식물을 

6) 생활정원: 2020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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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꾸밀 예정이다. 나머지 

빈집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성 방향과 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지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정원으로 

바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 속에서 집 주변에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생활권에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정원은 작년 말∼올해 초 시범사업으로 3개소

(도봉구·금천구·구로구)가 생긴데 이어, 올해 17개소

까지 완료되면 총 20개소로 확대된다.

 시는 정원 조성 이후 지역주민, 서울시 시민정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시민정원사들의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생활정원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서울시, 용산공원 편입 ‘옛 방위사업청 

부지’ 반세기 만에 최초 공개
 6.25전쟁 직후인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

되지 않았던 용산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광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약 86,890㎡ 

규모의 군사시설이다. 용산공원에 편입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300명의 ‘용산

공원7) 국민참여단’에 3일 간(4.23∼4.25) 공개했다.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었다. 

 부지 공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내부를 직접 보고 

7) 용산공원: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120여년 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

됐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됐다. 향후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신청 방식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기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경계가 맞닿아있어 

작년 12월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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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부 건물과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한 방공호 등 6.25 전쟁 이후 군사

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2017년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국방홍보원 

등 몇 개 시설만 남아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8)’ 

8개 구간 중 ‘녹사평 산책’ 구간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총 약 3.8㎞를 함께 걷는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해설사가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녹사평역에서 시작

해 경리단 입구와 해방촌을 지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서 마무리된다. 

 용산공원 내에 존치 예정인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내부와 방공호를 직접 보고, 부지 내 다른 

시설들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용산에 남아

있는 군사시설은 대부분 일본 등 외세에 의해 

건립된 시설이나, 이번에 공개하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는 우리 군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과정에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6월까지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용산

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국민권고안’을 마련한다.

 한편,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6일(매주 목·토요일 10:00∼12:00)까지 

운영된다. 하반기(9월∼11월)에는 회차를 확대 운영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1844)와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홈페이지(www.yongsanpark. 

commun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02)2133-2588〕

8)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은 용산미군기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군사기지와 주변 지역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도시
공간에 숨겨진 역사‧문화를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8개 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4개 구간(▴녹사평 산책 ▴한강로 산책 ▴이촌동 산책 ▴부군당 
산책)에 더해, 작년 용산기지 주변의 효창공원, 남산공원, 한강
공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엮은 4개 구간(▴독립의지의 길 ▴
일제흔적의 길 ▴과거전환의 길 ▴철도명암의 길)을 추가 개발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온·오프로 

즐기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서울시는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정원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정원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Link Garden, Think Life)’이며, 대상지는 

만리동광장, 손기정체육공원 및 중림동 일대다.

 정원박람회는 지난해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면서 올해 5월로 정식 개최는 연기하고, 

비대면 컨퍼런스, 온라인 정원문화프로그램만 일부 

진행했다. 국제정원심포지엄, 한국전통조경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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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대면 컨퍼런스, 반려식물 상담소, 가드너의 

작업실 등의 정원문화프로그램, 로고송·UCC 시민

공모전, 커스텀포스터 색칠하기 이벤트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시민들에게 도심 속의 정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작년부터 준비해 

온 전시정원 조성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민 안전을 고려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맞춤형 전시로 운영된다.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모바일 가이드북으로 분산방문과 

비대면 개별관람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초청정원’에는 글로벌 조경 트렌드를 이끄는 

세계적인 조경가 마사 슈워츠(Martha Schwartz),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가 참여했으며,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의 꽃인 ‘작가정원’은 작년 국제공모를 

통해 다양한 국적(스페인·영국, 홍콩, 네덜란드)의 수준 

높은 전시정원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차별화된 국제정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다만 다중집객이 우려되는 정원산업전은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국내 정원산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침체된 

정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국내 100여개 

기업과 600여개 정원소재가 등록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원용품전’, ‘온라인 정원시설물전’, 

‘온라인 해외산업전’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으로도 만리동광장에서 모델정원 2개소 관람이 

가능하다. 시공 과정은 영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2〕

서울시,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함께해요…시민홍보단 모집

 서울시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가칭)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민참여 

유도 및 콘텐츠를 통한 홍보확대를 위해 ‘효창

독립 100년 공원 시민홍보단’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홍보단’ 은 1기당 20명으로 하여 총 3기수

(총 60명)로 운영될 예정이며,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민홍보단’ 은 효창공원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개 이상의 SNS(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계정을 보유하여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홍보단은 활동기간 내 ‘효창독립 100년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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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 관련 소개, 답사, 인터뷰 등 4개 주제

(미션)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SNS에 

사진, 글, 영상,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게시, 시민들

에게 널리 홍보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

에게는 위촉장 및 수료증이 수여되며,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  

 참가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함께 지원용 

콘텐츠 작성 후 이메일(master@hyochangpark.com)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사업홈페이지

(www.hyochang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8〕

서울시-㈜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은평구, 

노후 놀이터 어린이 눈높이로 재정비
 서울시는 ㈜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은평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은평구 새록어린이공원에 “민간 

주도형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5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과 접목시켜 올해까지 총 12개소의 

노후 놀이터 재정비에 총 34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민간이 주도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사업모델로서도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코오롱의 협업 파트너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사업기획, 설계·시공은 물론 조성 후 놀이활동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주택가 밀집지역(2천 가구) 내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어린이집·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이 소재해 있는 지역자원을 

고려할 때, 내실 있는 주민협의체 운영은 향후 

지속적인 이용수요 및 커뮤니티 등 장기적인 사업성

과와도 직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은평구에서는 놀이시설 이용자인 어린이와 

운동·편익시설 이용자인 중·장년 및 노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주민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놀이터 개선사업과 연계한 

공원환경 정비에도 자체 구비를 투입하여 사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서울특별시·

은평구’ 4자간 체결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하여 비대면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후원한 민간 기업·

단체의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후원 기업도 발굴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은 

물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에 불편을 주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

으로 대체하고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함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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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

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되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 목적인 산림자원조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원래 취지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한 금액 전부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고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

(2021.1.5.)됨에 따라 시행일(2021.7.6.)에 맞춰 같은 

법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 완화 및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 허가요건 완화 
(안 별표2)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주택용도의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1)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

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협약인증습지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

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고자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1)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

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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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1)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

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1)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및 명칭 변경,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한 관련 조문 조정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절차 규정(안 제3조)

 1)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명칭 등 

변경(안 제4조)

 1) 행안부장관이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

 2) 법개정으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1)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관계 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실행계획의 통보, 변경절차 

등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라.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명칭 등 

변경(안 제6조)

 1) 국가가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지역 실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문의 

체계적 배치를 위해 조문 통합

마.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7조)

 1)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바.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7조의2)

 1) 중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7조의3)

 1)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지역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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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를 위한 세부 내용 

규정(안 제16조)

 1)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을 명시하고, 지방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의 산출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17조)

 1)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신설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요건, 센터의 운영방식, 지정취소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

차. 기타 조문 정비

 1)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존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명칭을 

지역 기본계획으로 변경(안 제2조)

 2) 시행령 조문 재배치에 따른 관련 조문 조정
(안 제8조, 안 제18조)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

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인 

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비탈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

   (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

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용어 정비
(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24조, 

제30조, 제34조, 별표 3,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1) 산지전용·일시사용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중 

토사처리계획을 토석처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석재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다. 산지전용허가 비탈면 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6)

 1) 공항 건설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직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비탈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개선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정비(별지 제9호의2서식)

 1)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협회에서도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으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반영

되지 않아 사방협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현재 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거쳐서 목재

교육전문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목재생산업자는 목재 유통량 

등을 기록한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1차 위반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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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하는 바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하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자격을 

‘자원봉사자’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로 강화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합격할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험 실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5제1항~

제3항 신설 및 안 제10조의7 신설, 안 제42조 개정)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을 기존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및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합격”으로 변경

 2)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험 무효 조치및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규정

나.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임을 증명

하는 서류를 갖춰두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1) 제26조의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2)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 기준에서 “자원봉사자”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 

개정(안 제36조제1항 개정)

 1)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목재등급

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 하여 

전문적인 지도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강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

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
    (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1)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

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체육진흥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결과를 보고할 의무 

및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등록 체육시설의 준공보고서 제출 중복절차 

개선(안 제16조제1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별개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중복 절차를 개선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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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동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절차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1) 단가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필요 시 2인 이상의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

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시 부정당제제 감면

 1) 자진신고, 조사협조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1)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 별표

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나.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3)

 1)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

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1)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

보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

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수입

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2.8. 공포, 2018.2.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 등으로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신에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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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
(안 별표1 및 별표3)

 1)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723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4.13. 공포, 2021.6.23 시행)으로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

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7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 (안 제1조의4 신설)

 1)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

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함

나.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 (안 제1조의5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함

 2)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 중 국가정원은 

별표2의2에 따른 지정요건, 지방정원 및 민간

정원은 별표2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3)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교육·치유·실습·

모델정원 등)은 별표1의2 정원의 시설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안 제8조의3, 별표2의2)

 1)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2)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토록 함

라. 정원진흥사업의 추진 (안 제8조의6)

 1) 법체계에 맞춰 ‘정원산업의 지원’ 조문을 삭제

하고,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을 신설

 2)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법 제18조의

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함

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8조의8 신설)

 1)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함

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 (안 제8조의10)

 1)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안 제11조)

 1)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

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

〔산림청 정원팀 (042)48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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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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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차 서빙고 고가차도(구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P6, P9 받침 연단거리 검토 시 제시된 실측 

연단거리와 교각일반도의 코핑 길이가 상이

하므로 검토 필요

○ 보수·보강 방안

   - 철근탐사결과 균열심도가 철근 피복두께 이상

으로 확인된 구간에 대한 보수방법을 재검토

하기 바람

○ 유지관리 방안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신교·구교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철도 통과구간은 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괄 보수 필요

■ 제52차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설계심의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동 2인실 단위세대의 공용

공간은 이용자 동선 <공용공간(복도)-전용공간

(기숙사)-공용공간(공유주방)>의 겹침에 따라 

프라이버시 유지에 불리하고, 내부채광 및 보안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유주방 위치를 포함한 공용

공간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 건물 지하수 처리와 관련, 장래의 지하수위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기 반영된 집수정에 2m 

내외의 수위압력차를 활용한 상수위 제어공법의 

적용을 검토할 것

○ 통신분야는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통신시설의 

설비용량, 설치위치 및 개소수 등을 포함한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신분야 기술심의 

위원에게 재검토 받은 후, 동 가이드라인을 

실시설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

○ 전기분야 설계는 인·허가 시점 및 공사발주 

시기를 감안하여 시공 시 적용되어야 할 규정

(KEC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재설계 등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제55차 샛강문화다리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곡률 방향 교량 받침 설치가 받침부 등 하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며,

   - 향후 진단 시는 곡률 형상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 명기 필요

○ 내구성조사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케이블을 형상 및 

위치별로 분류해 검토 필요

○ 보수·보강 방안

   - 교각의 랩핑 보강 사유,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보고서 내 상세히 명기하기 바람

■ 제56차 한남대교(상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유지관리 방안

   - 금번 조사 시 다수 발생한 리벳 고정 불량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여 수록할 것



- 30 -

   - 램프B와 두모교의 접속구간 종방향조인트 

단차 원인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록할 것

○ 보수·보강 방안

   - 하부구조 염화물 ‘d’ 구간은 염화물함유량 

조사뿐만 아니라 외관상태, 탄산화 측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부재에 대한 

평가 및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 한남대교는 교통량이 매우 많으므로 교면

포장 재포장 시 장수명의 포장공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배수관 고정철물 탈락부위는 경의중앙선(한남역)이 

위치하여 강풍이나 강우 등에 의해 낙하되는 

경우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제57차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심의

○ 발주청 책임성 강화 및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설계평가 심의위원회 구성[내부 평가 위원수 

과반이상(홀수) 참여] 관련 분야별 배점의 적정성 

검토 바람

   - (예시) 철도궤도 18→17, 토목구조 13→14, 

토질및기초 10→11, 토목시공 12→15, 건축 

10→11, 기계소방검수 11→12

○ 전문분야 중 신호, 통신, 전기 분야는 평가위원 

구성이 어려워 조정 필요

   - 전기, 신호, 통신 → 전기·신호·통신(분야통합)

○ 과다한 GPR Test 등의 시행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 해소를 위한 문안 조정 필요

○ 제1장 일괄공사일반(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12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p1-13> 산업

안전보건법관련 규정 반영 필요

■ 제58차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심의

○ 4∼5층에 보행약자 및 고령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부스를 1개소 이상 확보
할 것

○ 지하2층 장애인주차구역은 지하1층으로 위치
이동 및 지하1층 출입구까지 바닥에 안전보행
통로를 표기할 것

○ 조사된 지하수위는 G.L-10.4m인데 지하외벽 
설계 시 G.L-2.00m로 계산할 경우 비경제적인 
설계이며, 저층부 부상에 대한 조치도 따라야 
하므로 재검토 요함

○ 각층 Girder 및 Beam 부재에 대해 단순보와 
연속보 및 내측보와 외측보의 거동을 구분하여 
Numbering 및 배근 요함

○ 전층 X1 x Y3열 Core 모서리에 있는 C7 
기둥은 의미 없는 기둥으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 요함

○ 지하층에서 외벽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을 삭제
하는 것에 대해 검토 요함

○ 연료전기실의 환기계획 및 배수시설을 갖출 것

○ 전기차 충전기 용량을 표기하고 전원인출 위치를 
표기할 것

■ 제59차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심의

○ 지하 가시설 계획(띠장 간격 상이, 띠장 고정방법 

상세도 등)을 보완하여 관련 심의위원의 검토를 
득할 것

○ 표준단면도 측벽과 하부슬래브 배력은 필요 
철근량이 유사한데 반해 실제 사용 철근량이 
상이한 부분 재검토할 것

○ 리튬배터리용 이동식 소화기 및 적층형 분전반을 
유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

○ 전망계단 단 처리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추가 
마감재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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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4단계2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당해 공사기간이 80개월이면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전후 1개월 추가하여 82개월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에 
경직성이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수시 상세한 
실정보고에 대한 발주청의 세심한 관심과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지원이 
요구됨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함

■ 제62차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사기간 중 병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를 계획한다.(p.17)

   - 현재 병원운영계획 제공 필요

○ 과업내용서 p.14에 아래 내용을 추가 보완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건설공사 정기안전
점검 항목 및 이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시방서에 명기
하여 준수토록 할 것. 이때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 대가기준을 명시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시공사 자체안전점검 항목을 시방서에 
명기할 것

○ 과업내용서 3.2.6 기계설비계획 중 4-6 소방설비

   - 피난 유도설비 및 피난기구 등의 방재설비 
설계 시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환자, 
장애인 혹은 비상상황 인식 불가 환자 등의 
대피자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를 선정
해야 함

■ 제63차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심의

○ 지하 서비스링 1㎞ 차량 통행로의 건물과의 

연계와 동그란 링형태에 따른 방향성을 인지

하기가 어렵기에 차량과 이용자의 길찾기 동선

(Wayfinding)을 위한 칼라 및 조명, 입구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함

○ 지붕 폴리카보네이트의 투명도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글레어(glare)와 과도한 태양광 유입 

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설계를 토대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함

○ 지붕 구조물의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한 

해석 및 설계

   - 지붕 트러스는 풍하중에 지배적이므로 하부 

스탠드와 분리하여 설계

   - 하부 스탠드 구조물의 지진하중에 지배적

이므로 지붕 트러스를 질량으로 치환하여 

동적해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 경기장 지붕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방법(필요 시 

절단)과 조인트방식 등은 현장 Mock-Up 

Test(최소 2구간 이상) 실시하고 설계 및 시공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지붕 전체 평면도 MP-A31-001

   - 단계별 공사계획 안내도(지붕) MP-A34-007

■ 제64차 간데메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흙막이 설계 시 차수공법을 검토하고 토압 및 

수압을 고려하여 부재 검토 시 안정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고강도 강재 적용 검토할 것

○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절차와 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 등에 조경

분야를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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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이므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과업내용에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65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입찰안내서심의

○ 제5장 평가에 관한 사항

   - 별표5. 비리감점기준

     ‘일괄·대안·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국토교통부)’의 3-1 입찰업체 

감점행위 시 감점부과기준의 비리감점(운영기준 

별표10)으로 변경 검토 필요

   - [표] 건축분야 > 평가항목 수정 보완

     4. 구조계획의 적정성 → 구조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설계 및 계획(내진설계 포함)

   - [표] 건축분야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수정 보완

     구조 형식 및 건축구조의 합리성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지역은 연약지반이 발달

된 지역이므로 부주면마찰력에 대해 다음사

항 추가바람

   - 압밀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반에 설치된 

말뚝에서는 하향으로 작용하는 부주면마찰

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주면마찰력의 

크기를 산정하고 부주면마찰력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저감대책을 강구

해야한다.

○ 토공유용계획 수립 관련

   - 토량은 최단거리에 유용할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는 공사 전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공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 제66차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설계심의

○ 소방차량의 회차 공간을 확보할 것

○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인접동 지반에 

전달될 수 있으니 구조설계 및 시공에 더욱 

주의 요함

   - 소음진동검토서는 주거시설 야간기준에 따른 

수치로 행복주택 거주자(주거약자, 노인) 특성상 

낮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 주차장 상부오픈에 인접한 어린이놀이터에 매연 

등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난간 및 가림벽 

설치 등 추락대비 조치계획 시 관련 상세도면 

추가할 것

○ 변압기 용량은 표준변압기로 적용하고(450㎸A

→500㎸A) 최대용량은 1,000㎸A로 할 것

○ 외부주차공간에 생태수로 계획을 추가할 것

■ 제69차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공사 건설

사업관리계획심의

○ 창의문화예술센터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3 공종의 구분에 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되므로 복합공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 바람

○ ‘직접인건비 조사표’의 건설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투입계획표의 인원수 산정과 상이하므로 재

산정하기 바람

○ 건설분야 시공단계 공사난이도 산정이 건설사업

관리 대가기준과 상이하므로 확인 후 수정하기 

바람

○ 노임단가 적용 오류여부 검토하기 바람

   - 현재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가 

아닌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

단가’로 적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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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기술자 기계, 전기 투입인원을 건설초기

단계 2개월, 마무리단계 2개월로 조정하기 

바람

■ 제70차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범위에 시추에 의한 지반 조사 공수를 

표기하고 시추조사 시 굴착계획 심도 이상으로 

실시할 것

○ 지하주차장에 적합한 환기설비 검토 및 설계를 

실시하되 관련 기능실에서 환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것

○ 건설기술심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할 것

■ 제71차 정동 외교역사공원 재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사업대상지의 역사성에 대한 자료 조사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성을 상징하는 

수종 선정 계획 수립할 것

○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 명확하게 과업내용을 

제시할 것

○ 최신 법령 및 기준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과업

내용은 삭제할 것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 

(조경분야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 제72차 마곡지구 10-2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설계심의

○ 1023동 지붕 조경플랜터, 1025동 좌측 조경
플랜터는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수직동선 

확보) 하기 바라며, 우측 조경플랜터는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 삭제를 검토하기 바람

○ 전기실 상부에 계획되는 화장실에 대하여 위생
설비 등으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 관련분야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 요함

○ ‘범죄예방 건축기준(조명시설, CCTV, 비상벨)’에 
의한 설계 적용,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스, 인덕션))’ 설계 적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에 의한 비상 
시 홈네트워크의 예비전원공급설비 설치를 검토
하기 바람

○ 판매시설의 수전 방식(특고압 또는 저압 수전)을 
경제성, 유지관리, 안전성 등을 충분한 검토 
후 선정하기 바람

○ 지하철 인접구간의 CIP 근입심도가 과다하므로 
재조정하기 바라며, 지하철 관리 주체 요구사항
이더라도 오히려 천공 시 진공 등 지하철 구조물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 근입심도 
선단위치를 재협의하여 경제성 및 지하철 안정성에 
유리하도록 재조정하기 바람

■ 제73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설계심의

○ 건축구조

   - 부상력 검토 및 공법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활하중 적용에 대한 기준이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전기전력

   - 전동기 기동방식은 국토교통부 설계 기준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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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폴리머(피마자유)와 골재를 활용한 호안사면 조성기술 및 하상 

보호기술 (제907호)
(보호기간 :  2020. 11. 5. ～ 2028. 11. 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홍수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소재와 

건조된 골재를 믹서기로 혼합하고, 혼합된 골재를 하천호안에 설치하는 호안사면 조성기술과 

하천의 보 및 낙차공 구조물 하단에 설치하여 다층다공성 형태로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기본설계도 ]

일체형 호안조성 기술 횡단면 및 평면도 다층다공성 하상보호공 기술 횡단면 및 평면도

[ 일체형 호안조성 및 다층다공성 하상보호 기술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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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용도별 지역별 적용실적 적용면적(㎡) 실적기간

사면 보호공
수도권 2 742

2014.04.
~

2020.06.

지방 4 5,870

하상 보호공
수도권 10 6,513
지방 16 7,745

계
수도권 12 7,255
지방 20 13,615
전국 32 20,870

  나. 향후 활용전망

    1) 시장성

○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천사업 전반에 활용

  -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하천호안 조성, 하천구조물 개선 및 하상보호공 조성에 활용

○ 생태하천복원 및 수해복구 기술로 활용

  - 유수에너지를 흡수 및 저감시켜 호안과 하상을 보호하며, 홍수해에 의한 긴급 수해복구 가능

○ 관련 산업의 활성화

  - 하천복원과 관련된 신소재산업이 활성화되어 복원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2) 공익성

○ 국내 생태하천 복원 및 관련 소재 산업의 활성화 기대

  - 과거 하천복원기술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 소재에서 탈피한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적용한 

기술로 향후 생태하천 복원 및 소재 관련 업계의 활성화 기대

○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은 친환경적 하천공간 제공

  - 식생이 자연스럽게 도입된 하천경관 및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의 제공 등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 해외시장 진출 기대

  -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하천분야 최초의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높으며, 관련된 

기술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에서도 하천 복원을 위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태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에서 현장적용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중국 및 태국과의 기술협력(MOU) 체결을 통한 친환경 하천복원기술력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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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국내 생태하천 복원 및 관련 소재 산업의 활성화 기대

  -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국내 최초로 활용하여 적용한 기술로 동종분야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기술의 생태하천 복원 및 소재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기대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친환경 하천복원 기술

  - 이 신기술은 독성을 지니지 않는 생태하천 복원 기술로 국내·외 기술 대비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 기술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부가세 포함)

공법 합계* 재료비 노무비/경비 등 m2 당 단가
무독성 하상보호기술

(신기술) 187,016 106,468 46,105 152,573

세굴방지블록 308,260 141,882 105,468 247,350

매트리스 돌망태 207,175 73,164 90,344 163,508

합계* : 일반관리비(6%), 이윤(15%), 부가가치세(10%) 포함, 원가계산서 참조

    2) 공사비

공법 단위 수량 공사비 금액차이 절감율
무독성 하상보호기술

(신기술) m2 1 46,105원 0원

세굴방지블록 m2 1 105,468원 +59,363원 56%절감

매트리스 돌망태 m2 1 90,344원 +44,239원 49%절감

합계* : 일반관리비(6%), 이윤(15%), 부가가치세(10%) 포함, 원가계산서 참조

    3) 공사기간 

구분 콘크리트블록 구분 개발 기술

토공작업 2일 토공작업 2일

기초콘크리트 2일 보조기층 2일

블록설치(부직포포함) 6일 자재운반 및 혼합

4일천단콘크리트 2일
투수골재 포설

복토 2일

총 공사기간 14일 총 공사기간 8일

기타 현장 및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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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콘크리트블록 구분 개발 기술

가물막이 3일 토공작업 3일

토공작업 3일 보조기층 3일

보조기층 4일 자재운반 및 혼합

9일블록설치 10일
투수골재 포설

블록사석채움 5일

총 공사기간 25일 총 공사기간 15일

기타 현장 및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용은 홍수 발생 시 20% 유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유용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약 40%가 저감되며, 유용자재를 50%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약 45%가 저감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항 목 신기술
(m2 당 단가)

기존 기술 (m2당 단가)
비고

세굴방지 블록

시설비 147,483원 252,599원 -

유지관리비 수해복구 시
(유용자재 없음)  36,197원 63,029원 홍수 및 수해로 인해 

해당공법 구간의 20% 
유실을 가정유지관리비 평상 시

(유용자재 50%)  24,242원 46,233원

구  분 신기술 비교기술
(세굴방지 블록) 대  비

규  격 T=15cm 2.0 ton -

제품수명 20년 15년 -

원가 152,573원/m2 247,350원/m2 61.68%

사용원가(재료비) 106,468원/m2 141,882원/m2 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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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태하천 복원 및 관련 소재 산업의 활성화 기대

  - 생태계에 무해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하천 호안 및 하상보호를 위한 하천복원기술에 

적용한 최초의 기술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하천사업, 생태하천 복원 및 소재 관련 업계의 

활성화 기대

○ 해외시장 진출 기대

  -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하천분야 최초의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높음

  -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주차장, 건설자재용 사업 등 타산업 진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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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도막재를 활용한

누수감지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ylic Waterproofing System) (제908호)
(보호기간 :  2020. 11. 6. ～ 2028. 11. 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하부에 수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비건조형 및 반고형화 아크릴

레이트(Acrylate)를 합지하여 일체형으로 제조된 복합방수시트를 설치하고 그 상부에 탄성도막재를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며, 방수층 손상 시 아크릴레이트의 수 팽창을 통한 누수 부위 확산 제어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한 건축구조물 옥상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합성고분자계 시트재와 수 팽창성 아크릴레이트를 복합한 방수

시트 상부에 탄성도막재를 도포하는 기술로서, 시트 포설 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

하며, 합성고분자계 시트재와 아크릴레이트 합지 생산시스템 구축 및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

시트를 생산함으로써 재료 간 박리·박락을 방지하고, 방수층 손상부에 물 침투 시 아크릴레이트가 

팽창하여 차수 효과를 확보할 뿐 아니라 누수 부위가 팽창함으로써 누수부 탐지가 용이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콘크리트 바탕면 요철정리 ② 노출형 아크릴 방수시트재 포설 ③ 시트 접합부 고정 및 열풍융착

④ 노출형 탄성 도막재 도포 ⑤ 탑코트 도포(시공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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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비고

1
삼현빌딩 옥상 방수공사
(아크릴시트방수:노출형)

삼현빌딩 ㈜흥신이엔씨 400.0㎡ 2018.04.18.∼2018.04.28. -

2
대구 한국뇌연구원 옥탑 방수

보수공사
대구한국뇌연구원 ㈜한진중공업 1,060.0㎡ 2018.11.23.~2018.11.30. -

3 변전소 옥상 누수보수공사 경북대학교 ㈜흥신이엔씨 269.0㎡ 2019.07.05.~2019.07.29. -

4
대구교대 대구부초 급식실 

이전재배치공사 중 옥상방수공사
대구교육대학교 ㈜흥신이엔씨 568.9㎡ 2019.06.25.~2019.08.10. -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합성고분자계 시트재와 수팽창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노출형 아크릴 

방수시트재와 노출형 도막재를 복합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으로, 신기술의 아크릴레이트는 물과 

반응 시 팽창하는 특성을 지닌 소재로써 노출 도막 방수층 및 시트 층이 손상될 경우 손상부로 

유입되는 유입수와 반응하여 수 팽창함에 따라 누수 경로를 차단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누수

부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용과정에서 유지관리 편리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수팽창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기술과 달리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차수 성능 및 누수 감지 성능을 기반으로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건축물의 옥상 노출 방수공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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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아크릴레이트를 통해 차수 성능과 누수 부위 감지 성능 기술을 확보, 이를 통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를 고려한 설계에 있어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생산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현재 해외 건축 시장의 기술 트렌드인 친환경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차수 성능 및 누수 감지 성능을 통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술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토목 구조물에 적용되는 손상부 누수 감지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건설신기술 제677호 대비 약 10.77% 절감, 

건설신기술 제802호 대비 약 4.64% 절감, 건설신기술 제811호 대비 약 8.61%의 증가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건설신기술 제677호 건설신기술 제802호 건설신기술 제811호

재료비 ㎡ 38,519 38,461 33,072 39,375

노무비 ㎡ 15,841 22,463 23,938 10,304

경비 및 기타 ㎡  3,947  4,675  4,529  3,385

합  계 ㎡ 58,307 65,599 61,539 53,064

경제성 - 약 10.77% 절감 약 4.64% 절감 약 8.61% 증가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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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다음과 같은 시공적 특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기존 기술 신기술 비고

아크릴레이트의 점성 
특징을 통한 공정 

감소 효과

시트 하단부에 합지되는 
아크릴레이트의 점성 특징을 통해 

시트 포설시 별도의 도막재나 
접착제 없이 임시 고정이 

가능하여 작업자의 시공 능률 
향상 효과 확보

반건식화 시공을 통한 
시공성 확보

시트 포설 후 즉시 도막방수재의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도막재 경화시간 및 프라이머의 

도포가 불필요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단축효과 비교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감소율

(최대비율)건설신기술 제677호 건설신기술 제802호 건설신기술 제811호

제품수명 20년 20년 20년 20년 -

취득원가 66,875 77,207 73,095 60,623 13.39%

사용원가 40,560 55,900 53,880 48,280 27.45%

폐기원가 - - - - -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효과 비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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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수공법은 누수 발생 시 초기 누수가 발생한 부위를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신기술은 누수 부위 감지 성능을 통해 손쉽게 누수 부위를 찾을 수 있으며, 차수 성능을 통해 

누수 발생 시 누수가 확산 전이되는 문제를 예방하여 유지 보수 관리에 있어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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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렌느의 도시 소음도 가시화

 거리의 모습, 건물, 수자원과 전기공급, 교통흐름을 

3D로 볼 수 있고, 도시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트윈은 프랑스어로 ‘쥐모 뉴메릭

(jumeau numérique)’이라 부른다. 프랑스에서는 

서부 부르타뉴(Bretagne) 지방의 주요 도시인 렌느

(Rennes)를 시작으로 앙제(Anger), 낭트(Nantes), 

리옹(Lyon)에서 디지털트윈을 지역정비에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림 1> 다소 시스템이 구현한 렌느시 철도 주변 

건축공간 소음도 분포 유형9)

 렌느시는 이미 디지털트윈을 활용하고 있는데, 

2014년 ‘버츄얼 렌느(virtual renn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의 소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아파트의 

층과 발코니의 방향이 어디인지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음 측정은 철도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림 1>은 소음 정도를 3D 모형상에 알기 쉽게 

색깔로 표현한 것이다. 소음이 가장 적게 나는 

곳은 녹색으로, 가장 많이 나는 곳은 붉은색으로 

나타냈다. 특히 층이 낮을수록, 그리고 철도를 

접한 면과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면에서 가장 소음

9) 자료: https://www.science-et-vie.com/archives/villes-
    connectees-voici-les-premiers-jumeaux-numeriques-
    61584?uid=MzM3NzQ0 (2021년 3월 10일 검색).

도가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건물 설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건물의 건설 시기, 난방의 종류, 

사용자, 건물의 소음취약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효과적인 리노베이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면 도시 곳곳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긴급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정비를 계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앤트워프(Anvers) 항구에서는 

디지털트윈을 사용하여 공기의 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구현에 있어 현재의 한계는 무엇일까? 

다소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의 전문가 기욤 르노엘

(Guillaume Lenoël)에 따르면, 디지털트윈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식생과 같은 땅이 가진 모든 

물리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마련되어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상업 및 산업지구, 인구, 교통량, 

오염, 국지기후 등을 모델화하기가 어렵다. 기욤 

르노엘은 또한 출처가 다른 여러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탕기 코에난(Tanguy 

Coenen) 마이크로전자공학 연구소(IMEC)10) 연구원은 

개인정보 사용 시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지털트윈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통한 정보화와 감시망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개인정보의 사용이 더욱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어떤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0) Institut de micro-électronique et composants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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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형 디지털트윈의 발전과 향후 과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생산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 트렌드로 ‘디지털트윈’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가상공간에 물리적 

객체와 똑같은 디지털 객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

으로써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로, 2002년 미국 

미시간대학의 마이클 그리브스(Michael Grieves) 

교수가 유사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소개

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조, 항공, 전력, 자동차, 의료, 스마트

도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Markets and Markets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트윈 시장규모는 2020년 31억 달러

였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58% 이상 성장해 

4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11). 이 중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특히 일반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Wang et al. 2020, <그림 1, 2> 참조).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트윈 기술발전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추진과 마이크로소프트, 

GE 등 글로벌 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등에 기인

한다.

11) Markets and Markets Research 2021

<그림 1> 2012~2018년 디지털트윈 관련 국가별 

특허 건수12)

<그림 2> 2012~2018년 미국의 디지털트윈 활용 분야13)

 미국은 2014년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14)을 

기반으로 도처에 산재한 사물인터넷을 하나로 

묶어 상호 연동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최근

에는 170여 개의 기업, 정부 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의 

상호 운영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12) 자료: Wang et al. 2020.

13) 자료: Wang et al. 2020을 저자 재편집.

14) 2006년 NSF의 Helen Gill에 의해 소개되었음. 물리적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디지털트윈과 유사하지만, 
CPS는 실시간 상호 작용을 통한 물리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제어에 중점을 둠. 디지털트윈은 디지털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 시스템의 제어 결과를 미리 판단하고 최적화 
제어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CPS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음(Ta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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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디지털트윈 기술은 2016년 GE가 세계

최초 산업용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플랫폼인 ‘프레

딕스’를 공개하면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GE는 

2017년 기준 80만 개의 디지털트윈 모델을 개발

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로 제트엔진에 200개 이상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시뮬레이션

하여 엔진고장 검출 정확도를 10% 향상시켰으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 건수도 1천 건 이상 

감소시켰다(Lee 2019).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클라우드 컴퓨팅 Azure에서 디지털트윈을 만드는 

IoT 솔루션 빌드인 ‘Azure Digital Twins’을 선

공개하고 2020년 12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현재 한국의 두산중공업, 벤틀리 시스템스와 

협력하여 차세대 풍력발전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지자체에서는 개발이 앞섰던 산업용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전력시설의 효율적 운용, 교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고, 

나아가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주거 등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뉴욕전력공사(NYPA)는 GE와 협력

하여 거대한 디지털트윈 발전소를 만들어 향후 

22억 5천만 달러의 운영비를 절약하고, 수력발전소 

터빈의 가동 중지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샌디에이고는 

Future Scape에서 제공하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량 관리에 활용하고 있고, 

North City Pure Water Facility(PWF)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최적화 제어 및 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수처리를 할 예정이다(Lee 2019; Mussomeli 

et al. 2020; Cur let al. 2020, <그림 3> 참조).

 2016년 미국연방교통부(USDOT)에서 실시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젝트에서 최종 선정된 

콜롬버스는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덴버는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그림 3> 샌디에이고 North City Pure Water 
Facility의 디지털트윈 모델15)

<그림 4> XR 기반의 탐파 시 디지털트윈 모형16)

 이로써 실시간으로 수집된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신호등 정보를 제어해 교통흐름을 조절하고 다양한 
도로 관련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피츠버그도 교통상황에 따른 AI 신호등 제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 25%, 신호등 대기시간 
40%를 감소시켜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Jung 2020). 플로리다의 탐파는 XR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3D 모형으로 구축하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시장정보, 임대료 증가, 시간에 따른 
임대율, 건물정보, 교통정보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
으로 동기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이 결과값을 향후 주거 등 도시 전반의 문제 해결에 
이용할 예정이다(N.A. 2020, <그림 4> 참조).
 이외에도 13개의 미국 도시들은 2019년 6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Open Mobility Foundation 
(OMF)을 설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시정책수립 
시 사전 검증을 위한 디지털트윈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20년 10월 벤틀리 시스템스와 

15) 자료: Curl et al. 2020.

16) 자료: archito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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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및 스마트건설 솔루션 개발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 
500개 이상의 디지털트윈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ABI Research 2020).
 미국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글로벌 기업의 선전으로 상대적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고, 기존에 
구축된 산업형 디지털트윈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연구와 
투자비 증가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스마트
도시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디지털트윈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대상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
보안 강화와 데이터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상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
하게 검토하여 일원화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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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역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온라인 판매활동은 
코로나19를 통해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지역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자,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코로나 국가경보사태 초반
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재활성화 
계획 및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
으로 바르셀로나 시청에서는 대면 상업시설의 디지털화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거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아마존에 맞서기 위해 도시의 주요 상업 축에 
위치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 또한 추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지역상권의 디지털화 계획 목적은 
지역에 위치한 상업 및 요식업의 디지털화를 촉진
하고, 디지털 상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고자 
함이다.

지역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종류

 지역상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바르셀로나시의 지원
으로는 소매상점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있다. 바르
셀로나시에서는 지역상점 및 음식점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금을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50만 
유로로 책정하였으며, 지원금은 각 상점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공, 최대 
7,500유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점은 소매상점, 시립 시장 내 
입점한 상점, 지정된 업종의 상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인터넷을 통한 상업
활동 개설 및 확대, 인터넷 상업활동의 활성화, 
디지털 상업 및 요식업으로의 전환, 상점에서의 
판매과정 디지털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상업 분야를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도 있다. 상업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디지털 기술과 경쟁력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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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용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52개 
이상의 온라인 무료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매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화 계획의 
설계 및 수립을 위하여 맞춤형 특별 기술을 지원
한다. 이는 각 상점의 디지털화 수준 및 개선점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계획
실현을 위한 카운슬링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화 
계획의 실행 및 목표 달성까지 동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진행된 상업 및 요식업 
부분의 디지털화 지원에 대해서는 각 디지털화 
변혁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연구한다.

<그림 1> 배달서비스룰 이용하고 있는 상점17)

 바르셀로나시에서는 도시 내 주요 상업 축을 
비롯한 모든 상점을 포함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
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상품의 종
류 및 지역별로 상점을 분류하여 각 상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또는 채팅 서비스, 인
스턴트 메시지, 영상통화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
매자와 소비자가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
록 돕는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시스템과 전
자결제가 가능하고, 노인 또는 그 외 집단을 위
해 마련된 특정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배송과 전달, 배송 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유사상품 안내, 소비자 평가, 각 상점별 맞춤형 

17) 자료: https://elpais.com/espana/catalunya/2020-11-28/
    el-comercio-de-barrio-se-organiza-para-crear-amazons
    -deproximidad.html (2021년 3월 29일 검색).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지역상권 활성
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온라인 판매의 수
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지역상권의 디
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이다. 이미 몇
몇 지역에서 지역상인들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
는 이니셔티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과 맞물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로 디지털화를 통
한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 광범위한 정보를 손
쉽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실용적인 소비활동
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오프라인 상점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강력
한 경쟁력이다. 지역상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점에 더하여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더욱 세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면, 코로나19 사태
를 통한 상업 분야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지역상
권의 쇠락을 초래하는 위기가 아니라, 지역상권
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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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4월)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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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의
결 과 비고

입찰안내
서 심의

57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196,626
(820)

조건부
채택

토목

65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 열병합발전설비 1기
․ 첨두부하보일러 1기

377,044
(4,290)

조건부
채택

전기

용  역
발  주
심  의

62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 지하4층/지상9층
․ 연면적 11,874㎡

27,005
(1,297)

조건부
채택

건축

64
간데메공원 입구 지하 
주차장 건설

․ 지하2층, 170면
․ 연면적 6,700㎡

11,803
(624)

조건부
채택

토목

70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설

․ 지하3층, 138면
․ 연면적 7,010㎡

10,563
(716)

조건부
채택

토목

71 정동 외교역사공원 재조성
․ 정동공원 일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거점공간 조성

1,600
(162)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52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

․ 지식산업센터: 지하4층/지상12층
․ 공동주택: 지하4층/지상14층

89,500
(3,500)

조건부
채택

건축

58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840.06㎡

14,033
(549)

재심의 건축

59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 지하3층/지상2층, 119면
․ 연면적 6,591.89㎡

14,800
(1,000)

조건부
채택

토목

63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 지하4층/지상3층
․ 연면적 225,463.24㎡

312,600
(14,400)

조건부
채택

건축

66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
․ 지하1층/지상15층
․ 연면적 25,826㎡

37,102
(992)

조건부
채택

건축

72
마곡지구 10-2단지 
공공주택 건설

․ 지하2층/지상16층
․ 연면적 83,567.26㎡

102,170
(2,046)

조건부
채택

건축

73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 지하4층, 연면적 18,658㎡
․ 일당 재활용 150톤, 생활 130톤, 대형 25톤

72,601
(3,047)

조건부
채택

기계

정밀안전
진단심의

45 서빙고 고가차도(구교)
․ 폭 16m, 연장 140m
․ 구조형식 STB (221)

조건부
채택

토목

55 샛강문화다리
․ 사장교 220m, 시점접속교 44m, 
종점접속교 110m (128)

조건부
채택

토목

56 한남대교(상류교)
․ 본교 919.21m
․ 램프(B) 454.6m, 램프(D) 183.1m (353)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   의

60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4단계2공구 건설

․ 터널연장 1.29㎞, 정거장 2개소 
219,296
(7,193)

조건부
채택

토목

69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신축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496.19㎡

13,650
(1,388)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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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4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 4.

건     축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설계용역 등 14건 17,287 16,833

교 통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및 부대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17건

2,598 2,160

기 계 설 비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TAB 기술용역 1건

20 20

도 로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용역 등 11건

4,810 4,787

도 시 계 획
서남권 관문도시(석수역)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등 3건

474 479

상 하 수 도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9,160 9,160

소 방
제기동역 등 6개역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4건

139 139

전 기 통 신
위례지구 A1-14BL 신혼희망타운 전기, 
정보통신 설계용역 등 6건

577 556

정 밀 진 단
길동 우성2차아파트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기술용역 등 4건

614 596

조 경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9건

531 507

지 하 철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4단계 2공구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8건

8,608 8,542

하 천
광나루 등 야외수영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5건

546 538

기 타
올림픽대교 북단 외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425 461

 계 93건 45,789 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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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124~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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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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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70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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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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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3.30.~4.2. 4.18.~4.24. 5.7. 5.10.~5.13. 6.12.
~6.30.

7.9.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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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BIM(Geospatial BIM)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디지털트윈이 구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영국의 CDBB(Centre for Digital Built Britain)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디지털
트윈의 기반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M은 건물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GIS의 기본인 위치 및 좌표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현실 세계와 같은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좌표체계가 필수이므로, BIM에 
좌표체계가 부여된 GeoBIM이 등장하게 되었다.
 GIS 기술은 현실 세계와 국토를 점(point)·선(line)·
면(polygon) 데이터로 표현하고, 속성을 부여하여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광활한 
지역(세계)의 자원관리를 위해 시작된 GIS는,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복잡한 구조의 3차원 
구조물을 설계 및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
하였다. 한편, 건설 분야에서는 2D CAD 도면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설계방식에서 BIM을 활용한 
3차원 설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BIM은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건축물 
외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보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GIS와 BIM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다소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생성하고 있지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트윈은 넓은 지역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와 
BIM으로 만들어진 건물정보를 연계·통합해야 가능
해진다. 상세한 건물정보뿐만 아니라 도시와 같은 
넓은 지역의 데이터도 모두 중요하다. GeoBIM은 
GIS와 BIM 데이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유럽 공간정보 분야의 공공기관과 연구소 협의체인 
EuroSDR(European Spatial Data Research)에서는 
두 도메인의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2017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유럽 전역에 걸쳐 거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GeoBIM 프로
젝트는 BIM 데이터를 GIS에 연계할 수 있고, GIS 
데이터에서는 BIM 데이터에서 필요한 주변 환경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두 분야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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