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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40년대 미국의 GE(General Electric)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던 로렌스 D.(델로스) 마일스(Lawrence D. 

Miles)는 기본가치(Value)분석, 기능접근(Function Approach)방식을 확립하기에 이르게 된다. 사실상, 

VE(Value Engineering)개념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VA(Value Analysis)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일스가치재단(Miles Value Foundation)의 소개 글에 따르면, 마일스는 GE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

하던 중에는 진공관 및 회로설계에 대하여 12개의 신규특허를 취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GE 구매부서로 근무지를 옮겨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비용절감과 적합한 수량조달에 노력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가치분석 및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12개 언어로 인쇄하여 발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VE는 2000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5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법제화된 이후 2006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되었고, 이후 

시행착오와 거듭된 과정의 연구와 교육을 거쳐 현재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초기 VE 도입과정을 살펴

보면 공공기관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여 시작됨으로써, 다분히 VE의 본래 취지인 시설물의 기능검토를 

통한 가치향상이라는 목표가 퇴색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비용절감에 치중되었던 VE 활동을 지양하고 가치중심의 VE를 

확산시키기 위해 VE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2008년

부터 국토교통부 주최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VE경진대회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평가지침의 양식도 가치중심으로 변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VE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높은 평가를 표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비용절감 지향 VE를 탈피하여 가치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여, 다소의 비용이 더 추가되더라도 시설물의 본래기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 장려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언에서는 기술인으로서의 VE 현황과 진단을 

통하여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명 ‘자체 VE’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VE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마일스가치재단’ 글에서 인용

》  칼  럼

VE(Value Engineering) 수행 현황과 발전방안
- VE전문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   

    허 재 영
     서울특별시 설계VE위원, 한국가치기술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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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E 수행 현황

 ‘시설물의 기능검토를 통한 가치향상’이라는 목표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에 그 시작의 첫 발을 뗀 이후 2006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의 제·개정, 타 지침과의 통폐합 등 시행과정에서의 혼선과 시행착오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VE가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 VE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내심 자부심을 가져본다.

 가치(Value)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하여 표현할 수 있다.

  F
    V = 

  C

( V: Value,  C: Cost,  F: Function )

 즉, 가치(Value)는 기능(Function)을 비용(Cost)으로 나눈 값이라는 의미이다.

 이때의 비용(Cost)은 초기비용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측면의 비용(Cost)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건설기술인들에게 VE에 대하여 설문을 해 보면 비용절감이 목표라는 인식의 응답을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VE 수행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것일까? 우선, ‘이는 정답이 아니다.’가 답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VE가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수행되거나 비용절감의 과다를 기준으로 

VE 수행의 성공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론이기도 하다.

 그럼, 언제부터 ‘VE=비용절감’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통용되게 된 것일까? 이는 중복된 설명일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VE가 도입되는 계기가 ‘공공기관 비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VE가 소개되고 

도입됨으로서 기인(基因)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VE 이론을 주창했던 마일스의 주장에 따르면 VE를 수행함에 있어 비용절감을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VE를 수행하면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발생건수 및 아이디어의 참신도 등을 견주어 보아도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실제 VE Workshop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전문분야 건설기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아도 아이디어 

제안 건수와 비용절감결과를 앞세우면 부담이 되어 원활하고 적극적인 VE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험을 이야기 한다. 더불어, 설계검토에 치중하여 가치향상보다는 비용절감이 많은 아이템 위주의 제안을 

우선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계도서의 완성에 있어 설계 업그레이드(Up-Grade)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Down-Grade)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VE 활동 참여에 회의론을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VE 활동을 거치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대상목적물의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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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VE의 특징인 기능분석을 통하여 과다기능의 축소, 중복기능의 배제, 불필요기능의 제거 

등을 통한 가치혁신활동을 거쳐 비용절감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E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다 보니, 건설기술관련 전문가들에게 그동안의 많은 VE

수행경험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VE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설계자 

및 시공자, 그리고 지자체의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VE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진행되는 단 한 번의 VE 활동 경험 기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알기를 

바라게 되고, 의욕이 앞서다보니 무리한 진행이나 참여한 VE 리더와 참여 기술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VE 활동결과를 그대로 요구한다거나, 진행순서에 있어 자신이 경험한 바 

있는 다른 사례를 그대로 종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접하게 된다. 이는 유연성(Flexibility)과 창조성

(Creativity)을 업무에 적용하여 비용(Cost) 절감과 가치향상 효과를 얻는다는 VE 목적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VE를 진행하는 경우의 VE 리더나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마치 VE 활동이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 거쳐 만능 해결책이 된다는 

식의 설명이나 과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하게 접하게 되는 현실은 마치 특정 프로젝트에서 VE를 수행하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이 한 번에 해결 된다든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든지, 기발한 아이디어의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나 교육은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획기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예시를 나열하여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잘 진행된 VE 진행 사례를 

예시로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함께 예시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VE는 직접 수행해 

보면 비용(Cost) 절감과 가치향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원리 중의 하나로 설명한다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E 활동이 모든 문제점을 한 번의 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열

쇠가 아니라,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문제점도 발견

할 수 있으며, 이 문제점의 해결을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활동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VE 진행 프로세스(Process)인 VE Job Plan을 통하여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하나의 팀(Team)으로 구성하여 VE Workshop을 진행함으로써 건설사업(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적용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건설사업 모든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라는 것을 함께 설명

한다면 더욱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명 ‘자체 VE’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의 

바람직한 VE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VE 진행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VE 수행시기 및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원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고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이하 설계VE)’에 

따르면 ‘제54조(설계VE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① 설계VE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

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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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단계에서는 VE 활동계획 수립 및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한 VE Workshop을 준비한다.

 진행과정의 첫 단계로 발주자와 설계자, VE 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리엔테이션 미팅을 실시한다. 

발주자의 대상 프로젝트의 제안 설명과 설계자의 설계 설명, 그리고 분야별 VE 팀원들의 질의 응답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관련자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계와 현장의 일치여부, 반영사항의 적합성, 

시공관련 사전숙지 등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도서의 사전배포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의 핵심쟁점사항을 종합하고 의견을 모은다. 핵심쟁점사항은 전문분야별 VE 팀원, VE 

리더, 설계자 및 발주자의 토의를 거친다.

 분석단계(VE Study)는 VE 활동이 다른 기법 또는 설계도서 검토와 대별되는 분명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VE 활동 중 분석단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능정의, 기능분류, 기능정리, 기능평가 등의 

과정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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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단계(VE Study Phase) 절차는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분석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능분석이다. 기능분석은 VE 대상 선정단계에서 결정된 

VE 대상에 대하여 기능정의와 기능분류, 기능정리, 기능평가의 단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과 비용을 

분석하여 무용기능의 선별 삭제, 과다기능의 축소, 중복기능의 배제와 부족기능 및 요구기능 등의 첨부 

목적으로 수행된다. 각 기능에 현재 비용(C:Cost)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인 기능

(F:Function)비용을 산정하고 ‘V=F/C’ 비교 평가하여 각 기능의 가치지수(VI:Value Index)를 산정한다.

 기능정의는 ‘명사+동사’의 형태로 정의하되 능동태적 표현을 사용토록 권장한다. 이때 ‘명사’는 가급적 

계량이나 측정을 통한 정량화나 가능한 표현을 사용토록 유도하며, ‘동사’의 표현은 VE 팀 구성원들의 

사고의 폭을 확장가능토록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쉬운 동적인 표현은 사용토록 권장한다. 기능정의는 

첫째, 필요한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되 참여팀원들의 공통된 이해와 합의를 전제로 한다. 둘째, 정의된 

기능의 평가를 통하여 기능의 수준을 알게 한다. 셋째, 아이디어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능정의의 질문에 구성요소들의 작용 또는 역할을 언어구조상 형식을 사용하여 그 존립목적을 표현

하는 방식으로 ‘왜(Why?) 이 요소가 현재의 구성에 필요한가?’를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는 대체안 창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단계로 정의된 기능을 정리하는 ‘기능정리(FAST:Function Analysis Technique)’단계를 거친다. 기능

정리는 요구되는 기능분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정의된 기능들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기능레벨의 

결정과 제약조건의 파악한 후 해당기능달성에 장애가 되는 제약조건의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잘 정리된 기능정의는 현재의 설계(계획)에 반추(反芻)하여, 필요기능(부족기능, 요구기능, 창조

기능 등)과 불필요기능(중복기능, 과잉기능, 무용기능 등)으로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설계(계획)가 필요

기능의 반영여부를 살펴보며, 필요기능이 반영되어 있다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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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필요기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여 설계VE(안)으로 제안한다.

 또한, 현재의 설계(계획)에 불필요기능의 포함 또는 내재(內在)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기능 

등의 과감한 배제를 통하여 비용절감 및 가치혁신이 가능한 대안을 적극 제시 설계VE(안)으로 제안한다.

 다음단계로 전문분야 VE 팀원들의 VE 제안(안)에 대하여 발주자와 설계자가 검토한 의견을 경청하여 

참고하고, VE 이해관계자(발주자,설계자,VE 팀원 VE 리더 등)가 함께 모여 토의를 거쳐 VE 제안(안)에 대한 

‘채택이행회의’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채택 이행키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생애주기비용(LCC:Life 

Cycle Cost) 분석과 가치향상 등을 포함한 ‘VE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 정리된다.

 간략하게 VE 진행과정을 서술하여, 설명이 미진한 부분과 지면의 한계로 모두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으나 개략의 단초는 제공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설계VE 진행과정의 일단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VE 발전방안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일반적인 VE 진행 과정인 VE Job Plan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일반과정의 VE Workshop과는 다르게 이행되는 이른바 ‘약식 VE’ 또는 ‘간소화 

VE’라고 칭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VE 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4hr 또는 32hr, 40hr 등’으로 이루어지는 VE Workshop과정과는 달리 ‘1일(8hr 실제로는 

5hr or 6hr)’ 또는 ‘1.5일(12hr 실제로는 8hr or 10hr 내외)’로 간소화하여 진행하는 설계검토회의를 ‘VE 

수행’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약식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절차의 준수만이 진정한 ‘VE 수행’이라는 억측이 아니다. 최소한의 ‘룰’이라도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도 ‘VE 수행’이라고 강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VE 수행의 핵심’이 되는 ‘기능분석’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능분석을 거치지 않은 설계도서 검토는 참여자의 경험과 우연한 발상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되는 VE 활동에서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기능

분석과정을 거쳐 해당기능의 반영 여부와 정도를 검토하여 수행하는 VE Workshop과는 그 괘를 달리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는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왜곡된 형태의 ‘설계도서 검토회의’를 ‘VE 활동’

으로 간주하여 ‘VE’를 마치 절차를 이행하는 도구인양 전락시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 부품 등으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물의 성능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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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VE 활동에서 기능분석을 생략하는 결과는 도출된 

대안이 시설물의 기능개선과는 거리가 먼 대안으로 결국 가치향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VE 관련단체 및 VE 전문가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도입 20여년을 지나는 시점인 2021년 현재에도 많은 건설업계 종사자(설계, 시공, CM, 감리 등)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주무관들에게 인식전환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VE 교육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VE관련 자료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최근 서울시가 VE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심사담당 주무관들에게 건설VE 전문가 기본

과정을 수료하게 한 점은 높이 사고 싶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설계 과정에서 설계경제성(VE)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등과 연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VE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VE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VE

수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약식 VE’ 또는 ‘간소화 VE’로 통칭하는 설계검토, 

과다한 비용절감 위주의 VE 검토, 기능분석이 생략된 VE 수행, VE 제안서에 대한 검증의 부재 또는 

검증미흡, 적정 VE 대가의 지급, 수정설계에 대한 대가지급 명문화 미흡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시공단계 VE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공 VE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적극적인 자세전환과 시공자의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개선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기술인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VE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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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와도 깨끗한 한강수질 위해 

…CSOs 저류조 2개소 기본계획 착수
 초기 우수2)가 하수관로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이동하고 센터의 정화처리를 거쳐 한강으로 방류

된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올 때엔 하수관로의 처리

용량 한계로 미처 정화되지 못한 고농도 하수(빗물+

오수)가 한강으로 흘러들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뚝섬유수지와 대치유수지에 ‘CSOs 저류조3)’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0만 3천 톤 규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CSOs 저류조를 설치

해 왔다. 설치 완료된 저류조 3개소를 통해 5만

8천 톤의 저류용량 확보하였으며, 한강수질을 개선

하는 것은 물론 고농도하수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문제를 해결하는 등 하천 생태계 보호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CSOs 처리 현황도 >

 시는 이미 설치 진행 중인 3개소(응봉, 휘경, 흑석) 

포함, 오는 2030년까지 총 15만 6천 톤 규모의 

5개 저류조를 추가하여 순차적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3개소(새말, 가양, 양평1)까지 더하면 

총8개의 ‘CSOs 저류조’를 갖추게 된다. 응봉 

CSOs 저류조는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이며, 휘경 CSOs 저류조는 현재 설계 중으로 

2) 초기 우수: 처음에 내리는 빗물

3)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저류조: 강우 초기 발생
하는 고농도  하수를 임시 저장 했다가 비가 그친 후 물재생
센터에 보내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며, 이송된 하수는 물재
생센터에서 깨끗하게 처리되어 방류한다.

올해 완료하여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흑석 CSOs 저류조는 혁신거점도시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중이며 2022년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

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는 뚝섬, 대치 저류조 2개소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22년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처 

2030년까지 CSOs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뚝섬, 대치 CSOs 저류조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유수지 저류용량에 10만 3천 톤이 추가 확보되어 

중랑천, 탄천에 인접한 주택지의 침수피해를 막는 

재해방지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된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4)’ 목표수질(BOD 4.1→3.8㎎/L)을 

달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02)2133-3771〕

국내 최초로 ‘지하철형 공유오피스’ 

생긴다
 서울 지하철 역사의 유휴상가 공간에 공유오피스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4월 경 공유오피스 

사업 공모를 통해 공유오피스 업체를 선정하여 

5월 초 계약을 체결했다. 조성공사 등 사업 준비를 

거쳐 7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공유오피스가 들어설 역사는 총 4곳으로, 영등포

구청역(2·5호선 환승역), 공덕역(5·6·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환승역), 왕십리역(2·5·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환승역), 

마들역(7호선)이다.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한 곳이며, 특히 공덕역과 왕십리역은 4개 

노선이 환승하는 도심 교통의 요지다.

4) 수질오염총량제: 환경부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해 
지자체가 달성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한도를 
넘을 경우 지역개발 사업을 제한한다. 2013년부터 시행 중
이며 서울시는 한강수계(서울·경기·인천)에 속해있다. 올해 
행주대교 지점 목표수질은 BOD 4.1㎎/L(2020년 목표)에서 
BOD 3.8㎎/L(2030년 목표)로 법적 기준이 강화됐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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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이 사무실 

개설 시의 초기 비용부담(보증금,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 편의성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공유오피스들이 역세권에 위치하는 이유다. 이번에 

개설되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는 역세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이동편의와 초접근성을 지닌다. 

수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지하철 공간의 특성 상 

이용자들이 부수적으로 광고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 (02)6311-9297〕

서울식물원, ‘제2회 식재설계공모전’ 

정원 개방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온실 휴관으로 대면 

행사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었던 시기, 다양한 

식물 수종과 실험적인 식재모델을 선보였던 서울

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이 두 번째 정원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5.5(수)부터 '제2회 서울식물원 식재

설계 공모전' 정원을 개방했다. 열린숲 일대 

1,500㎡ 구간에 5개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매월 

진행되는 현장 심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1월 

최종 시상한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경계 그리고 공생: 빛이 

많은 그늘 정원'으로 느티나무, 느릅나무 등 정원이 

조성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교목과 공생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고,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에는 조경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시민 등 총 37개 팀이 지원,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작품정원이 변화하고 무르

익는 과정을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방식을 다원화

하여 식재설계·조경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평가 

방식을 도입, 두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올해 조성지의 성격에 

알맞게 '빛과 그늘', '도시와 숲', '탄생과 소멸'

이라는 주제에 주안점을 두고 표현한 작품 위주로 

선정됐다. 

 국립수목원 연구원 3인이 참여한 ▴그레이 포 

그린(Grey for Green, 이두리 외 2)은 단조로운 공원 

환경 속 다양한 식재여건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소재를 활용했다. 판석을 세워 사이에 암석식물을 

심고 주변에 촛대승마, 윤판나물아재비, 바위떡풀 

등 다채로운 초본을 적용하여 한국형 숲정원을 

만들어 냈다.

 음지식물 사이로 작게 빛이 들면 약속한 듯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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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양지식물이 삐죽 솟아 나오는 숲의 질서를 

표현한 ▴룰 인 더 셰이드(Rule in the shade, 김규성 

외 1) 정원에서는 개고사리, 가는잎그늘사초, 매화

헐떡이풀 등 큰나무 그늘 아래 자라는 다양한 

음지식물을 만날 수 있다.

 ▴37.5N126.8E(최지은 외 1)에서는 겨우내 말라 

부스러진 나무 위로 생명이 피어나는 탄생과 소멸의 

경계를 표현했다. 특히 눈개승마, 매발톱, 층꽃 

등 밀원식물과 무늬산수국, 개쉬땅나무 등 관목의 

조화로운 배치를 눈여겨 볼만하다.

 아무리 반듯이 잘라내도 씨앗이 날아오고 뿌리가 

넘어와 금세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뜻의 ▴블러밍

(Blur-ming, 홍진아)은 5곳 중 빛이 가장 많이 드는 

정원이다. 가을까지도 꽃을 볼 수 있는 큰꿩의비름, 

살비아 등 양지식물 사이 솔정향풀, 벨가못, 부처꽃 

등 반음지 식물과 좀새풀, 실새풀, 파니쿰 등 그라스를 

심어 풍성하게 연출했다.

 서울숲 자원봉사와 다년간 도시정원사 경험을 

쌓아온 3인의 ▴나뭇잎 사이로 반짝(나정미 외 2)은 

좁게 드는 햇살에도 본연의 색감을 드러내는 초본류를 

집중 식재했다. 개미취 ‘진다이’, 헬리옵시스 등 

계절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고 지는 초화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르익는 정원을 만날 수 있다.

 공모전 최종 시상은 11월 예정으로 대상 1인(팀)

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상금 5백만 원이 주어지며, 

금·은·동상 등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02)2104-9782〕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서울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

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

여의지하도로를 개통(2021.4.16. 0시)했다.

 본 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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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울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하고, 진입차

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

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

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

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하였

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2〕

서울시, 하천 고립사고 예방…27개 

하천 예·경보시설에 스마트기술 접목

 인적이 드문 시간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 둔치가 

침수되는 수위 이상으로 하선 수위가 상승하면, 

서울 시내 27개  ‘하천 예·경보시설'에서 경보음과 

안내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변 고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예·경보시설’과 ‘진출입차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천수위를 예측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들이 산책로에 배치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목표다.

 우선 ‘최첨단 예·경보시설’을 통하여 하천고립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하천 산책로의 침수를 미리 예측

하고 실시간으로 수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하천 수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스마트폰

으로 수위정보가 전달되고 동시에 하천산책로에 

실시간으로 경보와 음성 안내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는 기존 진·출입로 989곳에 설치·운영 

중인 ‘하천출입차단시설’을 오는 7월까지 묵동천, 

우이천, 탄천 등 7개 하천 83곳에 추가 설치하여 

하천 내 고립사고를 원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도림천 등에 자동경보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고립사고가 빈번하였던 도림천에 로그

라이트 4개소를 시범 설치하는 등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방 기간 동안 서울시는 예방시설을 이용한 

안전관리와 함께 위험 사각지대 구간에 대한 민관 

합동 ‘하천 순찰단’도 운영하여 현장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총 508명 규모로 27개 하천 내 취약

구간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우 예보 시 하천주변 300m 

이내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하여 하천 내 탈출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70〕

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 중 조선 육조

거리 흔적 대거 발굴…첫 시민공개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진행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흔적이 대거 발굴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삼군부5)와 사헌부6) 등 조선시대 주요 관청의 

위치와 건물기초를 실제 유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5) 군사업무 총괄

6) 관리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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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 매장문화조사 현황도 >

 앞서 2013년부터 7년여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

시대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 터를 확인한 데 이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고 고층건물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옛 육조거리7)의 흔적을 추가로 

찾아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진행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구를 시민들

에게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영상)과 오프라인(현장공개) 방식을 

병행한다. 시는 현장공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광화문광장 유구 보존 방향에 반영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상지 약 10,100㎡에 대한 총 9단계에 

걸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마지막 

9단계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최종 완료된다. 

 전체 조사대상지 10,100㎡ 중 약 40%에서 조선

7) 육조거리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 있던 조선
시대 서울의 핵심가로다.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 
의정부를 비롯해 삼군부(군사업무 총괄), 육조를 위시한 조선의 
주요 중앙관청이 집적해 있었다.

시대 유구가 나왔다. 15∼19세기 조선시대의 관청 

터를 비롯해 민가 터와 담장, 우물 터, 수로, 문

지8)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정부청사 앞에서는 조선시대 군사업무를 총괄

했던 ‘삼군부’의 외행랑 기초가 발굴됐다. 육조거리를 

사이에 두고 의정부와 마주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됐던 ‘삼군부’의 위치가 실제 유구로 확인된 것

이다. 또, 19세기로 추정되는 배수로와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건물지 일부도 함께 확인됐다. 

 세종로 공원 앞에서는 조선시대 관리 감찰기구였던 

‘사헌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지, 행랑, 담장, 우물이 

발굴됐다. 16세기 육조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도 확인됐다.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는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우물, 배수로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발굴됐다. 이밖에도 도자기 조각(자기편), 기와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 

 광화문광장 발굴 유구 현장공개(오프라인)는 9일 간, 

하루 2회씩(5.21∼5.29, 총18회) 소규모로 열린다. 

광화문광장 누리집(https://gwanghwamun.seoul.go.kr) 

사전신청을 통해 회당 12명(총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신청 순서대로 관람이 이뤄졌다.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70∼90분 동안 진행

되고, 가족단위 참가자가 많은 주말에는 고고학 

체험(모형유물 접합·복원)도 할 수 있다. 

 영상(온라인)은 5월 말 서울시 등 영상매체를 통해 

공개되었다.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과정과 문헌을 

통해 보는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기록과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육조거리의 모습, 전문가 해설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서울시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법적절차인 문화재 심의를 통해 보호·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34〕

8) 門址, 문이 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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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봉동 일대 ‘新사업모델 

스마트물순환도시’ 입힌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중랑역과 상봉역 사이에 

도시와 최첨단 물순환 시설, 자연이 결합한 시민

체감형 물순환 거리가 조성된다.

 서울시가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중랑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 공모전에는 총 5개 

자치구가 응모하였으며, 현장평가 및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은 빗물, 유출지하수, 

중수 등 풍부한 물 자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유출지하수 

등 수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까지 창출해

내는 미래형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상봉동 망우로 지하에는 

한전 전력구에서 매일 1,300톤의 유출지하수가 

하수관을 통해 버려지고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연간 2억 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게 되므로 처리비용 연간 5억 원, 총 7억 원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 공급기를 설치하여 청소, 조경용수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용 물차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출지하수를 도로에 살수하도록 망우로 

중앙에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청소와 

비점오염원을 제거하고, 보도 곳곳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시원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망우로에 강우가 내려 도로유출수가 발생하면 

빗물받이를 통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 식물

재배화분으로 유입되는 물순환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침투 트렌치9)’를 통해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빗물침투량, 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효과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를 수위계, 유량계, 온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광판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키오스크)에 

표출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걸쳐 있어, 향후 대규모 건축물 건립 시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면 ‘상봉동 스마트물순환도시’와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02)2133-3772〕

도시는 왜 생겨났나?…서울연구원 

「도시의 자격」 출간

 서울연구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학’ 시리즈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책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를 조망한 

「도시의 자격」을 출간하였다.

 「도시의 자격」은 ‘제대로 찬찬히 도시를 배워야 

할 이유(머리말)’와 ‘도시를 바라보는 세 가지 패러

다임(프롤로그)’으로 시작한다. 이어 본문은 ‘도시의 

역사’, ‘도시계획의 역사’, 총 2부로 구성되며 ‘도시

계획,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다(맺음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필

로그)’와 함께 부록으로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연혁’을 

싣고 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도시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9) 침투 트렌치는 하수도관으로 빗물을 흘려보내는 집수구 하부를 
큰 자갈 따위로 채워 투수성을 높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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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민의식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스스로 공동체 삶을 

꾸려 나갈 의지와 자립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도시가 

되는 자격이라고 강조하였다.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도시계획의 이론을 

다룰 「도시의 비움」은 6월 중 출간 예정이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02)2149-1023〕

서울시, ‘남산 소나무’ 명품으로 보전·

관리하고 후계목 양성
 서울시는 최근 남산 소나무림 조성 및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남산 소나무에 대한 기존의 정책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남산 

소나무를 명품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산 소나무는 수피가 붉으며 수형이 약간 굽고 

수려하여 남산 소나무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종이라고 해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1411년(태종) 장정 3000여 명을 

동원하여 남산에 소나무를 식재(태종실록)하였으며, 

이후 국가적인 보호정책으로 소나무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해방 혼란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소나무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전후로 남산 일부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며 복원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전국의 좋은 소나무를 가져와 심었다. 2007년 

남사면 소나무림은 생물다양성 및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소나무는 자연의 역경 속에서도 늘 푸른 모습을 

간직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문화에서 절개와 지조, 

변치 않는 마음과 불멸성을 상징하고, 특히 남산의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등장하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민 정서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소나무 

18,000여 주를 식재하였으며,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가져온 소나무를 식재

하여 팔도소나무단지를 조성하였다. 2009년에는 

속리산 정이품송 ‘맏이’ 소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남산 산림경관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나무 

식재, 시비작업으로 토양개선,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 

방제, 아까시나무 등 지장목 제거로 소나무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2004년 ‘남산 고유 소나무림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남산 소나무 중 우량 수형목을 선정하고, 

그 종자를 채취하여 후계목 생산을 하였다. 올 

가을, 남산 소나무 후계목 양성을 위해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할 계획이다. 2004년에 종자를 채취

하여 파종한 후, 15년 이상 지난 현재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연평양묘장에 30여 주의 남산소나무 

후계목이 남아 있다. 남산 소나무 식재물량이 지속적

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남산 소나무 종자를 채취

하여 연평양묘장에 식재하고, 성목이 된 후 남산

으로 재이식하여 남산 소나무의 유전적 형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남산 소나무의 유래와 관리, 

생태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남산 소나무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02)3783-5944〕

서울시-중앙대-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 

안전기술 협력 위한 MOU 체결
 서울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

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안전기술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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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요인 

인지 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근로자 위험 예방 

및 평가기술 개발, ‣기술개발 관련 현장 및 정보 

수집·제공,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기술자문·포럼·

세미나 개최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물 건설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산학협동으로 기술 개발 및 

건설현장 도입에 나선다. 

 연구 및 개발 중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우선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근로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는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요인 인지 

기술, 현장 맞춤형 근로자 위험 예방 및 평가기술 

및 가속도센서, 압력센서, 환경센서(유해가스) 등 

센서기반 위험예측, 영상기반 객체인식, 위치판별, 

수직․수평 접근 위험판별 등의 안전기술이 적용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02)3708-2569〕

서울시,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서부도시철도㈜ 지정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서부

도시철도주식회사(대표자 : 두산건설)를 지정했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총 연장 16.2㎞에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제안서 평가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계획, 건축, 

수요, 회계, 운영 등 16개 분야에 대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5번째 경전철 사업이다. 

 서울 서북∼서남권을 직결하는 도시교통 간선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행시간 감소와 

도로교통 혼잡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3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에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추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조기 전환 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 확대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

  1)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사항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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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경관 획일화 방지, 다기능 주택 

활성화,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사회,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건축제도를 개정하고 기숙사,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등 건축물 용도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축

면적을 일부 완화적용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장과 도로 등 건축선·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한시적으로 다시 완화하며, 

위반건축물 관련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 

적발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하도록 규정

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주택 인동간격·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제3항제2호나목)

  1)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높은 건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하도록 개선

나.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안 별표1 제2호라목)

  1)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종사자들에 대한 

원활한 기숙사 공급을 위해 기숙사 운영 

주체를 일반 법인에게 확대

다. 다기능 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1 제2호)

  1) 다기능 주택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1층 필로티 

구조에 입지하는 경우 주택 층수 산정에서 

제외

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등 근거조항 마련

    (안 별표1 제2호)

  1)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을 의무화

마. 위반건축물 세움터 등록 의무화(안 제115조제5항)

  1)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 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이를 입력하도록 규정

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선(안 제15조제7항)

  1)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나무병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

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나무병원의 

명칭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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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나무병원이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내용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등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실시

계획 고시 서류에 대한 공람기간을 명확화 하는 

한편, 개발계획 수립 시 등에 적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1)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

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

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그 밖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실시계획 고시 서류 공람기간 명시

    (안 제40조제3항)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을 14일 이상

으로 함

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명확화

    (안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1) 다양한 토지 소유자 구성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여 임의적 

필지나누기를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

(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병해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 분석과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과수화상병과 같이 특정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농진청 단일기관의 

확진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인력을 갖춘 진단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가 지켜야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마련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제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

집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지역중심의 현장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

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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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1)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기관별로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음

  2) 각 기관별(농진청·산림청·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발생 현황, 

발병 예측, 유입 시 위해성, 중점관리 대상 

등의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국가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예측 및 발생 현황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초동 대응시스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도별 거점대학, 농업기술원을 정밀진단기관

으로 지정하는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1)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력·장비·시설 등이 갖춰진 각 도별 거점대학

이나 농업기술원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신속한 

방제체계 구축코자 함

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안 제32조의2)

  1)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일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기발견을 

위한 상시 예찰체계가 없어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음

  2) 상시 예찰을 위한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

조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3)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 민간전문가(예찰방제단)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상시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체계를 강화가 

기대됨

라. 농가단위 예방 기본수칙 이행 의무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1) 과수화상병의 경우 눈에 띄는 병든 가지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잠복 부위까지 완벽하게 

제거 월동처(궤양) 제거 및 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단위 예방활동이 중요하나 기본적인 

예방실천이 미흡

  2) 농가가 지켜야할 연간 교육이수, 소독요령 

등 자율 예방·방제 기본수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방제 

실천을 의무화하고, 방제노력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 감액기준과 연계하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해충 대응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 시 행정대집행 명확화 
(안 제36조)

  1)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방제명령 미이행된 식물로부터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병해충 

조사, 소독·폐기 등 방제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함

  2) 현장 책임 식물방제관이 발생지역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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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 신속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손실보상금에 관한 감액 사항 추가(안 제38조)

  1) 미신고뿐만 아니라 농가단위 기본 예방적 

노력이 미흡할 경우 손실보상금 경감되도록 

근거 마련

  2) 방제노력에 상응한 손실보상금 연계로 초동

대응 강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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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

    (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제15조의2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에만 제출하도록 하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660제곱미터 이상 산지로 확대하고, 태양

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에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에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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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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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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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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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함

나. 산림복지전문업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영업

행위를 제한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함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 6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1)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1)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5553〕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0.6.9)·시행

(2021.6.10.)에 맞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하고자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범위) 재난안전의무보험 

근거 법률 46종 열거

*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개별 보험의 특수성 고

려하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

나. (법령 제·개정시 행안부 사전협의) 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

준 충족 여부 등을 행안부에 사전 확인

다. (관계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 따른 보상한도, 

가입 독려·제재 등 기준 마련 시에 검토하여

야 할 사항 규정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8〕



- 22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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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5.13.(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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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건설 컨소시엄 적격 89

■ 제67차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케이블 MF(magnetic flux) 조사결과는 유사한 

조건에서의 Case study를 통해 정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금회 및 기존 결과는 
추후 점검 및 진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수록
할 것

○ 유지관리 방안
  - 신축이음은 교량 설치환경, 신축이음 본체의 

거동 형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단차 발생원인 
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 고려사항 등을 제시
할 것

  - 케이블의 국부적인 변형 발생은 금회 추가

조사에 의해서도 계속 확대되므로 추후 반복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등 

정확한 원인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결과에서 사장교 구간 

결과만 제시하고 있는데, 접속교 램프구간의 

안전성 검토를 미포함한 사유를 제시하고 

전차 진단 시 사장교 이외 구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수록할 것

■ 제68차 원효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보수·보강방안

  - 본교 외부 텐돈(tendon) 누수부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며, 중점유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유지관리방안

  - 교량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명확한 진단결과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처짐 관리 외에도 교량 형식상 균열발생 취약부에 

대한 균열발생 감지에 주의를 요하기 바람

  - 필요 시 장기 거동 분석을 위한 계측장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강변북로 통과구간 중 박락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필요 시 추락 

방지 시설물 설치 검토 필요

■ 제75차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설계심의

○ 공원 리모델링 계획(안)의 도출과정 및 향후 

기대효과(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표 등 

공원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보고서 보완 필요

○ 실외탁구대 등 공원 내 운동시설은 햇빛에 

따른 설치방향, 휀스 높이 조정, 이용자 간 

상충방지 등 세심한 검토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23 -

○ 커뮤니티 센터는 다양한 환기방식 검토를 통해 
원활환 환기 및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 바닥 수경시설의 접지 시설 반영을 통해 안전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76차 봉화산근린공원 자락길 조성사업 
설계심의

○ 이용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주요 시점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데크참 디자인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

  - 규정을 준수하되 천편일률적인 계획보다는 
다양성을 보완하기 바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더 견고하게 난간 
체결방법을 검토할 것

  - 하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에 볼트 체결을 추가
하는 등 시공방법 보완 필요

○ 기존 등산로와 노선 및 방향이 유사한 데크
로드 신설 구간에 대하여는 통·폐합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중용수 위주의 다양한 
산림 수종으로 식재계획을 보완할 것

■ 제77차 서강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 조사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결과에 대해 표준

편차 및 변동계수를 산정한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강도시험결과에 적용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작성할 것

○ 보수보강 방안
  - 램프 캔틸레버 단부 손상부위 보강 시 보강

철근 및 STUD를 바닥판 상부 철근과도 연결
하여 보강하도록 검토 바람

  - PSC박스 중분대 보수보강의 단면복구(안)은 
중분대 설치 구조 방식의 변화가 아닌 단기 
대책으로 반복적인 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타설 방식 중분대 설치(안)을 1안으로 
기술하여 차기 진단 및 예산 반영 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바람
  - 내진성능 보강비용도 총 보수보강 비용에 

포함하고 간접비 산정 및 부대공사비(비계, 

장비비 등) 반영 필요

■ 제79차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설계
심의

○ 데크로드 하부 기초 부분의 토사유실 및 침식 
우려 지역의 경우 식재계획을 반영할 것

  - 산림지역임을 감안하여 야생화 선정 시 싸리, 
비수리, 벌개미취, 안고초 등의 초종으로 검토
할 것

○ 설계보고서에 사업대상지에 적합한 강북구 인구
통계 관련 자료를 보완할 것

○ 지그재그 램프구간, 휴게쉼터 위치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체 노선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지그재그 회전구간의 경우 휠체어 회전 및 
교차이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만이라도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검토

○ 현장 여건상 제작·운반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기초콘크리트 시공 관련 사항을 시방서 및 
도면(Note)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사업구간 내 관리주체가 다른 안내판이 난립
되어 있으므로 ‘도시공원 안내체계’에 맞추어 
통합·정비할 것

■ 제80차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용역발주심의

○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과업 범위 상세화 
및 명확화 필요

○ 3D 모델 작성 등은 BIM 연계, 계측데이터·
이미지데이터·이력데이터 등과의 가시화 및 
연계기술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

○ 용역 수행 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차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와 데이터 
비교·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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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차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사방교 하류측 3-3련 암거 거더 파손부는 전차 
진단 및 점검 자료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원인
분석 및 보수방안 등을 제시하고, 사방교 관리
주체인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보수 등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진단결과를 공유할 것

○ 라멘복개구간 옹벽 위에 Box 상부슬래브 캔틸
레버가 거치되어 있으므로 옹벽상단과 슬래브 
접합부의 접속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 1구간 1∼2련 암거의 외관조사 결과 금회 
신규 손상이 다수(전체손상의 85.6%) 발생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제시할 것

○ 대상시설물의 도면복원 이력(도면복원 사유 포함) 
및 실측조사 자료와의 일치 여부, 도면복원 
작업에 따른 평가결과 변동 여부 등을 정리
하여 제시할 것

■ 제86차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설계심의

○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1차 공사부분(중앙

버스전용차로)과 2차 공사부분(가변버스전용차로) 
접합부의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할 것

○ 2차 공사부분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이 가능
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보도블록 자재 선정 시 투수지속성 1등급 이상을 
적용할 것

2021년 5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8차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3건을 제안하여 71건 채택 

(채택률 7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32,471백만 원에서 2,063백만 원 

절감(절감률 0.9%)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9% 33.6% 35.5%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안전을 위해 1층 아레나 주출입구 수 확대 

(증액 61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CIP벽체의 근입장 안전율에 여유가 있으

므로 근입장 축소 (감액 147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소방 제연덕트와 공조덕트 사용 병행
      (감액 187백만 원)

■ 제11차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2건을 제안하여 98건 채택 

(채택률 96.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4,404백만 원에서 79백만 원 절감

(절감률 0.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2% 12.3% 14.5%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건물내부에 계획 중인 ESS설비를 건물 

외부로 설치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감액 150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수장고 내부 CCTV 추가 설치
      (증액 37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지붕관리 시(거터청소 등) 점검자 안전고리 

연결장치 마련
     ⇒ 지붕층 청소 시 추락방지
       (증액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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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면 또는 습윤면 피막재와 수동 또는 자동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벨록스 

유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 (제909호)
(보호기간 :  2020. 11. 30. ∼ 2028. 11. 2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시공환경에 따라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조면 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믹 결합

수지 구성의 습윤면 전용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 중공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공정순서 적용자재 및 구성도 

① 바탕면처리 

② 벨록스 피막재 시공

③ 벨록스 유 코트 시공

④ 벨록스 박막재 시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

1 ○○지역 본청 옥상방수공사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012.7.5.∼2012.8.25. 1,761

2 ○○지역 독신숙소 옥상방수공사 육군 제3697부대 2012.8.10.∼2012.9.5. 515

3 수원 MINI 차량전시장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BMW코리아 2015.8.1.∼2015.8.30. 743

4 국제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중 
폴리우레아공사 국제고등학교 2016.5.2.∼2016.5.27. 986

5 경찰병원 수련의 숙소 등 시설개선공사 경찰병원 2016.12.1.∼2016.12.22. 509

6 센트럴스퀘어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 제이엔씨개발㈜ 2016.5.23.∼2016.6.30. 2,574

7 서울시예방의약품 비축소 보수보강공사 
중 지붕방수공사 서울시청 2017.3.7.∼2017.3.31. 730

8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한국체육대학교 2018.1.25.∼2018.2.24. 2,400

》  건설신기술소개 



- 26 -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의 초속경화형 도막방수공법은 재료 및 장비 개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속적개선이 이루어

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 신기술은 현장조건 대응, 피막재의 개발, 기능성 초속경화 도막

방수 적용으로 인하여 우수성을 확인하였기에 시장의 적용성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

9 선덕중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선덕중학교 2018.4.2.∼2018.4.25. 746

10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2018.6.18.∼2018.7.15. 1,514

11 군산사무소 옥상방수공사 호남지방통계청 2017.10.23.∼2017.11.3. 300

12 전주사무소 옥상 부분 방수공사 호남지방통계청 2017.5.8.∼2017.5.25. 280

13 금파공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금파공업고등학교 2016.12.27.∼2017.1.23. 1,734

14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별관 옥상방수공사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2016.5.16.∼2016.8.13. 795

15 진안동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중 
방수공사 화성시청 2019.5.1.∼2019.5.30.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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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신기술인 벨록스 유 코트 공법(Velox U Coat System)은 시공환경에 대응하여 피막재를 도포하고 

기능성 초속경화 도막방수재인 벨록스 유 코트를 분사하여 수평, 수직의 일체성을 구성하는 도막

방수공법이기에 학교공사, 공공건축물, 민간현장 등에서 적용이 확대될 것이며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선택형 재료와 장비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공성을 향상하였기에 방수기술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초속경화 도막방수재의 기능성 개량, 분사 시의 장비 개발, 바탕처리 전용 선택적 피막재 도포를 

기반으로 개발된 벨록스 유 코트 공법은 기존 초속경화 방수의 한계성을 극복한 기술로, 기존 

기술들과의 비교에서 우수성을 확보하였기에 해외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건식수동기준)

순번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① 바탕면처리
1 방수공 인 0.036
2 보통인부 인 0.015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인력품의 6% 식 0.06

② 벨록스 피막재 시공

1 벨록스 피막재(건식) Velox P-D ㎏ 0.25
2 방수공 인 0.009
3 보통인부 인 0.006
4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3

③ 벨록스 유코트 시공

1 벨록스 유 코트 Velox U coat ㎏ 2.1
2 방수공 인 0.035
3 보통인부 인 0.03
4 특별인부 인 0.02
5 Velox U H-1000 hr 0.005
6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3

④ 벨록스 박막재 시공

1 벨록스 박막재 Velox Top 18㎏ ㎏ 0.2
2 벨록스 희석재 Velox S 15㎏ ㎏ 0.05
3 방수공 인 0.008
4 보통인부 인 0.006
5 공구손료 인력품의 3% 식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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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총원가비교)

     독립적 벨록스 피막재, 벨록스 유코트의 재료 개발과 개량 장비 적용으로 기존기술의 전체적 

총 평균원가 대비 신청기술 적용 총 평균원가를 비교한 결과 15%이상의 우위 효과를 실현하여 

신기술의 경제적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3) 공사기간 

     개량 피막재와 전용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벨록스 유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은 장마 

및 우기 등의 시공환경에 대응이 가능하기에 기존기술에 비교하였을 때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일반적 프라이머와 폴리우레아로 시공되는 기존기술의 단점 및 하자발생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이오폴리올 혼합 및 세라믹 결합 수지의 피막재를 외주 생산하여 시공환경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도막재의 기능성을 개선함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기에 하자발생이 

저감되며 유지관리시의 보수와 점검의 소요가 기존기술에 비교하였을 때 감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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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벨록스 피막재와 벨록스 유 코트로 인하여 시공성 향상과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방수산업의 미래지향적 기술로 선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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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 단면 보수 공법  

(제910호)
(보호기간 :  2021. 1. 19. ∼ 2029. 1.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황산에 노출된 하수 처리 콘크리트 시설물의 생태학적 보수재 제조 및 이의 시공 

기술로, 박테리아가 자기세포 보호를 위해 형성하는 글라이코 캘릭스 막을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

에서 황산염 환원 세균들의 생장을 억제하고 콘크리트 표면부에서부터 열화인자의 접촉을 차단

하여 구조물의 황산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킨 단면 보수 공법이다.

지정 신기술의 개요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열화 콘크리트 하수 구조물의 단면 보수를 위한 보수재 제조 및 시공기술이다.

➀ 콘크리트 열화단면 제거 ➁ 고압 물 세척 ➂ 녹제거 및 철근 방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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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모르타르 배합 ➄ 모르타르 타설 ➅ 미장작업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순번 공사명 발주처/
신기술 시공사 신기술 공사기간 위치

1 선유서로34길 17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영등포구청/ 
하은건설㈜   2019.10.∼2019.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34길17

2 고지수로 (곰달래5길∼오목로3길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양천구청/
돈지종합건설㈜ 2020.4.∼2020.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 5길 주변

3 옥수역 주변 하수 사각형거 
보수공사(1구간)

성동구청/
신광에코로드이엔씨㈜ 2020.5.∼2020.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38-6

4 금하로 793∼탑골로 11 
사각형거 보수공사

금천구청/
주식회사 건일씨엔에스 2020.7.∼2020.12. 서욱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93

5 광장 1수문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광진구청/
주식회사 극동에버텍 2020.7.∼2020.12.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9-54

 나. 향후 활용전망

   - 하수 구조물 신축 및 보수 공사

   - 공동구, 터널 등 지하수의 유입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이 어려운 지하 구조물로 확대 적용 

가능

   - 해외 판로 확보(개발도상국가 target)를 위한 기술협약체결(TKA-vietnam)과 해외 건설신기술 인증 

획득 및 특허 출원을 통한 시장성 확대

   - 농수로 등의 수처리 구조물로 확대 가능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하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 및 보수 시 박테리아의 슬라임을 활용한 유지관리 프리 개념에서 

국내·외 유사기술 조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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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험 기준 
및 방법 평가항목 기준 기존기술 신기술

신기술-기존기술
/기존기술

(품질향상 비율, %)

콘크리트의 
내화학성 
시험방법

(JSTM C 7401)

내황산성
(황산 5% 수용액)

재령 28일 잔존 
압축강도비
(fck(t)/fck(0))

0.81 0.92 238

재령 28일 잔존질량비
(Mass(t)/Mass(0)) 0.93 0.97 233

내황산성
(황산염 농도 
120 ppm)

재령 91일 잔존 
압축강도비
(fck(t)/fck(0))

0.95 1.00 500

재령 91일 잔존질량비
(Mass(t)/Mass(0)) 0.95 0.99 400

황산이온 
확산계수 및 

환산열화 속도
(자연확산시험)

황산이온확산계수(×10-12 m2/s) - 0.176 300∼900

황산열화속도 (cm/year) - 0.011 300∼900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 바이오기술과 융합한 구조물 유지관리 프리 기술의 국제적 선도

     - 공정단순화 및 시공간소화: 기존기술 대비 노무비 50% 이상 절감

     - 하수 구조물 장수명화: 유지관리 비용 최대 95% 절감 가능

     - 하수 구조물 개·보수 정부 투자 비용 감소: 연간 10%(2,000억 원 이상) 절감

     - 하수 인프라 시설물 정비의 기술이 매우 부족한 개발도상국 진출 시 노후 구조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효율적 대응기술로서 적용.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 독창성:  BT융합 보수재 - 국내·외 유사기술 없음, 국제 기술 선도

        (일본, 중국, 베트남 특허등록 및 출원)

     - 안정성:  황산 열화에 의한 저항성 기존 기술대비 3∼9배 증가

     - 구조품질 향상:  KS F 4042(콘크리트용 보수재료) 품질성능 만족

     - 친환경성:  기존 기술 대비 제품 제작 이산화탄소 배출량 54% 감소

     - 시공성:  기존 기술대비 공정단순화(공사기간 11% 단축-표면 코팅 생략)

     - 경제성:  기존 기술대비 공사비 최대 27%, 유지관리 비용 최대 95% 감소  

     - 해외 수출:  베트남 및 홍콩 등의 기술수출 협의 중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 벽체 시공 두께 10㎜ 기준

     - 신기술의 설계단가: 기존 기술대비 최대 49% 절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신기술 (T=10 mm, 벽체) 55,496 48,510 1,058 105,064

기존기술 (T=10 mm, 벽체) 60,597 143,620 4,259 208,476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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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 기존기술 대비 34% 절감 (1,732㎡ - 공사현장 기준)

기존기술 신기술(허브콘) 신기술의 공사비 증감

재료비 314,041,356 343,003,250 ▲ 9%

노무비 327,633,199 115,316,005 ▼ 64%

경비 27,244,856 19,608,276 ▼ 28%

순공사원가 668,919,411 477,927,531 ▼ 28%

총공사비용 1,075,360,000 701,800,000 ▼ 34%

[단위 : 원]

  (3) 공사기간 

     - 기존기술 대비 11%(1∼3일) 단축 가능.

구분
공정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기존기술 열화단면제거 물세척 방청 단면 보수 표면 코팅

신기술 열화단면제거 물세척 방청 생태 유지관리형 단면 보수 

  (4) 유지관리비

     - 기존 기술대비 우수한 내구수명(최대 9배)확보 - 유지관리 회수 감소

  : 유지관리 비용 지출 최대 95% 절감(10㎜ 두께 시공, 목표 사용수명이 동일함을 가정)

     - 기존기술 9회 시공 비용: 208,476원/1회 × 9회 = 1,876,284원

     - 신기술   1회 시공 비용: 105,064원 (기존기술대비 9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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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제품 제작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존 기술대비 54% 감소

     - 신축 콘크리트 하수구조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선(先)적용이 가능함

     - 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확대 가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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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주거취약지역 개선정책

프랑스
도보를 위주로 한 저층 도시중심지 구축계획

 파리 외곽의 코뮌에서는 1960∼1970년대 지어

진 고층 쇼핑센터를 허물고, 도보를 위주로 하는 

저층 도시중심지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파리 동쪽외곽에 있는 센생드니(Seine-Saint-Denis) 

데파르트망의 보비니(Bobigny)가 대표적인 도시다. 

당초 보비니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고층 

쇼핑센터는 철거되고, 2023년까지 넓은 도로와 

탁 트인 시야를 갖춘 도보형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5만 명의 보비니 주민들에게 근거리 상점, 6개의 

상영실을 갖춘 극장, 나무 밑에 마련된 벤치,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건축 

설계를 맡은 TVK 에이전시(Agence TVK)는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공공간, 길가의 벤치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도심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보비니 

시장실 담당관도 지금까지는 쇼핑의 기능만이 있었을 

뿐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보비니는 2차 세계대전 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파리 외곽도시 중 하나로 1960∼197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였다.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만들고자 했지만 아파트 중심도시는 

반세기 동안 환영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난 20년간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자동차가 

아닌 도보 위주의 도심을 도시의 각 부분과 통하

도록 연계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도심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보비니 쇼핑센터 철거 모습(2020년 11월)

 에브리쿠르쿠론(Evry-Courcouronnes)에서도 보비니와 

같은 차원의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다. 에브리

쿠르쿠론은 에브리(Evry)와 쿠르쿠론(Courcouronnes), 

두 개의 코뮌이 2019년 연합한 도시다. 에브리는 

과거 자동차 생활을 중시하던 경향을 반영하여 

도심의 절반 이상을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형 주거지로 

구성하여 1960년대에 건설한 신도시이다. 에손

(Essone) 데파르트망에 위치한 에브리의 도심에는 

주말에 집중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간이 

없었다. 에브리 시의원에 따르면 쾌적한 지방도시의 

도심에서 시민들이 걷는 속도가 3㎞/h라면, 에브리는 

5∼6㎞/h이다. 즉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빨리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고 서둘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에브리쿠르쿠론도 하나의 고층 건물을 철거하고 

저층형 도심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인,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형 쇼핑센터가 시민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확인

하였기 때문이다. 건축가 자비에 로제랄(Xavier 

Lauzeral)은 도시의 기본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새롭게 조성되는 도심에 대한 활용도 또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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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빈민가 정비사업

 영국의 도시 빈민가 정비사업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지연되긴 했지만 

1960년대 이르러서는 지역 당국에 의한 빈민 주거지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1970년까지 영국 주택의 물리적 조건이 개선되었

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영국 가구의 70%가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이 

정비사업이 도시 빈민의 주거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주택은 

기존 거주민에게 되돌아가도록 계획되었지만 종종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기존 거주민은 저렴한 다른 

주택을 찾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이는 

2000년대 이전까지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의 빈민 주거지

 빈민 주거지 정비사업은 20세기 초 시행된 도시

재개발에 처음 도입되었다. 1930년 의회가 주택법과 

관련하여 빈민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1932년 2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394개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1933년 추정치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경우 약 6만 2천 가구의 주택이 

새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빈민가 철거와 주택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약 15년간은 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1955년에 

정비사업이 재개되어 리버풀에 8만 8천 가구, 맨체

스터에 6만 가구가 넘는 부적격 주택을 해체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빈민 주거지는 잉글랜드 북서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국 내 빈민 

주거지의 약 20%에 달하였다. 맨체스터의 경우 

27%의 주택이 주거에 부적합하다고 조사된 바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비계획이 실시되었다.

 1969년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개선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 기준 약 500만 명이 

부적격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큰 진척은 없었다. 사업은 기존 거주민에게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70년 뉴캐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정비계획 

이후 기존 거주민이 지속해서 거주하는 경우는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민 주거지 정비사업의 최근 사례는 2002년 

노동당 정부의 주택재개발 패스파인더 사업

(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s)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패스파인더 사업은 잉글랜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가나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함으로써 새로운 거주민 유입을 위하여 진행

되었다.

 영국의 빈민 주거지 정비사업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개선과는 별개로 도시 빈민의 주거 형태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빈민가라고 할 수 



- 35 -

있을 만한 빈민 주택이 밀집한 특정 지역은 찾아

보기 어렵더라도 일반 부동산을 변경하여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아파트의 싱글룸10)에 거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노숙자의 

임시 쉼터, 많은 이민자들의 거주지가 이런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들이 몰려 사는 주택의 

경우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공이 파악하고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도시 빈민의 역사는 도시의 형성부터 계속되어 

왔다. 주택의 물리적 개선은 필수적인 부분이겠지만 

이것만으로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와 공공주택 

비율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적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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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은 침대가 들어가는 방 한 칸

미국

도시 재개발 역사와 도시재생사업 전략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6%인 서울에는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고 있고,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무려 50%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 밀집에 따른 인프라와 경제활동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꼬집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하지만 미국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편이다. 

최대 도시 권역인 뉴욕에는 전체 인구의 7% 만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 

또한 56개가 넘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 대부분 

선진국 대도시 이상이다(Choi and Baek 2017). 이는 

미국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정책이 

이룬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도시 

재개발 역사,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최근의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1934년 7월 시애틀 슬럼가11)

11) 자료: Choi and Bae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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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 발전과 

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 발생으로, 20세기 

초 미국의 대도시 인구는 약 100배에 가깝게 

증가되었다. 대도시 내에 주택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존 거주민들은 이주민들에 밀려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지어졌으나, 열악한 상태로 건설 및 공급되면서 

‘슬럼화’ 문제가 대두되었다(<그림 1> 참조).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는 슬럼화로 인한 

도시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빈민가 철거사업(Slum Clearance)과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을 추진하였다. 1937년에는 

빈민가 철거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하였고, 주택전담

기구(Housing Agency)를 출범시켜 연방정부 주도로 

불량주택 철거에 상응할 만한 대규모 저가형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연방주택법(Housing Act)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에 의한 도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연방정부의 큰 재정 부담, 빈민가의 

빠른 확산속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부보증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이 백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임대용 공공주택

에는 남부에서 이주한 흑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계층 간 갈등과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표 1> 미국의 주요 도시재생사업 전략12)

도시재생사업 전략 내용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합작
하여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운영되고 시행되던 서비스 또는 
재원에 대한 위험부담과 보상을 
함께 공유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BID)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와 문화, 커뮤니티의 복원을 
위해 지역커뮤니티의 발의로 설정
되고 운영

12) 자료: Kang and Kim 2015.

 이후 미국의 도시 재개발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는 것이 아닌 기존 커뮤

니티의 역사, 문화 등을 보존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74년 주택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이 제정되었고,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개발 주체들

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정부에 권력을 이양

하여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참여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하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1> 참조).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의 

참여와 기부금으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협의를 통해 버려진 고가철도를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재생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그림 2> 미국 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현황 

(2000∼2013)13)

13) 자료: Richard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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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그 지역의 경제, 교육, 편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권이나 

영세·소상공인의 영업권이 상실되는 등 기존 저소득

층이 점차 그 지역에서 배제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NCRC 연구에 따르면, 

2000∼2013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비율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약 79%를 차지하고, 

특히 뉴욕, LA,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경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Richard et al. 2013; <그림 2> 참조). 게다가, 

이 지역 내의 흑인 및 히스패닉 인구가 크게 감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

케이션 현상이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분화뿐 

아니라 인종과 문화에 따른 차별 문제까지 내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ichard et al. 2013).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에서는 

기존 거주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상가 임대료 등에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민간

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의 도시정책은 지역 커뮤니티와 민간이 참여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도시정책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은 지역사회 상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주도로 

도시정책을 계획 및 추진해 왔고,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와 참여 유도,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사항 수렴,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의사결정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책의 주체인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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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5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계적격 

심의
12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L=1.7㎞, B=12.5m

․ 상부공원 21,700㎡
156,800 적격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80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 국내 최초 스마트 기술 융합의 

성능중심 시설물 관리 체계 도입

-

(1,327)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75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 파리공원 리모델링
8,000

(277)

조건부

채택
조경

76 봉화산근린공원 자락길 조성
․ 무장애 데크로드, 전망대, 

휴게쉼터 조성 등

2,735

(52)

조건부

채택
조경

79 오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 데크로드 및 휴게공간 조성 등
1,249

(39)

조건부

채택
조경

82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840.06㎡

14,033

(549)

원안

채택
건축

86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연장 9.7㎞

․ 중앙정류장 20개소

13,254

(200)

조건부

채택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67 올림픽대교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530)

조건부

채택
토목

68 원효대교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512)

조건부

채택
토목

77 서강대교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

(567)

조건부

채택
토목

81
사당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 B=7∼25.6m, L=3,530m

-

(261)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경제성

검토

8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119,096.71㎡

232,471

(500)
- 건축

11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 지상2층

․ 연면적 9,221.62㎡

34,404

(1,985)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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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5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 5.

건     축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건설기술관리용역 등 7건

12,488 12,332

교 통
GTX연계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건

1,008 997

기 계 설 비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등 
2건

162 153

도 로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용역 등 7건

1,099 1,063

도 시 계 획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10건

4,631 4,628

상 하 수 도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6건

1,263 1,263

전 기 통 신
코레일 태양광 협력사업 기본설계 용역 등 
8건

1,012 882

정 밀 진 단 우이천 데크공사 구조안전 확인용역 1건 20 19

조 경
경의선 숲길(책거리구간)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11 111

지 하 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계측관리용역 
(c-4공구,신림역) 등 2건

225 225

하 천 하천 환경개선 방안수립용역 등 2건 662 662

기 타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외 
4건 GIS DB 구축용역 등 2건

300 300

 계 54건 22,981 22,635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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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eXtended Reality)

 가상의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는 VR, AR, MR 등의 기술이 있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고,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은 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제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MR 
(Mixed Reality, 혼합현실)은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병합하여 물리적 개체와 디지털 개체가 서로 공존
하고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한 기술을 말한다. 
XR의 ‘X’는 VR, AR, MR 등을 포괄하는 동시에, 
아직 정의되지 않거나 변화될 수 있는 기술 환경에 
대한 미지의 ‘X’를 의미한다.
 XR은 게임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장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품의 디자인과 조립공정 등에 시범적
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도 수술·치료의 
지원과 원격 진료, 의료 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다. 
XR은 디지털트윈 분야에서도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 3차원 데이터로 구축된 디지털트윈을 VR 환경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투영해 재난, 화재, 환경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등의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이 디지털트윈 분야의 한 가지 활용예시라고 
할 수 있다.

< 록히드마틴社의 증강현실 활용사례 >

[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74호),  www.krihs.re.kr]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