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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도심지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 다양한 각종 시설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지상의 개발 가능한 공간은 한정적이며 인위적으로 확장할 수 없으므로 

지하공간의 개발이 이러한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명되었다.

 국내 지하공간은 철도터널(국철 및 도시철도), 도로터널, 지하차도, 지하매설물(상수, 하수, 전력구 등) 등 

다양한 시설물에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부산 

센텀시티 지하공간 통합개발 등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개발면적이 여의도의 4배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있으며, 미국 뉴욕시는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그림2] 캐나다 언더그라운드 시티

 그러나, 지하공간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규모 지하굴착공사로 인해 건설현장과 인접한 건물이 기울어

지거나, 지반침하, 호수의 수위 저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공간개발에 따라 지반침하 등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칼  럼

지하공간 개발과 지하안전 관리
    황 제 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에스코컨설턴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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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지반침하 발생사례

  근래에 들어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영향, 하수관로 손상, 다짐불량 등의 여러 원인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반침하사고는 해마다 평균 

56%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 연도별 지반침하사고 발생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9 186 255 279 338 1,127

  주요 지반침하 사례로는 2014년 6월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2018년 8월 금천구 가산동, 2018 9월 

동작구 상도동이 있다.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는 2014년 8월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크기로 발생하였다. 발생원인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쉴드터널 공사 중 충적층(모래, 자갈)이 두껍게 위치한 

구간의 굴착에 따라 지하수 수위 변동으로 발생하였다. 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는 2018년 8월 31일 

새벽 4시경 아파트 노외주차장이 갈라지며 인접한 공사장과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크기로 

발생하였다. 발생원인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하였다. 동작구 상도동 지반침하는 

2018년 9월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사 중 가로 50m, 세로 40m 규모의 흙막이가 무너져 인접한 상도

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이 5∼10도 기울어 졌다. 발생원인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흙막이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례는 지반침하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3749호)」이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그림3]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그림4] 가산동 지반침하 [그림5] 상도동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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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로 10m 이상 굴착공사를 포함한 

사업 또는 도심지 터널 사업에 대해 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

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 해당 사업의 지하굴착에 의한 인접구조물, 도로, 지하시설물의 

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대행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290개이며, 

그 중 서울시 등록기관은 전체의 33%로 가장 많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건수는 전체 1,700여건 중 서울 및 수도권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전체의 

66%로 지하굴착공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및 협의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현황

지역 등록기관수 지역 등록기관수 관리청 협의건수

서울특별시 98 강원도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2
부산광역시 25 충청북도 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3
대구광역시 4 충청남도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9인천광역시 6 전라북도 5

대전광역시 8 전라남도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9

광주광역시 1 경상북도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71

울산광역시 1 경상남도 14

제주특별자치도청 16경기도 76 제주특별자치도 6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순서로 작성한다. 그 중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굴착에 의한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며,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 굴착에 의한 지반의 안전성과 인접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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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내용(지하안전협회) [그림7]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절차(지하안전협회)

  지금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법 시행 초기에 협의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과 검토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수행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건수가 집중될 경우 협의 및 검토 기간이 길어져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는 협의방법이 시스템화 되어 초기에 비해 협의절차가 단순화 

되고 2020년 7월에 배포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에 의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당초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시기에 수행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월 수행하여야 한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는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 

순서로 작성한다. 그 중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과 지반안전성 검토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검토한 

내용과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 실제 계측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고 안전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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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그림8]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수행내용(지하안전협회)

3. 결언

 터널을 비롯한 지하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도시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 증가에 따른 해결책 마련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심도·대규모의 지하공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대심도·대규모의 

지하공간개발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대심도·대규모의 지하공간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매월 시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 지하공간과 관련된 시설물의 현황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3차원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 지반기술자들은 지하공간개발에 있어 굴착, 보강공법 등 관련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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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리봉시장 내 20년 넘게 방치된 

부지 청년주택+주차장 복합개발

 시장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IMF 

위기 등이 발생하며 20년 넘게 방치된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부지(3,708.2㎡)가 복합개발 된다. 

오는 2023년 지하3층∼지상12층 높이의 복합건물

(연면적 17,829.69㎡)이 들어선다. 

 해당 부지는 1997년 시장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IMF 위기와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좌초된 이후 오랫동안 사설 주차장과 고물상 

등으로 사용돼왔다.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당초엔 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오다 서울시와 구로구의 

협력으로 주차장 상부에 청년주택과 생활SOC를 

복합화해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을 동시에 공급

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상3층∼12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총 246호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1층∼지하3층에는 

‘가리봉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공영주차장(186면)이 들어선다. 지상 저층부

에는 시장 고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생활편의시설(생활형 SOC)이 생겨 입주민은 물론 

시장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가 구유지인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

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사업비를 투입해 복합

건물을 신축한다. 설계·시공은 민간 전문업체가 

맡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협소한 여건 등을 고려해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

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

이다. 기존 방식에 비해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되고, 공사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이 덜 발생

하는 친환경 건설기술이다. 

 서울시는 이번 복합건물 건립으로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가리봉시장 고객과 상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여 침체됐던 지역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중·고층 모듈러 건축이 드물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전문적인 제작·시공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2021.4.)를 실시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창의적인 건축계획 ▴중고층 

모듈러 요구성능 구현 ▴재무·사업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제안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지역과 상생, 청년

주거 안정, 안전한 모듈러 주거, 청년 주거단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생활에 편리함을 

더한 똑똑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제안했다. 접근이 

용이한 지상 1∼2층에는 스마트세탁방, 코워킹

스페이스 같이 청년층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중요한 기술제안 사항인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 2개의 전용 제작공장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보유한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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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기술·공법 22건을 적용하기로 한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6월 중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3년 8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02)2133-7070〕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02)3410-7359〕

서울시, 도시데이터(S-DoT) 분석해보니…

도심이 산지보다 불쾌감 먼저·오래 느껴
 서울시가 1년간(2020.4.∼2021.3.) IoT1) 도시데이터 

플랫폼인 S-DoT2)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 도심은 

산지보다 여름철 2.32℃, 겨울철은 2.16℃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철 도심의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주요산지3)와 강변4)에 설치한 

S-DoT과 인근 도심5)에 설치한 S-DoT로부터 

수집된 1년간의 데이터(온도·습도·초미세먼지·불쾌지수·

1) Internet of Things

2) S-DoT(Smart Seoul Data of Things)는 온도, 습도, 조도, 초미세
먼지 등 17종 도시현상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서울시 
자제제작 IoT 복합센서이다. 서울 도심지역 및 산지, 강변 등 
다양한 시민 생활공간에 총 1,100대가 설치되어 보다 촘촘한 
도시현상 확인 및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S-DoT 측정항목(17종) : 초미세먼지·미세먼지, 소음, 조도, 온도, 
습도, 자외선, 진동, 풍향, 풍속, 방문자수, 일산화탄소, 이산
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오존, 흑구온도

3) 주요산지(6개 지점) : 수락산, 시흥계곡, 관악산, 삼청공원, 
남산, 서대문 안산

4) 주요강변(5개 지점) : 여의도, 반포, 이촌, 광나루, 망원 한강공원

5) 주요도심(11개 지점) : 공릉역, 서울대입구역, 아현역, 서울역, 
대방역, 강동역, 독산동, 창신동, 명동, 논현동, 서교동 일대

열지수)를 비교해 도시 안 지역 특성별 시민 생활

환경 차이를 살펴보았다.

 도심의 기온은 4∼8월 평균 산지보다 2.32℃, 

강변보다는 1.08℃ 높고, 11∼3월 평균 산지보다 

2.16℃, 강변보다는 1.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에 설치한 S-DoT와 주변산지 및 강변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도심의 

기온은 평균 1∼3℃ 가량 높아 도심의 기온이 

산지나 강변보다 높은 열섬현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가장 맑고 더운 날 기준(6/22, 8/26)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3∼3.4℃, 최대 7℃ 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1.9℃, 최대 4.3℃ 

가량 높았다.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린 날(6/30, 

8/11)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2∼1.4℃, 

최대 3.6℃ 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0.8℃, 

최대 2.8℃ 가량 높아 맑은 날 대비 기온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겨울 

가장 맑고 추운 날 기준(12/15, 1/8) 도심은 산지에 

비해 평균 1.7℃, 최대 5.3℃ 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6℃, 최대 4.6℃ 가량 높았다. 

눈이 많이 오는 날(12/29, 1/5)은 도심이 산지에 

비해 평균 1.6∼2.3℃, 최대 6.9℃ 가량 높았고, 

강변에 비해서는 평균 1.8∼2.2℃, 최대 4.6℃ 

가량 높았다.

 도심과 산지, 도심과 강변 간에 발생하는 기온차는 

지역, 시간, 날씨, 계절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도심과 산지, 강변간의 습도차가 

커질수록 기온차도 커지는 명확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온과 습도 측정값은 서울

시내 산지 주변에 설치한 S-DoT 측정값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산지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 

대비 도심에 설치된 S-DoT 측정기온이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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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민들이 많이 생활하는 도심지의 생활환경 

기온은 기상관측소 측정 값보다 다소 높고, 습도는 

다소 낮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청과 달리 

S-DoT는 도심에 설치되어 인접 건물, 도로, 에어컨 

등 도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S-DoT은 시민들이 

평소 많이 머무르는 건물, 도로 주변, 정류소, 역사 

주변 등의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산지 

일대, 한강공원 등 야외생활 공간에도 설치되어 

도시 내 다양한 지역 간 생활환경 특성 비교가 

가능하다.

 여름철 도심지는 산지나 강변보다 불쾌감을 일찍 

느끼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강변, 인근도심에 설치한 S-DoT 측정데이터를 

주간단위로 살펴본 결과 도심지의 불쾌지수6)는 

산지보다 2∼3주 먼저, 강변보다는 1∼2주 먼저 

한 단계 높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값을 

보였다. 2020년 가장 더운 날 기준(8/26) 수락산 

일대는 오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불쾌지수 

‘높음’ 단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매우높음’ 

단계가 측정되었으나, 공릉역 부근은 하루 종일 

‘매우높음’ 단계를 보여 여름철 더운 날 도심지역의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열지수7)는 8월이 높았고, 

도심지역이 산지나 강변보다 1.4∼3.1 가량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비가 오는 날 열지수는 

크게 떨어지는 점이 확인되었다.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산지가 도심보다 낮고 그 외 

6) 온도와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표현한 지수로 
온습도 지수라고도 함. 미국의 기후학자 톰(E. C. Thom)이 
1959년 연구 발표한 체감기후를 나타낸 지수

7) 온도와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 한 것.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 중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 미국 기상청(NWS)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시하여 열파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개발한 지수

계절에는 도심과 산지, 강변의 초미세먼지 값은 

대체로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겨울철 산지의 초

미세먼지는 인근 도심보다 11∼3월 평균 11.5 ㎍/㎥ 

가량 낮고 2∼3월의 경우 약 15㎍/㎥ 가량 낮아 

다소 큰 차이를 보였고, 강변과 도심은 대체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였다.

 겨울철 외에는 도심, 강변, 산지 지역 별 초미세

먼지 측정값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특성과는 관계없이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예: 시흥계곡 생태공원 재조성 공사)의 경우 초미세

먼지 측정값이 공사기간 동안(2020년 6∼10월) 인근

지역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온도 1℃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해 도시 곳곳에 설치한 S-DoT 측정 데이터와 

연동해 살펴본 결과, 도심은 여름철에 산지나 강변

보다 더워(평균 1∼3℃ 가량) 냉방비용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겨울철 역시 기온이 높아(평균 1∼2℃ 가량) 

난방비 절감 효과도 예측된다. S-DoT 데이터 

분석결과 도심 지역은 산지나 강변에 비해 여름철 

더 높은 불쾌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도시 내 

강력범죄나 폭력범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름철 도심지 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도심지역은 산지나 강변과 비교하여 열지수가 높고 

열대야가 오래 지속되므로 폭염 발생 시 고령자나 

노약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 8월 스마트 서울맵(https://map.seoul.go.kr)을 

통해, S-DoT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도

시 생활환경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S-DoT를 

선택하면 시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02)213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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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HSBC은행,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가 ｢도시숲 프로젝트｣를 HSBC(홍콩상하이)

은행, (사)생명의숲과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매년 1개소, 총 3개소 이내 대상지를 

선정해 조성한다.

 서울시는 도시숲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HSBC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하고, (사)생명의숲은 사업 실행, 설계, 공사를 

총괄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 증진 ▴시민 참여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사항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첫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훼손된 1천㎡ 규모 녹지공간으로 지역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성을 회복한 숲으로 

바꿀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여 

10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나대지 형태의 국공유지 

▴산림, 하천, 공원 등 훼손된 지역 ▴숲 조성을 

통해 녹화 효과와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서울시, 남산예장공원 정식개장… 

‘남산르네상스’ 12년 만에 완성

 남산 예장자락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명동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관광 

허브로 복원돼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남산예장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장8)했다.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

방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3,036㎡(약 3,950평) 

녹지공원을 조성했다. 서울광장의 약 2배 면적규모다. 

공원 하부(지하)에는 남산 일대를 달리는 친환경 

‘녹색순환버스’가 정차하는 환승센터와 40면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생겼다. 

 온 집안이 전 재산을 들여 독립운동에 나섰던 

우당 이회영과 6형제를 기념하는 공간인 ‘이회영

기념관’도 개관하였다. 이를 기념해 100년 전 우리 

독립군의 봉오동·청산리 대첩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체코군단의 무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특별전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로써 2009년 시작한 ｢남산르네상스 

사업9)｣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남산예장공원’은 크게 ▴‘지상’ 녹지공원과 명동∼

남산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진입광장 ▴이회영기념관, 

친환경 버스환승센터 등 공원 하부 ‘지하’ 시설로 

조성됐다. 

 ‘남산예장공원’ 입구에 조성된 진입광장에는 에스컬

레이터가 설치돼 명동에서 공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공원 조성 전에는 명동에서 남산을 가기 

8) 개장일: 2021.6.9.

9) 남산의 생태환경과 전통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경관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회복’과 ‘소통’
이라는 두 개의 큰 틀 아래 남산의 4개 자락(장충, 예장, 회현, 
한남)과 N서울타워 주변을 재정비해 남산을 시민 일상 속 공간
으로 되돌려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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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하차도 또는 건널목 건너 경사진 길을 올라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상 녹지공원에는 남산의 고유 수종인 소나무 

군락을 비롯해 18종의 교목 1,642주, 사철나무 외 

31종의 관목 62,033주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해 

풍성한 녹지를 회복했다. 다양한 산책코스도 조성

하여 녹음 속에서 휴식할 수 있다. 

 공원 하부 지하공간에 조성된 ‘이회영기념관’에서는 

<난잎으로 칼을 얻다>라는 이름의 상설전시가 

열린다. 후손이 기증한 유물 42점도 전시된다. 

 난을 그려 팔아 독립운동 자금에 보탰던 이회영의 

묵란(墨蘭)과 낙관, 가명으로 보낸 친필 편지봉투, 

신흥무관학교 교관 및 학생들의 사진과 약력 등이 

전시되고, 자필로 쓴 경주이씨 족보도 볼 수 있다.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이 남긴 항일독립운동 기록 

‘서간도시종기(西間島始終記)’ 육필 원고도 전시된다.

 서울시는 개관특별전으로 독립군 연합부대가 거둔 

불멸의 승전인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기념하는 

<체코무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여러 해 

동안의 준비 끝에 체코군단공동체로부터 소총 

등 당시에 사용됐던 무기와 지도, 군복 등 28점을 

무상대여 받아 전시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녹지공원 하부에 올해 3월 조성된 ‘친환경 버스

환승센터’는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에 대비해 명동·

남산 일대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할 관광버스 

주차장(40면)인 동시에, 남산 일대를 달리는 친환경 

‘녹색순환버스’가 정차하는 환승센터다. 내년 하반기

부터 남산 일대에 경유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친환경버스만 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전기충전소 

4기도 설치해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02)2133-864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02)2133-8657〕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동아시아 최초로 C40 승인받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CAP)｣이 도시기후

리더십그룹(C40)의 최종 승인10)을 받았다. 중국, 

일본의 대도시를 포함해 동아시아 도시 최초다.

 C40는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전 세계 대도시들의 

협의체로, 서울, 뉴욕, 런던, 파리, 베이징, 도쿄 

등 97개 회원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행동

계획(CAP)｣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40 회원도시들의 이행계획이다. C40는 2017년 

모든 회원도시에 2015년 ‘파리협정’의 1.5℃ 상승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행동계획(CAP11))｣을 

2021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미국 뉴욕, LA,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이 C40의 승인을 획득했다.(2021.6. 기준) 

 C40의 승인은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시가 

수립한 ｢기후행동계획(CAP)｣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계획

임을 C40가 인증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5대12)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

가스 감축계획의 실효성을 C40가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C40 최종 승인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현 가능한 기후

변화 대응체계로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후위기 

10) 승인일: 2021.6.2.

11) Climate Action Plan

12) 건물, 수송, 상쇄, 에너지,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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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약 1,457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친환경 인프라에 중점 투자한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재활용선별장 건립 예산 

등도 반영해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도 앞당길 계획이다.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02)2133-3539〕

서울시,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한강하저 터널구간 관통
 서울시는 서울 암사동 암사역에서 별내역(경춘선)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 중 

강동구 암사동과 구리시 토평동 구간의 한강하저를 

통과하는 1,280m 터널을 관통한다고 밝혔다.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서울시 구간 도시철도는 

①도시철도 5호선 광나루역∼천호역, ②마포역∼

여의나루역, ③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서울숲역에 

이어 ④도시철도 8호선 연장구간이 네 번째다.

 도시철도 8호선 연장(별내선)구간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을 시작으로 

한강 하부를 통과하여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읍까지 12.906㎞에 구리역(경의중앙선), 별내역

(경춘선) 등 환승정거장 2개소를 포함한 정거장 

6개소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403억 원이다.

 전체 6공구 중 암사동과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1∼2공구

(3.72㎞)는 서울시가 맡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214억 원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6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별내선 한강하저터널은 상·하행 분리터널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쉴드TBM 

터널공법으로 터널 굴착공사가 착수되어 9개월 

만인 지난 2020년 8월 하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이 

관통되었다. 또, 장비해체·이동 및 보수 후 2020년 

12월부터 구리시 토평동에서 상행선(강동구 암사동 

방향) 굴착공사가 시작되어 7개월 만인 2021년 

6월 관통한다. 한강하저 구간은 지리적인 특성상 

지반에 절리, 단층 파쇄대 등으로 터널에 큰 수압이 

작용할 수 있는 어려운 구간이나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없이 당초 계획보다 약 3.5개월 단축

되어 상·하행선이 관통된다.

 쉴드TBM 터널공법13)은 원통형 커터 날을 회전

시켜 암반을 잘게 부숴 수평으로 굴진한 후 공장

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구조물(세그먼트)을 조립하여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직경 7.66m, 길이 

10.7m, 무게 392톤의 초대형 쉴드TBM 장비가 

사용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02)772-7235〕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착공 

…2023년 2월 준공
 서울시는 삶의 전환을 마주하는 50+(50~64세)

세대의 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하고, 여가와 일상,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광진구 신양중학교 인근14)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11,032㎡ 규모로 2017년 4월 설계공모를 

거쳐 2021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총 사업비 

523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2월 완공이 목표다.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심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50+세대의 

일자리 정보제공 및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공간 등이 조성된다. 교육과 

창업지원을 위해 커피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한 카페, 

13) Shield Tunnel Boring Machine

14) 자양동 5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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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교실,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실, 미술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방, 

스포츠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마루

교실, 컴퓨터실, 창업지원공간, 공유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또,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나눔쉼터, 옥상 

텃밭 등이 조성되어 커뮤니티실(3실), 모임방(4실), 

다목적강당 등이 지역주민에게 제공된다.

 서울 동부권 지역사회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

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직업체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창업지원

공간이 운영되며 공유사무실도 제공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총 164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공간도 조성

될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5)

으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공공

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어 공공

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요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절차, 수의계약 대상 임대사업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제18046호, 2021.4.13. 공포, 2021.7.14. 시행

가.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안 제2조의2)

  1) 공공재개발사업은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분의 50을 공공임대주택,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

하여야 함

  2) 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되,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공

임대 공급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모(안 제2조의2)

  1) 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주택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되, 도시·

군기본계획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경우 

고밀 건축이 어렵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1.6배 이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의 선정특례(안 제24조의2)

  1)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 

등이 매수하여 공공성이 높은 주택으로 공급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라. 토지주택공사등의 지위양도 특례(안 제37조)

  1)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임대상가의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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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마.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완화(안 제57조)

  1)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종전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택지면적을 확보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안 제58조)

  1) 안전우려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및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상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

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안 제80조의2)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개요 및 

현황, 공공재개발을 실시하려는 공공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아.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

주택규모 주택 운영(안 제80조의3)

  1)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향한 

것으로 간주하되, 주택공급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인정한 

곳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주택 

중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될 주택은 공공

인수자가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 인수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안 제80조의4, 제80조의5)

  1) 통합심의권자는 공공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공무원, 통합심의권자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심의의 

대상인 심의를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통합심의함

차. 공공재개발사업의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별표3)

  1)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한 곳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 의무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의무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

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 임산가공

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 및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의4,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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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현장의 수요 저조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별표 2, 별표 8, 별표 9)

다.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종목을 정비

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별표 7)

마. 언어순화, 종목명 상이, 오자 발생 등에 따른 

종목 및 과목명칭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16) 및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17)」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및 국민권익

위원회 제도 정비 권고(2021.3.) 사항 등을 반영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안 제43조의4, 

5 신설, 제115조·117조의2 개정)

  1) 건설기술인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사항 

위반을 요구하거나, 사업수행과 관계된 전문가 

시험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부당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2)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하고, 업무처리의 방법, 절차 등 세부운영

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하여 운영하며,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건설기술인의 

부당 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함

16)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17) 2020.9.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3)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 ‘공정건설지원센터’ 및 교육관리기관의 위탁

사무인 교육·훈련대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대행

요건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법제화(안 제101조의7)

  1) 건설현장 안전대책 발표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의 획기적 감축에는 미흡

함에 따라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적정 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66조의2)

  1) 공기의 정의가 없어 일부 현장은 근로자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 법적 의무 도입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적정한 공기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대상을 확대

라. 국가 BIM센터 설치 근거·역할 등 마련    
(안 제27조의2 제1항4호)

  1) 건설산업은 IoT,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혁신 중이며, 특히 건설

정보모델링(BIM)은 기존 건설산업의 난제였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며,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극대화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마. 건설기술용역업 중 건설기술인 요건 명확화 
(안 제44조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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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의 기술인력 요건에 기술인 등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기에 건설기술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별표6)

  1)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가중처분 적용에 혼란이 있으

므로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과징금이 감경 대상일 때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21조제1항 별표11)

  1)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위반을 반복할 

경우, 위반 회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하는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누적차수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오류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115조제2항 제4조, 

제6조∼제119조)

  1)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499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2020.4.29)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여 건축자재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성능 미달 자재 생산·유통 및 부실시공을 근절

하고 또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에 

따라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단기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 구조 및 형태를 유지

하고,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규제 

대상 완화(안 제15조의2)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준주택 및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리모델링에 

한하여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

너비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직통계단 

및 계단실 출입구 등 설계보완을 통한 화재

안전성을 확보토록 함.

나. 건축자재 등의 품질인정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1) 자재의 성능 확인뿐 아니라, 공장의 생산과정

에서부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 현장을 품질인정

기관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품질인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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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와 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공장 

및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진행과 적발된 

업체에 대한 인정 취소 및 벌칙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

(2007년)된 이후 변화된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등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

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

(안 제76조제1항)

  1) 관리지역 지정기준 중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자연생태계 危害 발생지역 구체화, 도시지역 

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함

나. 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

(안 제76조제3항)

  1)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작성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지역 우선 지정요건 신설(안 제76조제4항)

  1) 물순환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탄소저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함

라. 권한 위임사항 개정(안 제81조제2항 및 제3항)

  1)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에 관한 권한

위임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

학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위임함

마.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위임·위탁 정비

(안 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 신설)

  1)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위임업무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단절·훼손 기준 

설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로 

세분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 

위임·위탁함

바. 과태료 가중처분 차수 적용 명확화 및 인용

조문 정비(별표 18)

  1)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18)되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19)된 이후,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 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3.28. 시행

19)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1.22. 공포, 2019.3.28.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3.6. 공포, 2019.3.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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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의2)

  1)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취소 사유 확대

(안 제9조 및 제44조)

  1) 이 법에 따른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

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승강기에 대한 설치신고·설치검사 면제

(안 제27조 및 제28조)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

하는 승강기로서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법 

제18조제1호)받은 경우 승강기 설치신고(법 

제27조) 및 승강기 설치검사(법 제28조)를 

면제함

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도 정비(안 제29조)

  1)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기한을 30일로 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교육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교육 주기(3년)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별조

항에 규정함

마. 승강기 자체점검 제도 정비(안 제31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기의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별조항에 

규정함

  2)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 동안의 자체점검을 면제함

바. 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 일환의 자구 

수정(안 제32조)

  1)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설명함

사. 안전검사의 면제 및 보류 근거 마련(안 제33조)

  1)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 

면제대상에서 검사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면제를 1회에 한정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를 명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기간 동안의 안전

검사를 보류함

아. 승강기 사고 조사 시 CCTV 열람 근거 마련

(안 제48조)

  1) 승강기 사고 조사 시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 확대

(안 제59조)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 

조달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확대함

차. 청문대상 조정(안 제77조)

  1) 제9조 및 제44조 개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처분 당사자의 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대상에서 제외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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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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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6.30.(수) 09:00~16:00

  - 장    소 : 시청사 본관 3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답변서 및 조치계획서 검토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기본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

    ∙ 설계평가 및 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적격 85.28

태영건설 컨소시엄 적격 95.28 1위

■ 제85차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 안양천 제방을 절취하고 구조물 설치하는 구

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검토와 더불어 설계 

및 시공의 안전성 확보가 관건으로 설계결과

에 반영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명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멀티캘린더상의 작업불능일수 산정과 관련 국토부 

훈령기준과 비교하여 작업 제한 조건으로 ‘일

평균풍속’과 ‘일최대풍속’을 적용한 부분이 적절

한지 공종특성별로 데이터와 함께 재확인하고, 

일강수량 10㎜ 이상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이 

어려운 공종을 검토할 것

○ 국토관리청 및 소관구청, 교통처리 관련기관 

등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공사기간 

내 사업지연 발생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철거공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다수 

작업조 투입 등 시공관리가 가능한 공정계획을 

수립할 것

■ 제87차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 용역발주심의

○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 시설물의 중요도(올림픽대로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바람

○ 자동화 계측기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계측 빈도는 

상시 계측으로 수정 필요

○ 과업지시서 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검토관련 

사항,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 제88차 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 용역발주심의

○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 시설물의 중요도(올림픽대로 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바람

○ 자동화 계측기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계측 빈도는 

상시 계측으로 수정 필요

○ 과업지시서 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검토관련 

사항, 제출 서류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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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차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설계심의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제트팬용 케이블은 운전조건(상시운전 또는 비상용 

운전)에 맞는 규격으로 적용하기 바람

○ 제트팬에 대한 취부계산이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 바람

○ 구기동방향 제트팬 203, 204를 종점측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여도 제연 및 가압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공사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트팬 배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 공랭식 발전기는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해 다량의 

공기를 배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유입공기 

및 연소용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기실 

벽면에 급기 루버를 설치하기 바람

○ 관로측 강지보는 터널라이닝에 밀착시켜서 관로 

상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강지보 

아치부의 단면에서 터널라이닝과 볼트로 연결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에 

의거 피난연결통로 차단문 개폐여부에 대한 

원격감시기능 추가 바람

○ 제연설비의 감시제어시스템은 구기, 북악터널 

관리소에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 바람

○ 2020년 12월 제정된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의한 환경계측기(터널 

오염농도 및 풍속 등) 및 환경시설 운영기준(CO, 

가시도, 제어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반영할 것

○ 제연설비 설치를 위한 강지보 설치 및 제트팬 

설치에 대한 시공순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

으로 도면에 표기할 것

■ 제90차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발주심의

○ 과업내용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p40)

  - 현행 법규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30%이상이니 검토 바람

○ 설계공모지침서 3.5 구조검토(p23)

  - 2017년, 2018년 실시한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보고서’를 참조하여 최신구조기준

에 따라 대상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

요구성능 수준을 확보하기 바람

○ 과업내용서 기계설비계획 중 4-6 소방설비

  -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을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에 

반영하기 바람

○ 과업내용서 전기설비계획

  - 태양발전설비 설치 시 구조전문기술자의 태양광

발전용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풍압, 설하중, 

진동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람

■ 제91차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설계심의

○ 피난 시 전층(1∼5층) 아레나 콘코스 및 영화관 

복도폭과 지상2층 아레나 부출입구에서 지상

1층(피난층)까지의 피난을 고려한 하부 외부 

데크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아레나 문화시설의 열원 계획을 지열시스템, 

터보냉동기 및 흡수식 냉·온수 유닛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원화하였는데 냉·온수 공급 온도와 

환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유량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아레나 문화시설 계통에 환기계획은 상층부 

배기용 개구부 면적과 하층부 급기용 개구부 

면적을 산출하여 적정 환기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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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타구간은 pile수평 저항력으로 토압을 받을 

수 있는지와 pile의 수평변위에 따른 Slab 

균열발생은 없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대규모 공연장 건립 및 복합공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용역사 및 시공사

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제92차 목동주경기장 축구인프라 확충 

천연잔디 조성공사 설계심의

○ 잔디의 생육적합성은 물론 초기 조성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종을 

선택하고 선정근거를 보고서에 보완할 것

○ 저수조용 사다리 등 유지관리용 안전시설은 

관련규정에 맞도록 도면에 수치 등 명기할 것

○ 본 공사 시행 전 철거가 이루어지는 공사로 

철거에 따른 안전유의사항 및 폐기물 처리 시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공사시방서를 

보완할 것

■ 제93차 GTX 양재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심의

○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수립 시 환승시설 및 

환승정보시설 설치·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할 것

○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정보통신망, 에너지 공급시설계획을 

함께 포함할 것

○ 향후 유지관리 시 여러 교통체계를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요(대중교통

카드데이터 등)를 분석하여 동선계획 등을 제시

할 것

■ 제94차 중랑구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적용

  - 강우량계, 토양수분계 및 IoT기술 도입 시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이 적용되도록 검토

할 것

○ 계획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규모의 구체화 필요

  - 구조물공과 기계공 등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와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할 것

○ 시설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 과업대상지 미세먼지, 재비산먼지, 보행공간 

열쾌적성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설 설치 

후의 목료치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필요

  - 운영 및 유지관리주체인 시민들의 의견 청취 

후 시설물의 종류,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반영할 것

■ 제95차 신내4컴팩트시티 공공주택 건립사업 

설계심의

○ 비개착시공, 기존 송수관 이설 등 위험성이 

매우 큰 공정이 산재한 공사이므로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의 완성도 점검을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설기술심의를 추가 의뢰할 것

○ 추가 심의 시에는 금회 위원 외에 ‘토목시공’ 

및 ‘토질 및 기초’ 분야 위원을 각각 추가 선임할 

계획이므로 해당 분야의 사전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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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과정 중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발생되는 

설계변경 시에도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구조 설계자의 현장지원 및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간선도로상 시행되는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가설공사 계획 도면을 작성하되, 우리시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시공·관리 개선 방안[기술

심사담당과-16298(2017.9.19.)]」을 반영할 것

  - 설계용역 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제96차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

○ 장래교통여건 분석에 제시된 서비스수준 분석 

및 예상문제점 도출을 위해서는 O/D를 이용

한 거시 분석 외에 미시 교통시뮬레이션

(VISSIM 등) 수행

○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개선 대안별 비용추정 

항목 추가

  - 특히, 시가화된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보상비 

및 산정근거 제시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교통부) 등 관련계획 

추가 반영

○ 교통현황 조사 시 교차로 회전교통량 직접조사 

및 포털사이트 또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한 속도

조사 등 조사방법 구체화 및 내실화

○ 권역간 간선도로 통행 및 연결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장기안으로 도로구조개선을 검토하고 

단기안으로 신호 연동화·최적화 방안 검토 필요

2021년 6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7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13건을 제안하여 99건 채택 

(채택률 87.6%)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867,097백만 원에서 39,922백만 원 

절감(절감률 4.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6% 27.8% 27.8%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MBR시설을 MDF 또는 URC로 변경

     ⇒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가능   

(감액 18,273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E/A 적용구간 최소화

     ⇒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환경피해 

최소화 가능 (감액 5,331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분뇨처리시설 외부차량 진출입 램프 설치

     ⇒ 유지관리차량 진출입 용이

        (증액 29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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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빗물받이를 이용한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 (제911호)

(보호기간 :  2021. 1. 21. ∼ 2029. 1. 2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의 빗물받이는 집수부, 필터부, 저류조로 구성되며, 빗물받이 내부 우수수위에 따라 역류 

유도형 필터통으로 우수를 역류시켜 정화하는 소형 필터부와 월류된 우수를 여과한 이후 하단에 

설치된 저류조로 저장된 빗물을 일시 저류한 후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외부 유입구를 통해 빗물받이 내부로 우수를 모은 뒤 오염물을 필터부 하단의 침전조에 

침전시키며, 빗물받이 내부 우수수위가 증가하면 필터부(4개의 역류관을 포함한 역류유도형 필터통)로 

우수가 역류되어 필터통 안쪽 내부 필터여재(부직포)를 통과하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빗물받이 하단에 설치되는 저류조는 저류조의 바닥과 측면(투수시트→ 쇄석층→ 투수시트 과정)을 통해 

정화된 빗물을 지반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비점오염 저감 및 우수처리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터파기

 - 도면 상 시공위치에 터를 
판다.

② 모래 및 쇄석부설

 - 모래 및 쇄석을 저류조 하부 
및 측면에 부설한다.

③ 저류통 조립 

 - 저류통 조립 후 저면, 
측면, 상단에 투수시트를 
씌운다.

④ 저류통 설치

 - 저면 상단에 저류통을 
설치한다.

⑤ 저류통 주변 쇄석부설

 - 투수시트가 설치된 
저류통 주변에 
쇄석부설을 한다.

⑥ 집수부 설치

 - 필터부 및 빗물받이를 
설치한다 (빗물받이 내부 
누수방지를 위해 방수처리)

⑦ 되메우기 및 완성

 - 설치 작업 완료 후 
되메우기, 마감한다.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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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순번 공사명 발주자 현장 위치
공사
기간

공사
규모

비고

1
안산 노외주차장 내 침투빗물시설 

자재납품
안산시

안산시 선부동
143호 노외주차장

2019.04.∼
2019.04.

1개소
시공
완료

2
봉명동 640-6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라온건설
주식회사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2019.08.∼
2019.08.

1개소
시공
완료

3
양천구 내

침투형 빗물받이 납품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일대

2013.06.∼
2013.06.

60개소
시공
완료

이외 서울시 38개 지역, 920개소 현장 시공완료  

 나. 향후 활용전망

     2020년 국내 비점오염관리 지역이 2,000여 개 추가되는 등 비점오염관리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 기술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친환경 도시조성 및 물순환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빗물관리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법안 

및 녹색도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품질을 높인 신기술의 

향후 활용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존기술 (커넥터 일체형 침투통) 신기술 (침투형 빗물받이)

기술 개요
집수된 빗물을 하수관 혹은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기술
집수된 빗물을 정화한 후 일시 저류하여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기술

동일면적 당 개소수 11개 (2,000m²를 처리 시) 6개 (2,000m²를 처리 시)

비점오염 처리 기능 없음
필터부를 이용한 높은 비점오염원 제거
(SS 96.4%, COD 91.7%, T-P 71.1% 수준) 

우수유출 저감 기능 없음
저류통에 일시저류 시켜 우수유출 저감
(Peak유량 4.8% 저감 및 최대 8㎜/hr 강우 

우선처리 가능)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설치규모와 소요 부지를 최소화하여 시공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하고, 초기

우수의 비점처리효율을 높여 토양 및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 도로 우수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동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개발 고도화에 

따른 설치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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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①비점처리 기술, ②설치규모 축소, ③유지관리 편의성 부분이 월등히 우수함에 따라 

기존 사용해 왔던 비점오염처리시설 및 우수처리시설을 대체 가능하며, 전문인력 및 중장비 없는 

시공으로 가격 경쟁력 또한 충분히 확보 가능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가졌

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결과 공사규모 2,000㎥를 기준, 신기술의 침투형 빗물받이 설치개소는 6개

이며 순공사원가는 9,157,707원이다.20)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커넥터일체형 침투통) 대비 약 11%의 시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단위: 원)

구분 신기술
비교기술1

(커넥터 일체형 침투통)
비교기술2
(식생수로형)

재료비 6,546,702 7,096,771 3,942,323

노무비 1,367,851 1,580,803 2,470,674

경비 1,243,154 1,574,078 21,423,560

순공사원가 9,157,707 10,251,652 27,836,557

합계(총원가+부가세) 11,199,362 12,575,472 36,675,527

신청기술 대비 89.05% 100% 291.64%
※동일면적(2,000m3) 처리기준으로 신기술은 6개소, 비교기술 1(커넥터일체형 침투통)은 11개소, 

비교기술2(식생수로형)는 1개소로 비교함.

  (3) 공사기간 

  

 ※식생수로형의 경우, 신기술과 시공절차가 다소 상이하여 공사기간의 직접비교가 어려움. 식생수로형은 유지관리를 
위한 부체도로 건설, 공사 중 현장여건에 대한 재조사 및 보완설계 과정 등이 포함되어 시공에 장기간이 소요됨

20) 2020년 표준품셈 및 2020.7.1. 발표된 토목·조경사업 환경설비공사 제비율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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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2,000㎥ 면적처리에 필요한 개소수를 2배 가량(비교기술1은 11개, 신기술은 6개) 

줄였으며, 유지관리 항목을 줄여(비교기술 2는 수초제거, 잡석교환 등 필요)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비를 

절감 가능하다. 

(단위 : 원)

원가항목 신기술 비교기술① 대비(%) 비교기술② 대비(%)

구분 (A) (B) (A/B) (B’) (A/B')

취득 원가 11,199,362 12,575,472 89.06 36675,527 30.54

사용 원가 819,522 819,775 99.97 3,875,047 21.15

폐기원가 400,524 462,878 86.53 723,444 55.36

계 12,419,408 13,858,125 89.62 41,274,018 30.09

※비교기술① : 커넥터 일체형 침투통, 비교기술② : 식생수로형/ 제품수명: 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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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 적용 시 오염된 초기빗물을 정화하고, 일시저류 및 지반침투를 통해 오염물질의 유출을 

저감하여 유역 내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의 유출을 감소해 수질환경 보존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홍수 피해 예방, 국내 빗물받이 관리비용 최소화, 빗물받이 관련 민원 최소화,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등 다방면의 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기술 적용에 따라 우수처리 산업,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및 각 업계의 고용창출 등 간접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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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제912호)
(보호기간 :  2021. 3. 25. ∼ 2029. 3. 2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을 굴착 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고 취수관 주변의 이중필터층 두께는 1(외부):2(내부)로 구성하여 각 대수층의 입도

특성에 부합하는 이중필터재를 충전하며, 필터재 밀도증대를 통한 세립 토사 유입 억제 진동다짐기

술과 필터재 세척을 위한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이중필터 구조의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

취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신기술 개념

  (2)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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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나. 향후 활용전망

  (1) 시장성

  (2) 활용가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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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국내외 최초로 충적대수층에 최적화된 이중필터층 형성기술, 필터재 진동다짐기술, 에어

버블써징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우물개량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존 기술인 일반수직정과 방사상집수정 

대비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편의성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 안정성과 취수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내외 

지하수 개발 시장에서의 높은 파급효과와 우위 선점 요건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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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기존공법인 일반 수직정과 동일하며, 별도 기술료를 설계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공사 및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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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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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토모니터링 추진 현황

영국
유럽연합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

 유럽 연합은 유럽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온 결과들은 지구와 

기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왔다. 국토 이용에 

대한 표현과 분석은 1970년대 초부터 지리정보

기술 응용의 주요 분야였다. 영국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토지 이용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자는 관찰 가능한 사실과 정책 규칙에 근거

하여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토지 모니터링 정보는 

이 과정에서 정책 규칙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정책이 개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토지정보의 구축은 영국 내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위성을 활용한 광범위한 토지 모니터링은 유럽을 

총괄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인프라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들은 지구와 

기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 유럽연합 

탈퇴 이전까지 영국의 우주 부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 개발과 전달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유럽연합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코페

르니쿠스(Copernicus)는 지구 대기, 육지 및 바다의 

다양한 특징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수많은 위성 

및 지상 기반 센서로 구성된다. 이 지리적 정보

에는 토지 이용, 토지 특성 및 변화, 식생 상태 

및 지표면 에너지 변수가 포함된다. 코페르니쿠스 

제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체계적인 생물·물리 

모니터링, 토지 피복(land cover) 및 토지 사용지도, 

주제별 핫스폿 매핑(hotspot mapping), 참조 데이터 

서비스, 지동(Ground Motion Service) 모니터링 서비스와 

같은 5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홍수 및 산불 대응, 조정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추가로 이용 가능한 범위로 

코페르니쿠스는 공간 및 도시계획, 산림관리, 물관리, 

농업 및 식품 보안, 자연보호 및 복원, 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완화 등의 분야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1> 코페르니쿠스 홈페이지21)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그 우선 순위는 코페르니쿠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순위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 

및 코페르니쿠스위원회 내의 참가국들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유럽 환경청은 코페르니쿠스 해양

환경 모니터링, 코페르니쿠스 비상관리 등과 같은 

다른 코페르니쿠스 서비스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코페르니쿠스 육상 모니터링 

서비스는 2011년부터 유럽 환경청과 공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1) 자료: https://www.copernicus.eu/en/access-data.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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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로는 토지 피복 

데이터, 고해상도 레이어 데이터가 있다. 토지 피복 

데이터는 현재 1990년, 2000년, 2006년, 2012년 

및 2018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벡터 

기반 데이터 세트는 각각 44개의 토지 정보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다.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토지 상태와 

이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고해상도 레이어22)는 

다양한 토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래스터 

기반 데이터 세트이며, 랜드 피복 데이터 세트를 

보완할 수 있다. 5개의 고해상도 레이어는 불침투성 

표면(예: 도로 등), 삼림 지대, 초원, 물 및 습지 

등 주요한 토지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밖에 

눈과 얼음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도 개발되어 

호수에 얼음이 얼어있는 범위와 영구적으로 눈이 

덮여 있는 지역 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상의 자료는 

도시 개발, 기후 변화, 자연재해로 인한 토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한다.

참고자료
Copernicus. https://land.copernicus.eu/.Susie Wright. 2020. Key 
EU space programmes. 
https://post.parliament.uk/research-briefings/post-pb-0037/
(2021년 5월 10일 검색).

프랑스
국토관측소, 12개 주제로 본 국토상(像) 펴내

 2004년 프랑스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국토

관측소(Observatoire des Territoires)는 국토의 역동성과 

불균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토관측소에서 발행

하는 출간물은 교육계는 물론 정책 관련자들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현황을 자세하게 

지도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발표된 2019

∼2020년 보고서는 ‘12개의 주제로 본 프랑스의 

국토상(La France en douze portraits)’이라는 제목

22) High Resolution layers: HRL

으로 인구변화, 기업과 고용, 가계 생활 수준, 

지자체 세입, 주택시장의 긴장도, 토지개간, 주거

공간, 노동공간, 거주이동성, 교통인프라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및 장비의 중심성,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 등 12개 주제에 대해 지도를 첨부

하고 분석을 제시하였다. 몇 가지 주제를 통해 

국토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인

구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6,700

만 명이며, 이 중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 인구

가 6,490만 명이다. 인구증가율은 주로 자연증가

율에 기인한 것으로, 2008∼2013년 0.5%, 

2014∼2016년 0.4%, 2017∼2020년 0.3%로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유럽연합에서 여전히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기업과 고용 부문의 경우 

창업률의 대비를 국토상에서도 알 수 있다. 북부와 

동부에서 창업률이 높고 대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많으며,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동북부에서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조업이 쇠퇴한 오늘날에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프랑스 서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의 경우,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에서 

가장 주택공급이 활발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인구 

1천 명당 7.5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유럽연합 

평균인 4.1호를 훨씬 웃돈다. 그러나 2008∼

2013년 32만 호에서 2013∼2018년 30만 호로 

조금씩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광역 단위인 

레지옹(région) 단위로 볼 때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Ile-de-France)에서만 주택공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 전체로 볼 때는 건설률이 낮아지면서 주택

공급의 수요와 공급 간 긴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간 주택공급의 불균형도 관찰된다. 기초자치

단체 단위인 코뮌(commune)별로 1년 이상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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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않는 공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년 이상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림 1>은 

코뮌별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 주택률을 

나타낸 것인데, 국가 평균은 4.2%이며, 역동성이 

낮은 국토의 중부와 동북부, 남서부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1> 코뮌별 1년 이상 공실 주택률(2017년 기준)23)

 한편, 거주 이동률을 보면, 매년 70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11%에 해당하는데, 유럽연합 평균인 

9%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거주지 이동은 대부분 

근거리에서 일어나며, 지역과 개인의 프로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거주지를 이동하는 가계의 

23) 주: 짙은 녹색으로 갈수록 높아짐, 회색은 데이터가 없는 구간.
   자료: Observatiure des Territoires.

3/4은 같은 데파르트망24)내에서 이동하며, 82%가 

100㎞ 이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이동은 연령대와 사회적·직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자 및 고용자층은 인접한 데파르트망

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레지옹에서 대도시로, 

대도시 간 이동 혹은 수도 파리로 이동하는 것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인턴십을 하는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이다.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0월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을 공포

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고른 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토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4G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광통신망 설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0년 1/4분기 현재 프랑스 국토의 83%가 

4G 이동통신망 설비를 갖추었다. 프랑스 중부와 

남동부 산악지대, 해외 영토인 기아나(Guyanne) 

일부가 지리적인 장애로 아직 4G 이동통신망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광통신망의 경우 같은 기간 

국토의 49%에 설비를 마쳤다.

 피에르 미라보(Pierre Mirabaud) 국토관측소 위원장은 

서문에서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보고서의 자료를 

갱신하면서, 장기간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다양한 방식

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각 지도에서 

여러 종류의 지표를 사용하고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으로 국토관측소는 출간물을 통해 더 많은 상호 

작용, 상호 보완성, 국토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Observatiure des Territoires. 
https://www.observatoire-des-territoires.gouv.fr/kiosque/rapport-2
019-2020-lafrance-en-douze-portraits]

24) département, 중역 자치단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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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IS를 활용한 미국의 국토모니터링 기반 구축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엄청난 전염속도와 확산세로 

전 세계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실시간으로 확진자 

현황을 파악했으며, 각 지자체 또는 구역별로 위기

단계를 조정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코로나 

확진자 분포 현황처럼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지형, 

인구, 교통, 기상 등 지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지리공간정보(geospatial data)라 일컬

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공유 및 분석하여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에 이용하는 것을 국토모니터링

이라고 한다. 지리공간정보는 데이터로 변환하여 

디지털 지도의 형태로 제공되곤 하는데, 이를 

GIS25)라고 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동적 정보처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IS 기반 구축과 활용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GEOSPATIAL WORLD 2019).

 미국 농림부는 GIS를 활용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통해 지역별로 

자동화된 농작물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Smart 

Farms’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피작물(cover 

crops)을 생산하는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센서 네트

워크로 연결된 도로에서 습도, 토양 온도, 수위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센서를 단 트랙터의 움직임을 

통해 작물의 높이, 녹색도, 생물량(biomass) 정보를 

수집하며, 기상 측정소에서는 바람, 강수량, 기온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25)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GIS 플랫폼 

‘FarmBeats’에 저장되고, 미국 농림부의 디지털 

허브 ‘AgCROS’를 통해 시각화된 디지털 지도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26).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는 기상변화, 농작물의 성장속도, 토양의 성분

변화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작방법 등을 연구

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 농림부는 이러한 

Smart farm을 200여 개까지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FarmBeats와 AgCROS에서 제공 및 

구현되고 있는 지리정보27)

<그림 2> ESRI의 토지 피복 분류 모델28)

 GIS의 개발과 구축의 중심에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기업 ESRI가 있다. 

ESRI는 지리정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6) Harman 2020, <그림 1> 참조

27) 자료: Harman 2020.

28) 주: 켄터키주의 Owensboro, 빨간색은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함
   자료: https://www.esri.com/arcgis-blog/products/arcgis/  
        announcements/announcing-new-pretrained-
        models-at-fedgis/(2021년 5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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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소프트웨어인 ArcGIS를 개발하였고, 지난 

2월에 개최한 ‘2021 Esri Federal GIS Conference’

에서는 ArcGIS에서 사용 가능한 12개의 딥러닝 

모델을 소개했다. 이 중에는 고해상도 사진에서 

빌딩 전경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모델, 위성사진

에서 고속도로 및 비포장도로에 대한 정보를 추출

하는 모델, 토지 피복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는 모델 등이 있다29). 이는 도시화 진행상황 

등 토지의 이용 및 변화양상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 기반시설 

설계, 도시의 자원관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다양하게 수집된 지리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2009∼2013년에 ‘Data.gov’라는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GeoPlatform.gov’를 

통해서는 시각화된 지리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정부와 도시에서도 독자적으로 GIS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상황, 범죄 현황, 주거임대 현황, 

공기질 수준, 직업 연봉 수준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30).

<표 1> 주 또는 도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오픈데이터 및 GIS 플랫폼31)

29) Viswambharan and Singh 2021, <그림 2> 참조

30) <표 1>,<그림 3> 참조

31) 자료: https://statescoop.com/top-25-coolest-gis-visualizations
         (2021년 5월 25일 검색).

<그림 3> 시애틀의 주거임대 현황32)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GIS 플랫폼과 

같은 소통 채널이 필수적이다. 미국정부는 풍부한 

기술자원을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의 기반을 일부 

구축하기는 했지만, 공공과 민간이 각종 데이터를 

생산, 융합,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기준 정립,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과 구체화된 지표 설정, 이를 

추진할 전문 인력 및 조직의 정비 등은 향후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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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https://data.seattl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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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6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설계적격 
심의

16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

․ 연장 1,289.6m(터널 885.4m 포함)
․ 정거장 2개소, 본선 환기구 4개소 등

224,834 적격 토목

용  역
발  주
심  의

87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 연장 L=3.33㎞ 44,700
(790)

조건부
채택

토목

88 천호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 연장 L=2.95㎞ 38,700
(409)

조건부
채택

토목

90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설계용역

․ 의원회관, 서소문청사 2동 13,400
(807)

조건부
채택

건축

93
GTX 양재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광역버스 17면, 택시 4면, K&R 4면
․ 서초IC 연결 버스진출입램프 설치 등

46,652
(400)

조건부
채택 토목

94
중랑구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무선 자동 계측 시스템 설계
․ 유지관리체계 구축 등

2,700
(300)

조건부
채택 토목

96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네트워크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용역

․ 교통현황 조사 및 교통수요 예측
․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등

-
(5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89 구기터널 제연설비 설치
․ 구기터널 제연설비(제트팬)구축 

(소방, 전기, 토목)
3,606
(291)

조건부
채택 기계

9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지하2층/지상6층
․ 연면적 119,096.71㎡

221,200 조건부
채택 건축

92
목동주경기장 축구인프라 
확충 천연잔디 조성

․ 천연잔디구장 조성 7,782㎡
․ 급수시설 설치, 예비포지 조성 등

1,426
(35)

조건부
채택 조경

95
신내4컴팩트시티 공공주택 
건립

․ 지하1층/지상15층
․ 연면적 107,268.86㎡

300,870
(7,845)

조건부
채택 건축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85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 폭 15m, 연장 8.1㎞
․ 친환경공간 109,000㎡ 조성

85,950
(2,187)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경제성
검토

7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867,097
(4,864)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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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6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 6.

건     축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 용역 등 13건

1,569 1,493

기 계 설 비
서울특별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3건

2,007 1,865

도 로
노들로 구조개선 외 1개 건설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3,958 3,968

도 시 계 획
장위동 8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등 12건

4,440 4,451

상 하 수 도
중랑구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1,043 1,040

소 방 제2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1건 34 33

전 기 통 신
2021년 한강공원 CCTV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

759 659

정 밀 진 단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9건

1,167 1,144

조 경
한남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

217 201

지 하 철
9호선 2,3단계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작설치 
(1차) 및 부대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3건

442 279

하 천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 개발 
용역 등 2건

720 720

기 타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5건

4,134 4,051

 계 64건 20,490 19,904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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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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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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7.15. 8.14. 9.1. 9.13.~9.16. 10.16.~10.29. 11.12.
11.26.

< 2021년 제2∼3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4.13.~4.16. 5.9.
5.20. 6.2. 6.15.~6.18. 7.10.~7.24. 8.6.

8.20.

7.12.~7.15. 8.8.
8.18. 9.1. 9.14.~9.17. 10.16.~10.29. 11.12.

11.26.

< 2021년 제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6.8.~6.11. 6.27.~7.3. 7.16. 7.19.~7.22. 8.21.
~9.8.

9.1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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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Renewable Energy 100%)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으로, 여기서 재생
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 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
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한편,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33)이 
2020년 11월 초 한국 RE100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형 RE100(K-RE100), 2021년부터 본격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2021년부터 본격 도입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33)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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