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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COVID-191)가 사회의 기본구조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COVID-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권장되고 거주지 주변 활동이 늘면서 집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거를 선택할 때 역세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 선택 시 접근성과 함께 녹지의 인접성을 고려한 

공세권, 숲세권이 강조되어 공원이나 숲 인근 거주를 선호하게 되었다.

 COVID-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했다2). 공원 이용이 줄어든 미국(-19%), 이탈리아(-90%)와는 대조되는 결과였다. 조사 

기간 당시 유럽과 미국은 급증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센트럴파크 등 공원에 임시병원을 

세워 COVID-19 대응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이 결과 유럽과 미국의 공원 이용률은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 공원 이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공간을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COVID-19 확산 이후 2021년 3월 서울식물원의 방문자는 작년 대비 동기 

3.6배 증가했다. 

 이처럼 공원은 위급 시 피난처로 사회재난에 대비한 오픈된 유휴공간으로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다. 도시화로 도시 내 공원·녹지는 경제성에 밀려 입지와 규모가 줄어들고 불투수포장 면적이 늘고 

있다.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가치를 도시 열섬과 시민건강의 관련성을 통해 알아보고, 서울시를 대상

으로 공원 현황을 분석하여 공원·녹지 확대 방안을 도보 생활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화와 공원·녹지 그리고 건강

 1) 도시 불투수 면적 증가는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 초래

  2019년 도시계획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의 91.8%가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포장 면적이 증가하여 도시 공간 환경의 질이 저하되었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2) Google 공동체이용보고서, 2020. 4. 3.

》  칼  럼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가치와 확대의 필요성
    이원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모자익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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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데이터셋의 2000∼2015년 ‘불투수포장 면적률’을 살펴보면, 1962년 7.8%에서 2005년 

47.27%, 2015년 48.97%로 1962년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의 불투수

포장 면적 증가는 지하수 감소와 토양수분 순환의 악화로 이어지고, 포장의 반사열은 도시열섬 현상

으로 이어진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의 기후지도에서 2005년과 2012년 서울 여름 평균 기후를 비교

해보면, 10년간 강남구와 서초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의 온도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10년간 서울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이 약 0.3℃, 최저 기온은 0.8℃가량 상승하였다. 

서울시 기후지도 2005년, 2012년(서울시 데이터셋)

  약 70%가 산지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경사지에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시 

토양유실이 더욱 촉진된다. 도시화로 자연녹지지역은 감소하고 도로개설 등 불투수포장면적은 증가하여 

생태계의 기반인 토양의 침식과 유실을 초래했다. 2015년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비 토양자원보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토양유실량은 32톤/㏊으로 OECD 평균인 11톤/㏊의 약 3배에 이른다. 

유실된 토양 1㎝ 흙을 생명의 흙으로 복원하려면 300년 이상이 필요하다.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연구팀 젠틴 교수는 ‘토양수분은 토양의 탄소 흡수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후모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토양은 탄소

저감을 위해 중요한 자연자원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유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공원·녹지(그린 인프라)의 기초자원으로 잘 보존해야 한다. 

 2) 공원·녹지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그레이 인프라(Grey infrastructure), 즉 녹색공간과 인공공간의 

비율이 계절 중 특히 여름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원시 기상수집 지역의 

계절 일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측정지역 반경 500m 안에 있는 ‘그린 인프라 및 그레이 인프라’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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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여름 길이의 차이가 나타났다. 

  수원시청 주변은 도심부로 건물과 포장의 그레이 인프라(도로, 건물, 포장지역 등) 비율이 92.7%이며 

여름 길이가 157일이었다. 이와 달리 수원시청과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상광교동은 주변 백운산과 

광교산 등이 있어 그린 인프라 비율(공원·녹지 하천 등)이 93%, 여름 길이는 100일이었다. 같은 도시에서 

여름 길이 차이가 57일로 두 달가량 차이 났다. 또한, 수원시청과 직선거리로 820m 떨어진 효원공원의 

그린 인프라 비율이 수원시청이 7.3%, 효원공원이 15.2%로 7.9% 차이 나는데, 여름 길이는 157일과 

138일로 19일 차이가 났다. 1㎞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공원·녹지 조성 비율에 따라 20일가량 여름 

길이 차이가 난 것이다. 이렇듯, 주변 공원·녹지 비율이 그 지역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므로 도시 기후

조절을 위해서는 공원·녹지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 

수원시 기상수집 지역의 계절일수(2016년∼2017년), 

(경향신문 재인용-2018.04.13.)

 
수원시 11개 기상자료수집 지역 반경 500m의 토지이용비율(%) 

2017년도 제작 토지피복도 기준(국립환경과학원 자료 재인용)

 3) 공원·녹지와 건강의 상관성

  산업화·도시화는 도시로 인구를 집중시켰고 전염병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위생과 공중보건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공공기관과 시민들은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시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공원 조성 목적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은 도시공원의 역사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덴마크 오르후수 대학 크리스틴 엔제만(Kristine Engemann) 박사 연구팀은 공원·녹지를 가까이 접하고 

노출이 많은 어린이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 질병 발생 위험율이 15∼55%까지 감소하며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바르셀로나 글로벌 건강연구소에서 10년 동안 ‘환경과 유년기 프로젝트 코호트’의 

1,500명 어린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지 주변의 공원·녹지가 인접되어 있을수록 아이들 집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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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영국의 자연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공원·녹지가 시민 1명에게 

주는 건강상의 혜택은 연간 300파운드(약 52만원)에 이른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2019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에서 도시공원 면적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연관성을 8년간 조사한 결과, 도시공원 면적이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각각 15%, 17%, 13%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민경복 교수팀은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녹지공간이 적을수록 우울증상,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의 위험률이 1.16∼1.29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주거지가 공원·녹지에 인접되어 있거나, 공원과 접촉기회가 

많을수록 어린이들의 두뇌발달과 집중력뿐 아니라, 면역기능 향상 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키는 대표 신체활동으로 2020년 11월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에서는 1주일 150분 빠르게 걷기를 제안하고 한국인 걷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걷기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수면의 질과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고 연령층이 높을수록 걷기를 

더 많이 자주 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내 선형공원의 조성이 중요하다.

한눈에 보는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원·녹지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으로 규정된 환경권과 관련

된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공원·녹지 관련 정책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걷기 편한 도보생활권 공원·녹지의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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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 공원·녹지의 현황

 1)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 

  서울의 공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현재 25개 자치구 평균 공원율은 27.37%이며, 1인당 공원

면적은 16.71㎡인데 반해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5.49㎡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원율은 

강북구가 61.12%, 도봉구 49.20%, 은평구 48.35%, 종로구 47.68% 순으로 높다. 1인당 공원면적은 

종로구 71.72㎡, 강북구 46.3㎡, 서초구 35.13㎡, 도봉구 31.04㎡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종로구 19.02㎡, 마포구 11.36㎡, 중구 9.99㎡, 성동구 9.64㎡ 순으로 높다. 

구분
공원율(%)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

순위 % 순위 면적 순위 면적
계 27.37 16.71 5.49

 종로구 4 47.68 1 71.72 1 19.02 
 중  구 9 31.76 8 23.50 3 9.99 
 용산구 25 8.13 21 7.26 7 6.59 
 성동구 17 18.23 16 10.23 4 9.64 
 광진구 14 20.23 17 9.58 17-18 3.75 
 동대문 24 8.58 25 3.42 24 2.94 
 중랑구 11 26.98 12 12.49 16 4.18 
 성북구 7 34.62 9 19.03 19 3.67 
 강북구 1 61.12 2 46.30 9 6.28 
 도봉구 2 49.20 4 31.04 23 3.42 
 노원구 6 41.60 6 27.97 20 3.57 
 은평구 3 48.35 5 29.68 14 4.55 
 서대문 10 28.83 10 15.74 22 3.48 
 마포구 16 19.14 13 11.96 2 11.36 
 양천구 19 17.52 24 6.66 13 4.82 
 강서구 23 10.89 19 7.70 10 6.01 
 구로구 18 18.10 18  8.42 21 3.55 
 금천구 13 21.31 14 11.19 25 2.27 
 영등포 22 12.26 20 7.39 5 7.26 
 동작구 12 26.47 15 10.78 11 5.76 
 관악구 5 42.04 7 24.38 17-18 3.75 
 서초구 8 32.08 3 35.13 12 5.01 
 강남구 15 19.67 11 14.28 6 6.67 
 송파구 20 14.09 23 7.08 8 6.47 
 강동구 21 13.67 22 7.25 15 4.53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율과 1인당 공원면적(서울시 공원자료 - 2021.1월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이 31.04㎡로 4위인 도봉구는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3.42㎡로 23위였으며, 

금천구는 1인당 공원면적은 11.19㎡로 14위였으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2.27㎡ 최하위로 

가장 낮았다. 동대문구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3.42㎡ 최하위였고 1인당 도보생활권공원 면적도 

2.94㎡ 24위로 모두 최하위에 속했다. 반면, 영등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은 7.39㎡로 20위인데 반해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7.26㎡ 5위였으며, 강서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10.89㎡로 23위인데 

비해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6.01㎡ 10위로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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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이 최하위인 금천구의 경우 1위인 종로구의 

11.9%, 평균의 41.3%에 불과하고, 24위인 동대문구는 종로구의 15.45%, 평균의 53.55%, 23위인 

도봉구는 종로구의 17.98% 평균의 62.29%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상위 해당 구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보다 낮은 14개 구의 공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 25개 구별 공원율과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면적(2021. 1월 기준)

  COVID-19 이후 집 근처 걸어서 이용 가능한 도보 생활권 공원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걷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보도(도로)와 연계된 ‘걷기 편한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선형의 

도보생활권 공원은 도시의 주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산책로 조성, 자투리 공원’ 등의 선형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도 걷고 싶은 거리 서울, 명품거리 등의 사업명으로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거리조성 사업은 거리의 쾌적성 확대를 위한 녹지대 조성보다는 거리 주변 명품건물 강조가 

우선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보행 가로의 가로수는 명품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낮은 관목의 화단형식

으로 소규모로 조성하거나 아예 규격이 큰 명품 포장으로 대체되었다. 명품거리의 가로수는 강전정에 

의해 명품이 아닌 보기 흉한 가로수가 된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기온변화로 점점 아열대기후로 변화는 우리나라 도심의 가로수 식재는 보행 가로공원의 쾌적성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보 생활권 공원에서 중요한 보행로 가로변 녹지와 가로공원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관련법의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공원·녹지 관련법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되는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법과 건축조례, 도시계획 관련법(지구단위계획 등), 

녹색건축인증 등의 인증과 관련된 규칙, 산림기본법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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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은 2000.6.20. 최초 시행되었고 <제6조> 그늘식재는 2009.1.23.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늘식재’의 삭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등에 녹음식재가 줄어 매연 등의 대기오염 

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로와 주차장은 계속 늘고 있으나, 

그늘식재 기준이 없어 한여름 뙤약볕 아래 주차장은 차량의 복사열과 함께 도시를 달구고 있다.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1978년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1986년 개정되면서 시군조례나 

건설부장관에 따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30% 이상의 면적에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제29조>가 2015년 개정 시 삭제되었다. 

  조경 관련 기준이 삭제되거나 시군조례에 따르도록 개정되면서 시군 단체장의 의지와 개발압력에 

의해 도시의 공원·녹지의 위치와 면적은 변경·축소되곤 한다. 조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이 축소

되는 것은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녹색건축인증’ 지침에 따르면, 생태환경과 에너지 환경오염 분야에 벽면녹화 등의 항목이 없다. 물순환

관리에는 토양수분의 순환과 관련된 토심, 토양피복도 등의 항목이 빠져 있으며, 권장 사항 항목에 

녹색환경과 연관이 깊은 조경 관련 항목은 제외되고 있다. 

  그 외, 시군에 건축조례나 관련 시행 기준은 있으나 공원·녹지 확대조성을 위한 조경 관련 조례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도시 생활권 공원·녹지 확대 방안 

 1) 도시 기본구상단계에 공원·녹지 틀을 형성한 후 단지계획 수립

  도심에서 공원은 숲과 녹음이 그리울 때 쉽게 찾아가는 마음의 안식처이지만, 편안한 안식처가 때론 

무서운 장소나 범죄의 소굴이 되기도 쉽다. 

  유럽은 단지계획 전문가에 따르면, 도시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공원·녹지를 중심으로 계획의 

틀을 수립한 후 단지(건물 등)를 배치한다고 한다. 이렇게 도시공원·녹지 틀을 먼저 계획함으로써 도시가 

향후 성장·확대되어도 공원·녹지 기본 틀이 유지되어 도시는 항상 푸르고 누구나 쉽게 공원·녹지로 접근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도시계획 시 접근성이 좋은 중심부에 경제 논리를 앞세워 상가와 오피스, 아파트, 

공공시설 등을 배치하고 남는 공간이나 애매한 공간에 공원·녹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논리에 

따른 배치로 공원·녹지는 자투리 외진 곳에 공원이 배치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광로

(廣路)의 교차로 안이나 단지 외곽에 배치된 공원은 밤에는 무서워 못 가고 낮에는 접근이 어려워 

가기 힘든 빈 공원(空園)이 되곤 한다. 어렵게 조성된 공원·녹지마저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公園)이 

아니라 비워진 공원(空園)이 되는 것이다. 

  빈 공원(空園)이 아닌 모두의 공원(公園)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편안한 도시의 

공원(公園)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단지계획 시 공원·녹지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도시계획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조경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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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양, 수목 사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

  공원·녹지의 기초자원인 토양, 수목의 사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흙과 

나무는 대표적인 자연자원으로 주문하면 바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며, 모두 세월을 지나야 

일정규모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성을 고려해 공원·녹지 관련 시설이나 대상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존치 기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 이전에 기초자원조성 관련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원·녹지 규모와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목의 활착과 수형이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공원·녹지 품질 평가 지침 및 제도 마련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 확대와 기존 공원·녹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원녹지 품질을 평가

하는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2020년 공원녹지 품질향상을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6대 전략사업 중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은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관련 부서뿐 아니라, 공무원 모두가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항목

이다. 지자체의 공원·녹지 품질향상과 평가, 관리를 위한 관련 기준과 조경조례의 마련이 요구된다. 

 4) 보도, 공개공지를 보행 녹도(가로공원)로 관련 조례제정

  도시 내에는 방치되었던 도로를 산책로로 조성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개공지와 인접한 보도에 교목을 심고 2열의 가로녹지대를 조성을 제안

한다. 보행 가로에 그늘을 제공한다면, 건물 앞 이동인구가 늘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행 가로공원은 도시열섬과 매연, 미세먼지 등 공기정화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개공지와 보도에 보행 가로공원·녹지 조성지침이 지자체 조례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5) 그린커튼과 그린 파사드로 녹색건물인증 관련 조례제정

  벽면녹화, 그린커튼을 설치한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5℃ 

가량 낮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별도의 토지매입이 없이 

기존 건물 입면을 활용하여 녹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여름철 쉼터를 제공할 수 있

다. 해외에서는 벽면녹화, 그린커튼이 건물 외벽 특화로 사람을 모이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공공건물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가끔 민간건물을 계획할 때 외벽녹화나 그린커튼을 제안하지만, 매번 파사드의 

중요도에 밀려 거절되곤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도 그린 

파사드로 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녹색건축인증 관련 조례제정을 기대한다.

서울청사 벽면녹화 

(라펜트 사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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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

일수에 따라 7월 1일부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

(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3)해 청년층 

진입은 어려운 반면, 고령화가 심화됐다.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산재발생률 등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숙련4) 건설일용근로자5)로 지원

대상자를 특정했다.

 예컨대,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이중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여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 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3)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산업 중 최고

4) 저임금

5) 내국인에 한함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

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

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6)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7)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7〕

서울시, 수질검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올해 현장 적용 계획
 서울물연구원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유기물 분석 

전처리 과정8)을 완전 자동화한 일명 ‘원패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올해 안에 아리수 수질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과 연구자의 유해시약 노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전처리 과정은 7단계로 이뤄지는데 일부는 

자동화된 기계가 수행하고, 일부는 연구원이 수작업

으로 실험하는 과정이 섞여있었다.

 기존 연구원 한명이 8시간동안 최대 6개의 시료를 

전처리하기 위해 일부 자동화된 분석 장치 2개를 

연속으로 조작하고, 마지막 과정은 연구원이 직접 

6) 전자인력 관리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8) 전처리 과정: 검사시료(원수)에 섞여있는 부유물을 거르고, 분석
물질을 농축하고, 검사하고자 하는 성분 검출이 잘 되도록 사전에 
실행하는 물리․화학적 처리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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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으로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고안한 ‘원패스 시스템’은 여러 장치를 

조작하며 불연속적이고 수동으로 이뤄지던 7단계의 

유기물 전처리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완전 자동화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실험을 보조할 

수 있는 ‘협동로봇’ 기술을 활용한다. 사람 손을 

닮은 기계를 통해 ‘활성화∼바이알분취’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연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

한 것이다.

 앞으로는 연구자가 ‘원패스 시스템’에 시료를 

투입하면 7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시스템이 모두 

자동으로 수행한다. 분석 속도는 4배 이상 빨라

질 것으로 기대되며, 한 번의 실험에 최대 6개 

시료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20개 이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실험 중 연구자가 유해

시약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약류, 과불화화합물류, 잔류의약물질류 

등 다양한 분석 물질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처리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

으로 보인다.

 서울물연구원은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을 연구, 

보완하여 상용화한 뒤 그 결과를 향후 타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02)3146-1762〕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

-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 해체공사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핵심적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

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

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

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

날쑥 이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대한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틈틈이, 

철저히 관리한다. 

 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 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①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②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③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④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⑤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첫째,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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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

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한다. 현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

(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 

시에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비

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9)한다. 착공

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

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10)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9) 해체공사 착공신고 의무화: 건설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만 받으면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공공에서 공사장 안전상황을 파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해체공사장은 시공자가 착공 전 
가설울타리, CCTV 같은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면 
실질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체허가(신고) 
조건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즉시 시행한다.

10) 시공자(원도급자) 총괄 책임관리: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시 보고11)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12) 대상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

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넷째,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13)’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해체

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

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11) 해체현장 안전점검 결과 사후보고 → 수시보고 전환: 해체공사 
중 시행하는 감리의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필수확인점)
마다 허가권자(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해 현장 
공정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한다. 그동안은 안전점검 결과를 
해체공사가  끝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진행상황을 
허가권자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2)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
한다. 건축사 등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고, 2020년 1월에  25개 자치구별 건축
안전센터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 48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

1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은 현재 민간 해체공사장에 
의무 설치 중인 CCTV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
이다. 작업자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CCTV 실시간 관제가 사업자와 현장근로자의 자발
적인 안전경각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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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

하게 마련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

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2〕

서울시, 세곡동∼탄천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서울시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길이 100m, 폭 6.0m의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개통했다. 

 이 다리는 세곡동 방향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보행로(둔치)까지 바로 연결한다. 탄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복정역에서 세곡동 일대를 

오고가는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탄천을 건너려면 차도와 보행구역이 혼재

돼있는 인근의 ‘대왕교’를 이용해 400m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탄천변 산책로에서 

‘대왕교’로 접근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 ‘대왕교’의 경우 차량 통행

속도가 60㎞/h 이상으로 높고 교량 위 보행구역 

폭도 좁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탄천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으로 

세곡동에서 탄천까지 접근거리를 400m에서 

150m로 크게 단축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등 위험 

상황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도 좋아져 자전거 이동편의와 여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02)2133-3886〕

서울시, 하수악취 최신 기술로 지역 

맞춤 관리…회기역 일대 시범사업

 서울시가 하수악취 없는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하수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

한다. 각 지역별로 하수악취 개선 목표 등급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악취

저감기술을 맞춤 적용해 관리하는 내용이다.14)

 서울시는 대학생, 환승객 등 하루 평균 5만 명이 

오가며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악취가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에서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하수악취 관리는 별도의 기준 없이 민원이 

접수되는 지역 위주로 추진돼왔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악취관리 편차가 발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다. 

하수악취 민원 수, 하수관로 현황, 정화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구별로 중점 관리가 

14) 서울지역엔 빗물과 오수가 하나의 관로로 나가는 ‘합류식 하수
관로’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악취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악취
발생의 근원은 펌프를 사용해 지하 정화조의 오수를 강제로 
하수관로로 내보내는 ‘강제배출 정화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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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3개 구역, 총 75개 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악취조사를 실시했다. 정화조 분포 비율, 지하철역 

유무, 유동인구,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시범사업지로 ‘동대문구 회기역’ 주변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악취발생의 근원인 

정화조를 비롯해 하수관로 등에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개발하고, 전후결과를 분석해 서울 전 지역에 

적용 가능한 ｢서울형 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전 자치구

에서 악취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일관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엔 ▴공간특성·민원 

수요에 따라 하수악취 관리등급 선정 ▴목표 수준

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저감방안 강구 

▴시범사업을 통한 목표 달성방안 검증 및 적용 

등이 담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총 1∼5등급15) 가운데 가장 악취가 

심한 단계인 5등급인 ‘회기역’ 일대에 하수악취 

등급을 2등급(양호)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허를 받은 3가지 최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가지 최신 기술은 ▴미세하게 물을 뿌려 악취 

물질을 물에 녹이는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16)’ 

▴정화조에 미생물을 넣어 물속에서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조 공기주입식 황산화미생물 담체 

장치17)’ ▴복합흡착제를 이용해 상온에서 악취 

가스를 흡착·제거하는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18)’

이다.

15) 하수악취 1∼5등급: 불쾌(5등급), 불량(4등급), 보통(3등급), 양호
(2등급), 쾌적(1등급)

16) 스프레이 악취저감 시설: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 대형 하수관로에서 깨끗한 물을 분사해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다.

17) 정화조 공기주입식 황산화미생물(SOB, Sulfur-Oxidizing Bacteria) 
담체(media) 장치: 기존의 공기 주입 장치에 냄새를 없애는 
호기성 미생물 담체를 접목시킨 장치다.

18) 지주형 악취제거 시스템: 악취물질을 장치내로 유입시켜 상온에서 
활성탄 흡착제를 이용해 산화·흡착시켜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또 환경부가 개발한 하수관로 ‘간이복합단면19)’

과 동물축사의 분뇨 저장조에서 발생하는 악취

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을 응용해 ‘하수

관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20)’ 시스템을 개발·적용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해 2022년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21)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2등급22) 수준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818〕

〔동대문구 치수과 (02)2127-4850〕

19) 간이복합단면 : 하수관로 내부에 PVC재질의 소켓을 삽입해 
유속을 증가시켜 관로 내 퇴적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20) 하수관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설 : 하수관로 외부에서 
하수관로 내 악취 물질을 흡입해 분석하는 흡입식 가스분석 
장치다.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악취정보를 수집해 WiFi나 LTE 
무선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21) 보통 수준, 하수관로 내 기상 중 황화수소농도 5ppm이하

22) 양호 수준, 하수관로 내 기상 중 황화수소농도 3pp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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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

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안 제23조)

  1) 등록번호표 미봉인, 홀의 과도한 변형 등 

부적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강화(별표 9)

  1)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

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원 경력 강화(7년→9년)

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제33조, 별표10)

  1)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민간대행업체) 행정

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 실시

라.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강화(안 별표 13의3)

  1) 정밀진단 기준을 강화(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

미터 미만)하여, 과도한 변형 등 안전문제가 

있는 장비사용 원천 차단

마.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서 마련(안 제74조, 별표 19)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인력기준 등 시설 및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등 법정 양식을 마련

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경감(안 별표 23)

  1) 기존 규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836만원)를 

정격하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경감

사.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에 소형·일반 구분란 

마련 및 검사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호의2)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마련(2020.7.)에 

따라 장비별 소형·일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증에 소형·일반 구분란을 

마련하고, 검사기재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란 추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

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



- 16 -

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

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1)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

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5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

되어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사.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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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규정함

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

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자.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

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

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카.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1)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법」 상 새로이 신설된 용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중요도를 검토·설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데이터

센터’를 중요도 “특”과 “1”로 구분·신설

  1) 「건축법」 개정(2018.9.)에 따른 신설 용도로서 

방송통신시설 관련시설인 데이터센터 중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는 중요도 “특”으로 신설하고, 

그 외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 금융

정보 등 여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1”로 신설함

나. 표 11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교정시설’ 

일부를 중요도 “1”로 신설

  1) 재소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용자 밀도가 높은 교정시설은 숙박시설·

아파트 등에 준하여 5층 이상인 경우 중요도 

“1”로 신설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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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
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
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1)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
하도록 함

나.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    
(안 제41조제2항)

  1)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

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

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4)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

처리”를 추가하고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0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

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를 대통령령

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

에서 삭제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

과학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

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20〕

24) 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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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25)에 의거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면허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1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60〕

25) 2021. 07. 13. 시행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

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안 제22조제1항 신설)

  1)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한국건축

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8〕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는 「지하수법」 일부개정26)됨에 따라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

기관에게 위탁하고 다음년도 운영계획서 및 

당해연도 운영보고서를 환경에 제출 및 승인 

받도록 함

26) 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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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보증금 

중복 부과 가능성 해소(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자 등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의 

중복 부과 가능성을 해소토록 규정하고자 함

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1)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

하고,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을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자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1)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지역의 

지하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7)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전매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7)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1)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

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함

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1)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제4호)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

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

10년)으로 정함

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5 제2호머목)

  1)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28)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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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1조)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피

보험자격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28) 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거나 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간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뒤 비자발적

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시 일부 

제한을 두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최저연령 설정 등 구직급여 및 피보험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용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선   
(안 제40조제1항)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일용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개편함

다.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안 제42조제1항)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

자격 특례 (안 제43조의2 신설)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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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함

마.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

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

2항 신설 등)

  1)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

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바.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1)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사.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1)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정함

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설정(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6제2항)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른 근로할 수 있는 최저 연령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9)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

공사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나.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선정주체 및 모집공고 등을 정함 

(안 제12조의9 신설)

  1)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

  2)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감리원 

응모자격·경력·감리업자 실적 기준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함

다.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개정)

  1)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고시

라.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5 개정)

  1) 과태료 : 200만원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29) 2021. 1. 5. 및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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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

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현행 상향광 측정 방식은 국산 소프트

웨어 부재 등으로 국내 여건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 정책 시행을 위해 권고기준을 

정비하고자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

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

고하고 8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향광등급을 상향광속량으로 변경하여 국내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설계 프로그램

에서 계산·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에 빛공해 측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2〕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사방사업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및 기록매체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여 사방사업의 품질의 향상을 통해 산사태 재해

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방사업 완료 시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

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등 발주자에게 제출

하는 조항 신설(안 차항)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72-3223〕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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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7차 서울사진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본 위원회에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용

되도록 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시민들

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해당 건축물의 설계가 특수구조로 적용되어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시 검토자의 역량에 

따라 구조검토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최초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통신관, 전력관, 상하수도관 등 도로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GPR 탐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반

침하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 시의 지하안전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

○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변경된 설계내용이 연결된 

공사의 공정별 설계서(내역서, 도면, 시방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용역준공 전 

선행되도록 할 것

■ 제98차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설계심의

○ 현재도서에 반영한 관련법령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으로 적합하나 향후 

시공시점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반영

하기 바람(간선의 굵기, 차단기 선정 등이 결정되어야 함)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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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분석 자료를 최신자료로 적용 필요

  - 30년간으로 1981∼2010년을 적용하였으나, 

최신자료로 재검토하기 바람

○ 아래 항목에 대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바람

  - 기존 건물에 새로이 구성되는 콘크리트 수조는 

지진에 대비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검증

○ 저수조∼펌프실, 터널출입구∼관리사무소까지의 

옥외노출배관은 시간경과에 따라 보온마감재 

이탈 등 하자가 많으므로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바람

○ 제트팬 프레임 구조계산서를 아래 내용을 반영

하여 보완 바람

  - 구조계산서 검토 결과값만 있어 중간해석 

과정을 추가바람

  - 결과값 적용을 알 수 있도록 계산서에 요약 

명시하기 바람

  - 제트팬 지지대 프레임구조의 볼트연결부(SP1, 

SP6)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추가하기 바람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종류식 제연방식을 적용함에 따른 제연구역

(화재지점)별 제트팬 가동방식에 대한 도면 작성

요함

○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선계 및 운영기준」에 

의거 환기설비 가동운영기준(CO 20ppm, VI 

0.002∼1m) 준수요함

○ 케이블 접속부가 화재 취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접속재는 난연(내열)성 소재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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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지보재 기초설치로 인해 기존 배수시설 및 

통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존 배수

시설과의 연결상세도를 제시할 것

■ 제99차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전통적 교통조사기법 외에 통신, 내비게이션 

자료 활용 등 교통 빅데이터와 연계한 교통

조사 시행

○ 지하도로 조성과 연계하여 생활도로 등 상부

공간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완충녹지 

처리방안,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세부계획 검토 필요

○ 고속, 남부터미널 연계방안 검토 시 버스노선

체계 및 교통량, 엇갈림 영향 등에 대해 중앙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구간, 차로구성 등을 

고려한 분석 시행

○ 터널 종단계획 수립관련 국토지반 정보통합 

DB 및 주변 개발사업 지반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지반여건을 고려한 터널심도 및 종단

경사 결정, 사업비 산출 필요

○ 진출입 위치 선정 및 접근도로 영향분석 시 예상

문제점 도출을 위해 거시 분석 외에 미시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등) 수행

■ 제100차 망우리공원 시설개선사업 설계심의

○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등의자, 평의자를 배치

하고, 휴게시설 계획에 따라 포켓쉼터 규격도 

변경·검토할 것

○ 급수관 설치 길이가 길고 절곡부가 많으므로 

가압펌프용량 및 급수관 관경이 충분한지 검토

하고, 특히, 경사구간에 대한 정밀 시공이 필요

하므로 해당 내용을 시방서에 명기할 것

○ 화장실 세면대에 장애인 손잡이 시설을 설치할 것

■ 제101차 오동근린공원 조성(성북)사업 설계심의

○ 옹벽사면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차도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막이시설을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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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폭우 등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U형 측구 

용량을 여유 있게 반영할 것

○ 월곡초 주변 절토사면의 경우 기존 토질 양호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토질 불량 시 

토양치환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할 것

○ 공원에 대한 시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입부를 포함한 공원 전체에 대한 안내시설

체계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대배수지 사면을 개나리로 식재할 경우 초기 

피복은 좋을 수 있지만, 당초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한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으

므로 수종 선정 및 식재계획을 재검토 할 것

■ 제102차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전통적 교통조사기법 외 통신, 내비게이션 자료 

활용 등 교통 빅데이터와 연계된 교통조사 

포함 필요

○ 전통적 4대 편익(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외 신규 편익(예, 

지역단절 완화) 적극 발굴·계량화 필요

○ 지상도로와 지하도로 간 최적 연결체계 마련을 

위해 미시분석(spillback 등) 시행

○ 사업연장 및 공사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본

계획 수립단계에서 단계별 시행방안, 공구 

분할방안 등 검토

○ 터널계획 수립 시 터널 규모 및 방재 등급에 

맞는 환기·방재 설비 구축 방안 검토 및 사업비 

반영 필요

○ 노선계획 검토 시 지하화 구간 연장, 방음시설 

설치 등 주변 지역민원, 리스크를 예측하여 

최적 노선 검토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제103차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설계심의

○ 부재강도비 적정성에 대한 추가 모델링을 통해 

검토 필요

○ 이중슬래브 계획에 대한 공학적 개념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한 근거자료 보완 필요

○ 1층 로비의 높은 층고를 감안하여 난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할 것

○ 굴착구간의 사면안전에 대하여 우기 조건에서도 

검토보완 필요

○ 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U형 측구 설치 

용량 및 적설하중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제104차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할 것

  - 추가 검토: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수질오염, 분진, 비산먼지, PM-10, 

PM-2.5 오염 등의 발생 최소화 및 저감방안 등

○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제시할 것

○ 빗물침투 관련하여 녹지대의 빗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

○ 공원이용 예측조사하여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공원시설을 계획할 것

  - 대로변 보행자 접근이 용이하므로 경관·그늘목 

필요 검토

○ 보안등용 조명기구는 공원 방문자의 눈부심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full cut off 방식으로 

검토할 것

■ 제105차 한강공원 CCTV 설치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스마트 폴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지능형 

CCTV, 공공WiFi, 보안등, IoT센서 등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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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망 구축 및 적정한 스마트 폴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보완

○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스토리지가 설치되도록 설계할 것

○ 과업내용을 “기 설치된 CCTV 통신 자가망을 

활용하여 신규 설치 CCTV 자가망 설치 방안을 

도출하되 향후 확장에 따른 공원별 자가망 

구성 기본계획 수립”에서 통합관제를 위한 

성능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 바람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에는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게 과업내용의 적용 법규 및 

관련 제 기준을 수정할 것

■ 제106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용역발주심의

○ 설계용역 발주 시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 측량성과도, 지질조사서, 문화재조사 외 기타

○ 복합용도로 설계되기 때문에 피난에 관한 건축적 

계획 필요

  - 계단갯수, 복도폭, 소화설비 등

○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는 이번 설계변경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기존 흙막이 

및 토공계획이 금번 건축설계변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수목의 상태 조사

  - 수목조사대상은 녹지대, 가로수, 띠녹지에 있는 

수목 및 초화류로서 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종별, 규격별로 자세히 조사하고 또한 수목별 

관리실태현황 조사가 필요(병충해 여부, 건강상태, 

고사목, 동공 유무 등)

■ 제109차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설계심의

○ 주차장 램프 진입로 회전반경 적정성을 검토

하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기존 건물 철거 시 반드시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후 실시하기 바람

○ 생태면적률 확보를 감안하여 옥상공간에 최소 

면적의 쉼터(벤치 등) 혹은 유지관리 공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지하철(경의중앙선, 

공항철도)과 인접(30m 이내)한 지역은 철도보호

지구로서 건축물 신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신고 등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인접굴착공사 협의절차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람

○ 접지계산서를 작성하고, 피로기 앞에 DS를 

설치하기 바람

■ 제111차 정수생산시설 공정 최적화 용역발주심의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기 고시된 ‘2030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

○ 단계별 계획수립 필요

  - 정수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단계별(즉시, 단기, 중기, 

장기)로 제시할 것

○ 시설개선을 위한 부지확보 관련

  - 정수센터별 시설개량 및 노후 정수센터 재건설 

계획 마련 시에는 장래 신설 공정 및 설비

개량, 운영 중 시공에 따른 부지확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유지관리부서(운영자) 의견수렴 관련

  - 과업 수행 중에는 공정별 정수센터 운영자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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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114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1·3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감리원 투입이 적절

하게 배치되도록 검토

○ 도시철도는 준공 전 시운전을 거쳐 운영사에 

인계함으로 개통 전 구조물 합동 검측, 종합

사령실 연계업무 등에 대하여 보완 필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 제116차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검토 용역발주심의

○ 용역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사내용,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것

○ 사업성 개선방안과 건설/운영비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

할 것

○ 예비타당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업범위를 명시할 것

2021년 7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13차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3건을 제안하여 59건 채택 

(채택률 93.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1,811백만 원에서 472백만 원 절감

(절감률 4.0%)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0% 7.3% 12.2%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과도한 데크포장 석재블록으로 변경

     ⇒ 포장재 유지관리성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 (감액 25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철근가공을 공장가공으로 변경

     ⇒ 시공성 및 경제성 개선, 현장 작업능력 

향상 및 민원 최소화 (감액 161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화장실 지상화

     ⇒ 이용자 접근성 증대, 개방형으로 안전성 

확보 (증액 21백만 원)

■ 제14차 양천구 보건소청사 확충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6건을 제안하여 93건 채택 

(채택률 96.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5,213백만 원에서 917백만 원 절감

(절감률 3.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6% 7.5% 13.5%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흙막이벽체 공법(C.I.P)

     ⇒ 남측구간 Open cut 적용 (감액 343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X9열, Y5열 기둥

     ⇒ 보행자의 동선에 저촉되므로 원활한 

동선을 위하여 기둥 삭제 (감액 1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C.I.P (Ø400㎜)/SGR 그라우팅

     ⇒ H-PILE+토류판/SGR 그라우팅

        (감액 13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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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 (제913호)
(보호기간 :  2021. 4. 15. ∼ 2029. 4. 1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장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D200∼

1,200㎜)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키는 비

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 작업으로 

이음새 없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단계 2 단계

준설세정 / 조사
: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고압세정으로 슬러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CCTV 등을 통하여 

관 내부 확인

함침튜브운반
: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
수지가 함침된 튜브를 

준비

3 단계 4 단계

연속반전삽입
: 회전롤러를 통해 튜브를 
이송하고 공기압을 주입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속반전삽입

경화양생
: 수증기열을 가하여 열
경화성 합성수지를 경화
시킨 후 상온에서 양

생

5 단계 6 단계

튜브절단 및 마감 
: 보수관로 시점 및 종점부의 

튜브를 절단하고 마감
처리

시공완료 / 검사
: CCTV 등을 통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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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1

2019년 노후저수지 
(구만리 구만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중 비굴착 
보수

강원도
홍천군

해성건설㈜
2019.11.18.

～
2019.11.30.

D = 400㎜
L = 43.8m

176,227,000원
(51,080,000원)

준공

 나. 향후 활용전망

     2017년 환경부 하수도 통계기준에 따르면 전체 하수관로 중 40%가 설치 후 20년, 23%가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수관로 사업비는 2014년을 기점으로 3조 원을 넘었고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사업비의 18%를 하수도관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16만㎞의 

하수관중 44%가 유지보수 대상 노후 하수관이며, 관경별 공사 평균단가(m당)를 적용했을 때 전체

유지보수 비용은 23조 원 규모이다. 그 중 매년 4,000∼6,500억 원의 개보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개보수가 완료된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조건을 더했을 경우 시장규모는 더욱 커져 신기술의 

활용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건설 624호 건설 709호 신기술

개 요

특 징

․현장함침형 함침기
․윈치견인 증기열 경화
․D250～1,000㎜ 적용

․자주식 권취형 반전장치
․공기압 반전 증기열 경화
․D250～800㎜ 적용
․활성탄 탈취장치 사용

․연속삽입형 반전장치
․공기압 반전 증기열 경화
․D200～1,200㎜ 적용
․저취기 합성수지 활용

시공연장
․견인길이의 한계

(견인 시 튜브 손상우려)
․반전장치 용량의 한계
(튜브적재 용량 제한)

․장구간 연속삽입

경화 시
악취발생 대책

․스티렌모노머 사용
․대응책 없음

․스티렌모노머 사용
․탈취 장비 활용 악취 저감

(후처리 방식)

․아크릴모노머 사용
․저취기수지 활용 악취 저감

(전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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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2014년을 기점으로 하수관로의 개보수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5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신기술이 적용 가능한 개보수 관련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수시설이 도시형성의 기반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신기술을 

관련시장에서 지속적인 파급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현재 신기술로 지정되어 유효한 유사 기술들은 모두 비용절감, 안정성,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는 

신기술과 목적성이 동일한 부분이다. 하지만 신기술의 경우 기존 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장구간 

시공과 튜브 경화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를 연속삽입 반전장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

함으로써 해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m

규 격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합  계

D300㎜×3.0T 113,987 30,579 9,939 154,505

D600㎜×6.0T 259,879 38,717 12,800 311,396

D1,000㎜×10.0T 564,204 56,105 18,343 638,652

  (2) 공사비

단위 : 원/m

규 격 비교기술(A) 신기술(B) 비율(B/A)

D300㎜×3.0T 309,259 223,839 72.37 %

D600㎜×6.0T 550,136 439,003 79.79 %

D1,000㎜×10.0T 1,072,788 888,023 82.77 %

※ 공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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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단위 : 분

구 분 환경 332호 건설 624호 건설 709호 건설 794호 평균 KS규격 신기술

사전작업 30 30 30 30 30 30 30

튜브삽입 31 100 84 40 64 64※ 23

경화양생 305 210 310 120 236 350 220

마무리 60 60 60 60 60 60 60

합  계 426 400 484 250 390 504 333

비  율 127.9 % 120.1 % 145.3 % 75.1 % 117.1 % 151.4 % 100.0 %

※ 규격이 존재하지 않아 비교기술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4) 유지관리비

     신기술을 적용한 보수관로는 내면이 PE재질로 코팅되어 하수관의 부식, 파손, 침식 등을 차단하고 

조도계수가 향상되어 유속증가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퇴적물 감소로 이어져 준설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며 하수관로의 수명연장과 더불어 생애주기비용(LCC)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신기술을 

적용한 보수관로의 내구성 품질시험 결과 기존기술 대비 높은 내구성능을 보임으로써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의 소모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품질기준 건설 687호 건설 851호 건설 855호 신기술

장기 

내구성

초기 굴곡탄성계수 1,760㎫ 이상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410

50년 굴곡탄성계수 초기 50% 이상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56.27

50년 굴곡크리프계수 0.1 이상 0.39 미실시 미실시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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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복합악취 감소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

    ○ 공사기간를 단축하고 교통체증을 감소하여 사회간접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

    ○ 지반침하 사고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 32 -

[첨부] 기본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

〈신기술의 전체 구성도〉

〈신기술의 반전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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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 저감기술  (제914호)

(보호기간 :  2021. 4. 19. ∼ 2029. 4. 1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여과와 동시에 여과재 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재 폐색을 방지하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물의 유동에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 고강도 다공질 여과재 그리고 전처리조에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저감시키는 3단 전단 유닛으로 구성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 저감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 개량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PC 제작 3단 전단 유닛 설치 입자상 다공질 여과재를 충진한 
상향류 여과조 설치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설치 정체수 이송펌프 및 컴프레서 설치 현장제어반 설치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비고

1
봉현리 마을진입도로(리도202호선) 확포장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물 제작 설치공사

경기도 
광주시

신한건설(주)
2019.09.16.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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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모든 사업, 수질오염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 내 개발사업, 상수원 보호

구역 내 기존 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비점오염 관리대책 지역,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비점오염 저감시설 협의 사업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어 

꾸준한 시장요구가 이뤄지고 있다.

     법률에 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대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비해  

내부설비가 단순하고 시설 규모가 축소되어 시공비 및 시설운영비가 절감되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 저감기술은 향후 활용 전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개량정도
- 여과재의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강우종료 

후 별도의 역세척공정 필수
-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여 여과 성능

유지.

개
량
효
과

필요 
설비 
Item

• 전처리조 정체수 배출설비 
• 여과조 상부의 수세척설비 (배관 및 노즐)
• 여과조 하부의 공기세척설비 
  (링블로워, 배관 및 노즐)
• 여과조 정체수 배출설비 
  (수중펌프, 자동탈착장치, 배관)
• 역세척 폐수 배출설비 
  (수중펌프, 자동탈착장치, 배관)
• 역세척수 이송설비

• 전처리조 정체수 배출설비
•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 기존 역세척 설비가 대폭 감축

구조물
시설

• 전처리조
• 여과조
• 역세척수 처리수조

• 전처리조
• 여과조
※ 역세척수 처리수조 삭제  → 비점시설규모 

축소

대표적
차별항목

- 별도의 역세척(공기세척, 수세척) 시설 필요
- 역세척수 처리수조 필요

- 별도의 역세척(공기세척, 수세척)시설 필요 
없음

- 역세척수 처리수조 필요 없음

특징

- 공기세척시설 및 수세척시설로 강우 종료 
후 역세척 실시

- 처리수를 이용한 세척방식으로 역세척수 
처리수조 등 구조물 크기가 큼

-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 및 동력 소모가 많음
- 운전 후 세척 실시

- 초기우수가 유입되어 여과처리되는 운전 중에 
여과재의 수세척 및 공기세척이 동시에 실시

- 기존의 공기세척설비·수세척설비가 필요 없음. 
수세척을 위한 역세척수 처리수조 및 관련 
부대기계시설이 필요 없음

- 유지관리 비용 최소
- 운전 중 세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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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강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로 수계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신기술은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로서, 단순한 기계설비로 간편한 

시공과 편리한 유지관리로 도로 및 공공분야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적용이 가능하여 시장을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국내 유일의 여과와 역세 동시처리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기존기술의 역세척수 처리

수조를 삭제하고, 역세척 설비 및 이송설비 등을 대폭 감축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간단한 

설비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역세척수 처리수조를 삭제하여 시설부지 축소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기존기술 대비 공사비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공공예산을 절감

할 수 있어 국내외 타 기술과의 경쟁 우위가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원)

구분 제작원가 설치원가 총원가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55,241,936 30,904,118  86,146,054

  (2) 공사비 
                                                                                                (단위:원)

항 목 기존기술 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원)

1.장비설치공사        20,659,990 12,307,750

2.구조물공사        2,247,062 866,673

3. 거푸집공사 6,329,528 3,005,193

4. 콘크리트공사 6,063,626 4,278,489

5. 방수공사 4,650,518 769,220

6. 기타(간접비, 이윤) 13,317,480 9,676,793

7. 내부설비공사 65,531,796 55,241,936

공사비 합계 118,800,000 86,14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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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역세척수 처리수조를 삭제하여 부지면적을 축소시켰으며, 구조물 크기 축소로 PC로 제작시공이 

가능하여 기존 기술 대비 공사 기간을 약 60% 단축시켰다.

구분 공정
단계

1 2 3 4 5 6 7 8 9 10

기존 
기술

1. 토공, 가시 설공
2. 구조물공
3. 여과장치
4. 시운전

신
기
술

1. 제관공장
2. PC공장
3. 공사현장
4.시운전

  (4) 유지관리비

항목 기존기술 신기술 증감율(▽감)

전력비  34,628,470원  6,366,060원 ▽ 81.62%

하수도비  21,029,000원  9,375,000원 ▽ 55.42%

여과재교체비   9,485,000원  4,742,500원 ▽ 50.00%

현장점검비  36,132,880원 25,069,680원 ▽ 30.62%

합계 101,275,350원 45,553,240원 ▽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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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기존기술
(상향류 여과기술) 신기술 증감율

(▽감)

정체수
발생

하수(폐수)
처리 부하량 27.639㎥/회 12.321㎥/회

▽55.4%
CO2 발생량  887.9 KgCO2/년  395.8 KgCO2/년

역세척
공정

전기 사용량 27.7796 kwh/월 15.5458 kwh/월
▽ 44.0%

CO2 발생량 13.75 KgCO2/월 7.70 KgCO2/월

동력
설비
중량

생산시
CO2 발생량 1,464.4 KgCO2  215.3 KgCO2

▽ 85.3%
폐기시

CO2 발생량 2.4 KgCO2 0.4 KgCO2

     역세척공정 개량에 따른 효과로 기계실 및 역세척수 처리수조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기존기술 

대비 부지면적과 구조물의 축소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여 발주처(공공기관)에서의 토지보상 

협의가 용이하고 공공개발 예산을 절감하는 공익적 효과가 있다. 

     환경부 관리차원에서의 ‘환경부 비점 매뉴얼’의 부작용인 비점오염저감기술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업의 심리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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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그린벨트 제도

프랑스
녹지생성계획 추진을 통한 그린벨트 확장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일드프랑스(Île-de-France)를 

대상으로 그린벨트(ceinture verte)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그 규모는 일드프랑스 레지옹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며, 초기에는 주로 신도시 주변에 지정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독자적인 

공간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1983년부터 레지옹에서는 그린벨트를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산림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 일환으로 2017년 3월에는 

녹지생성계획(Plan de création d’espaces vertes)을 

수립하여 일드프랑스 주민들에게 거주지 기준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주민 1명당 10㎡의 녹색공간 

제공을 권고하고 있지만, 건물이 밀집된 일드프랑스

에는 주변에 큰 숲과 녹지가 있는 거주지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녹지생성계획 추진을 

위해 일드프랑스는 7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

으며, 2900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프로젝트는 

공유텃밭에서 숲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

이며, 2021년까지 420㏊의 새로운 녹지가 일드

프랑스 곳곳에 조성될 예정이다.

 일드프랑스의 그린벨트 확대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동북쪽 외곽에 위치한 생마르탱 숲

(Bois Saint-Martin)이다. 이곳은 285㏊ 면적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한 녹색지대로, 일부는 코뮌 소유지

지만 대부분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 2000년에 

코뮌이 해당 숲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가 18년이 지난 

후 소유자들의 의지가 바뀌면서 일드프랑스 레지옹이 

270㏊를 매입하였고, 코뮌이 인접 구역인 12㏊를 

매입하였다. 생마르탱 숲의 그린벨트 조성은 일드

프랑스 녹지생성계획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했다.

<그림 1> 녹지생성계획에서 선정한 프로젝트(2017)30)

 녹지가 확보되면 지자체는 산림의 보존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확보된 녹지는 레지옹의 

그린벨트 뿐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확보에 기여

하는 공간이 연결된 생태 네트워크 ‘녹색 트램

(trame verte)’에 편입된다. 생태공간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그린벨트의 확대와 녹색 

트램 구성은 국가환경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L'Institut Paris Region. 2005. La ceinture verte d'Île-de-France, 
un espace de vie à réinventer. 
https://www.institutparisregion.fr/nos-travaux/publications/la-ceint
ure-verte-dile-de-france-un-espace-de-vie-areinventer/#:~:text=Le
s%20objectifs%20d'une%20nouvelle,un%20%C2%ABespace%20de
%20vie%C2%BB%20%-C3%A0 (2021년 6월 10일 검색)
Régio nal d'Île-de-France. 2019. Création d'espaces verts pour 
tous : le Plan vert d’Île-de-France. 
https://www.iledefrance.fr/creation-despaces-verts-pour-tous-le-pl
an-vert-dile-de-france (2021년 6월 10일 검색)
Val-d e-Marne. 2018. Le Bois de Saint-Martin, futur maillon de 
la ceinture verte régionale. 
https://94.citoyens.com/2018/bois-de-saint-martin-region-idf,13-1
1-2018.html (2021년 6월 10일 검색)

30) 자료: https://www.iledefrance.fr/creation-despaces-verts-pour- 
tous-le-plan-vert-dilede-france (2021년 6월 10일 검색)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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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과 규제 사이에 놓인 그린벨트 정책 추진

 미국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는 16세기 초 종교

개혁 이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탄생한 재세례파인 

아미쉬(Amish) 교도들이 그들만의 신앙, 언어, 문화 

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지역이다. 자동차 대신 마차를 끌고, 

전기 대신 프로판가스와 대체 에너지를 주 연료로 

사용한다. 농경생활을 하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들이 현대 문명의 이기와 

철저히 거리를 두고, 인근 필라델피아 등지의 대

도시가 가진 흡입력에서 생활터전을 보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지자체가 

이 지역을 도시성장개발 규제지역31)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랭커스터 

지역은 카운티 종합계획32)에 따라 40여 개의 

성장개발 규제구역33)으로 지정되어 있고, 큰 규모의 

농지와 녹지환경이 보존되고 있다(Daniels 2010; 

CRPA, n.d., <그림2> 참조).

<그림 1> 랭커스터 마을 풍경34)

31) UGB: Urban growth boundaries

32) City of Lancaster comprehensive plan

33) growth boundaries

34) 자료: Reese 2013.

<그림 2> 랭커스터 성장개발 규제구역 현황35)

 이하에서는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인근 지역

으로 무절제하게 도시가 팽창하는 현상, 즉 스프롤

(sprawl) 현상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

하여 균형 있는 도시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린벨트 제도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은 그린벨트 실시에 앞서 용도별로 지역을 

분리하여 토지이용과 건축개발을 규제하는 조닝

(zoning)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해 왔다. 조닝 제도는 

1908년 L.A., 1916년 뉴욕 맨해튼 지역의 고층

건물 건설로 인한 인근지역 재산가치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3년 기준으로 

약 92%의 지자체에서 개발관리 수단으로 운영

하고 있다36). 미국은 이러한 조닝제도를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그린벨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세 가지 형태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농지전용 거주지역에 단독주택 허용가구 수를 

제한하여 상당 규모의 농지를 개발의 위협에서 

35) 자료: Daniels 2010.

36) Gabb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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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안정

적으로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주거밀도를 낮추어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Daniels 2010, <표 1> 참조). 

반면에, 인위적으로 주거밀도를 낮춤으로써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주택 버블(housing bubble)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에 반발하여 최근에는 주택

시민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기존의 저밀도개발 

대신 고밀도개발을 허용하자는 임비(YIMBY)37) 

운동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38).

<표 1>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을 통한 주요 

카운티의 농지보호 비율39)

 다음으로는, 도시성장개발 규제지역을 설정하여 

경계 내 토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허용하고, 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로 

손꼽히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1973년 주지사 

톰 맥콜이 도시성장개발 규제지역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1979년부터 광역행정기관인 메트로

(Metro)가 지역의 미래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대도시권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를 통해 도시 내부의 집약적 성장으로 일자리와 

젊은 고학력층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기도 했지만, 

37) 임비(YIMBY): NIMBY(not in my back yard)의 반대 개념으로, 
‘yes, in my back yard’의 약자. 주거난 해결을 위해 집을 더 
짓자는 운동으로,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소냐 트라우스
(Sonja Trauss)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세입자 연맹(SFBARF)을 
결성하면서 시작됐음.

38) Cha 2021

39) 자료: Daniels 2010

동시에 집값 폭등으로 인해 외곽으로 벗어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여러 개의 위성도시가 

생겨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40).

<그림 3> 1979년 오리건 도시성장개발 규제지역41)

 마지막으로, 임의지역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될 경우 해당 지역의 개발권과 이용권을 분리시켜, 

토지이용권은 토지소유주에게 남겨두고 개발권은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환경과 경제면에서 불건전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를 개

발권양도제42)라 한다. 미국은 1968년 뉴욕시에서 

역사적 건축물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전법43)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하였고, 지금은 

우량농지 및 공지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익 우선의 

규제조치로 손해를 보게 되는 토지소유주에게 

개발권 이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뉴저지주의 

파인랜드나 캘리포니아주의 몬터레이처럼 개발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개발권 은행(TDR Bank)을 

설치함으로써 개발권양도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그린벨트 관련 정책은 주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조닝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저밀도개발, 

도시성장개발 규제지역 설정,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균형 있는 개발규제정책 

40) O’Sullivan 2019; Beyer 2017

41) 자료: Wood 2020.

42)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43) Landmark pre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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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권에 

따라서 그 방향이 수시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7년에 연방위원회에서는 주거공급 규제로 인한 

가격상승 문제를 이슈화했고, 1990년대에는 이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44)를 개최하여 대규모 조닝을 

변경하는 등의 안을 도출했다45).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확대시켜 2016년 Housing Development 

Tookit를 시행하면 서 지자체의 주거공급 규제

완화를 장려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선거

운동에서 ‘Suburban Lifestyle Dream’를 내세웠던 

것처럼 교외 단독주택 전용 주거지역을 유지하여 

저밀도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30 by 30’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습지, 농지, 해양 면적을 

현재 12%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식의 친환경정책이 자연보호와 

도시개발 사이에서 주택가격 상승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발규제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Beyer, S. 2017. Portland's Urban Growth Boundary: A Driver of Suburban Sprawl. 
https://www.forbes.com/sites/scottbeyer/2017/03/29/portlands-urb
an-growth-boundary-a-driver-of-suburban-sprawl/?sh=3d1be2826
964(2021년 6월 7일 검색).
Cha, H. B. 2021. 친환경·녹지확보 외치다… 미국 집값 불났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11/UVDJ6
A4YEVHU3HJESPXK26XQYI/ (2021년 6월 1일 검색).
CRPA. (n.d.). Growth Boundary. Centre Regional Planning Agency, 
https://www.crcog.net/vertical/sites/%7B6AD7E2DCECE4-41CD-B8E
1-BAC6A6336348%7D/uploads/Updated_GB_Factsheet.pdf (2021년 
6월 5일 검색).
Daniels , L. D. 2010. The Use of Green Belts to Control Sprawl 
in the United State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5, no.2: 
255-271. Gabbe , C. J. 2019. Changing Residential Land Use 
Regulations to Address High Housing Prices: Evidence From Los 
Angel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5, 2: 
152-168, DOI: 10.1080/01944363.2018.1559078. O’Sullivan, A. 2019. 
Curbing Urban Growth Boundaries to Connect Town and Country. 
https://www.mercatus.org/bridge/commentary/curbing-urban-gro
wth-boundaries-connect-town-and-country (2021년 6월 4일 검색).
Reese, D. 2013. Donald Reese Photography. 
https://reesephoto.me/2013/07/ (2021년 6월 7일 검색).
Wood, B. 2020. Debate ongoing whether Portland's urban 
growth boundary increases homelessness. 
https://katu.com/news/local/disagreement-exists-whether-urban-g
rowth-boundary-increases-homelessness (2021년 6월 7일 검색)

44) The Federal Advisory Commission on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using

45) Gabbe 2019

스페인
도시와 자연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

아넬라 베르다(Anella Verda) 프로젝트 2001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는 2001년 바르셀로나 
시의회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그린벨트 조성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국립공원축을 형성하여 자연환경을 보호 및 관리
하고,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연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면적은 3,200㎢로 스페인 
카탈루냐주 전체 인구(420만 명)의 70%에 해당
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카탈루냐주 전체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 
대도시권의 면적은 1973년 2만㏊에서 1992년 
4만 6천㏊로 증가하였는데, 카탈루냐주 전체 인구가 
16.7% 증가하고 토지점유율이 130% 증가한 것에 비해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은 동쪽으로는 지중해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여러 개의 국립공원으로 둘러
싸인 지형이며, 대도시권의 급격한 확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건설과 사업시설 배치 등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탈루냐주는 지속가능한 
대도시권 토지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를 통한 그린벨트 조성을 시작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토지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
하고, 보존된 자연공간을 농업 및 임업공간으로 
구성하는 조경 생태학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토지개발 모델을 촉진하였다. 이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대도시권 내의 세 지역에서 실행
되었으며, 각 지역의 목표는 각각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 복원, 건물·토지를 녹지공간
으로 변화, 전통 종의 식물과 다양한 과일나무를 
복구하기 위한 묘목장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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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르셀로나주 경계(붉은 선)와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경계(흰 선),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가 시행된 세 지역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가 시행된 첫 번째 지점인 
산타 콜로마 데 그라메네트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 복원이 이루어
졌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도시와 자연공간 사이
에서 황폐화된 전환공간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소규모 자연공간을 복원하고, 그린벨트의 
토지사용을 조직화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며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개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열병 
식물인 나무와 관목을 심어 황폐화 지역을 복원
함으로써 화제 위험을 감소시키며, 도시와 자연
공간 사이의 전환 공간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이 프로
젝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영구적인 
관개 시스템으로 농장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황폐화된 지역이 개선되었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주변 공간보존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토지의 사회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곽지역의 경관 및 생태적 복구,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점인 몰레 델 발레스에서는 도시 외곽

지역에 산업단지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섬처럼 

형성된 건물 위주의 토지를 녹지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특유의 종(種)을 사용하여 

산림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자연주의적이고 식물학

적인 관심지역으로 바꾸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도로 및 관개

시설망을 정리하고, 관개를 위한 지하수의 위치를 

지정하며, 프로젝트를 위한 나무와 관목의 위치를 

지정하여 심고, 이 프로젝트를 필두로 두 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도시와 외곽 전원지역 간의 

연결을 위한 전략적 요소로서 ‘도시 연속체(urban 

continuum)’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주의적이고 식물학적인 관심지역으로서의 지중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환경 교육의 적절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지점인 바익스 요브레가트 농업공원에서는 

전통 종의 식물과 다양한 과일나무를 복구하기 

위한 수목원 및 묘목장 설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익스 요브레가트 지역의 

전통 종 및 다양한 과일나무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준비와 

적응, 전통 품종에 대한 연구, 전통 품종 확보 

및 개선과 유지, 기존의 품종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 심기, 현재 상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종의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종의 

전통 과일나무 품종을 수집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소비자 시장의 특정 분야에서 다양한 전통 과일 

품종의 상업적 전망을 형성할 수 있고, 농업공원 

과일 재배자들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할당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품종을 모으기 위한 

생식질(生殖質) 은행을 만들 수 있고, 묘목장의 

상업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통 품종의 상업적 공급을 통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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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정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신선한 농업공원’ 농산물 브랜드를 통해 성장하는 

관련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다.

콜세롤라 관문 프로젝트 2011

 콜세롤라 관문 프로젝트는 2011년 바르셀로나 

시청이 주관하여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공모전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이다. 

앞서 소개한 ‘아넬라 베르다’ 프로젝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자연의 황폐화를 방지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린벨트의 프로젝트였다면, 

이 ‘콜세롤라 관문’ 프로젝트는 그린벨트와 도시가 

만나는 경계선 지역의 쇠퇴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와 도시를 둘러싼 산림지역인 

콜세롤라 국립공원의 연결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림 2> 콜세롤라 관문 프로젝트의 16개 연결 지점46)

 바르셀로나와 도시 외곽의 산림지역 사이 경계선

에는 도시의 외곽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경계선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도시의 움직임과 

46) 자료: http://territori.scot.cat/cat/notices/2011/10/pla_urbanIstic 
_portes_de_collserola_barcelona_3011.php (2021년 6월 11일 검색)

맞물려 경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

젝트에서는 콜세롤라 국립공원과 도시 사이에 

16개의 관문을 지정하였으며, 자연과 도시 사이 

전환공간의 관리, 도시와 공원 사이 지역의 주요 

시설 배치, 녹색축 형성을 통한 자연으로의 연결성 

향상, 녹지가 도시를 관통할 수 있도록 자연과 

도시의 연결을 체계화하였다.

시사점

 바르셀로나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

에서는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필수 불가결한 변화

이며, 이러한 확산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1980∼1990년대에 도시계획을 통해 바다와 도시를 

성공적으로 연결했고, 현재는 도시와 산의 연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도시인구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의 지형상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처럼 산이라는 자연 경계선으로 둘러

싸여 있다는 점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활용 측면에서 참고 및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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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77호),  www.krihs.re.kr]



- 43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7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99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폭원 8∼10차로

․ 연장 7㎞ (600)
조건부

채택
토목

102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강변북로(가양대교∼영동대교) 

․ 폭 8∼10차로, 연장 17.8㎞ (898)
조건부

채택
토목

104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용역

․ 한강조망 가능한 공원으로 재조성

․ 규모 16,200㎡

3,293

(183)

조건부

채택
조경

105 한강공원 CCTV 설치 용역
․ CCTV 설치 현황 조사

․ 신설 위치 선정 등

3,758

(286)

조건부

채택
전기

106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용역
․ 지하4층/지상3층

․ 연면적 15,930㎡ 

61,782

(1,492)

조건부

채택
건축

111
정수생산시설 공정 최적화 

용역

․ 차세대 서울형 정수장 표준모델 

개발 등 (400)
조건부

채택
토목

116
서울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 

타당성 개선방안 검토용역

․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개선방안 검토 등 (5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97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 지하2층/지상4층 

․ 연면적 7,048㎡

20,976

(1,319)

조건부

채택
건축

98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 제트팬(Φ800)설치 11대

․ 터널소화설비 설치 등

7,224

(264)

조건부

채택
기계

100 망우리공원 시설개선
․ 화징실 및 순환도로 배수로 정비

․ 주민 휴식공간(쉼터) 조성 등

1,446

(51)

조건부

채택
조경

101 오동근린공원 조성(성북)
․ 학교숲정원, 암석정원 조성

․ 수목식재, 안내시설 설치 등

1,892

(75)

조건부

채택
조경

103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 지상2층

․ 연면적 9,137㎡

40,488

(1,985)

조건부

채택
건축

109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5,618.395㎡

14,368

(822)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112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

․ 터널연장 1.34㎞

․ 정거장 1개소

145,093

(4,760)

조건부

채택
토목

114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

․ 터널연장 1.48㎞

․ 정거장 1개소

129,967

(4,263)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경제성

검토

13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 지하2층, 주차면수 105면

․ 2,242.20㎡

11,811

(1,653)
- 토목

14
양천구 보건소청사 확충 

건립

․ 지하2층/지상3층

․ 7,660.58㎡

24,961

(1,023)
-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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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7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 7.

건     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등 13건

605 581

교 통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 
사업관리용역 등 6건

497 508

기 계 설 비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류 선별 
부대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3,280 3,111

도 로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24건

3,259 3,203

도 시 계 획
장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전략 
마련 용역 등 6건

688 688

상 하 수 도
2022년 대형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강남지역) 등 30건

7,357 7,349

소 방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 등 
2건

608 578

전 기 통 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 통신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1,727 1,657

정 밀 진 단
서울교통공사 3호선 지축~구파발역 등 6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40건

6,122 6,056

조 경
위례지구 서울권역 조경 및 공원건축물 
설계 용역 등 19건

1,123 1,090

지 하 철
2021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3차) 등 13건

10,105 10,091

하 천
반포천,사당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용역 등 7건

3,493 3,326

기 타
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일대 성곽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6건

622 579

 계 175건 39,486 3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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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한 골짜기 (Uncanny Valley)

 인간이 로봇 등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도도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같은 뜻의 
영어 '언캐니 밸리'라고도 부른다. 1970년 일본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여기서 불쾌함(uncanny)
이란 개념은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먼저 사용한 것이다. 이 '불쾌함'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살아 있지 않아 
보이는 존재가 사실 살아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뜻한다.
 모리에 의하면 인간은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수록 호감을 느낀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인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특정 수준에 다다를 
경우 갑자기 거부감을 느낀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과 
다른 불완전성이 부각되어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과 많이 
닮았다면 호감도는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급하강했다가 급
상승한 호감도 구간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깊은 골짜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 명명됐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은 로봇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간과 
닮은 인형, 3D 애니메이션, 광대, 좀비를 볼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니피 (Not In Your Font yard)

 니피는 수혜시설이 다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Not In Your Front Yard’의 축약어이다. 이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을 내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파생된 말이다. 
님비와 핌피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니피는 
다른 지역의 시설 유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역이기주의에 속한다는 점에서 같다.
 니피는 GTX-C(수도권광역급행열차) 신설역을 둘러싸고 지역 간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등장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역들의 추가 정차가 거론되자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해당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