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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도시철도 인접공사 시 선로안전대책


이 승 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경복대학교 건설환경디자인과 교수

1. 개요
도시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도시가 점차 거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터널, 도시철도, 장대교량, 고층빌딩 등의 대형구조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구조물의
건설 및 노후 구조물의 철거,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대형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
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거대화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도심지 내에 건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구조물의 신축이나 재개발 등 건설공사 시 도시철도 선로 인접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
철도 인접 공사 시 선로 안전 대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철도는 레일에 접촉하여 중량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대규모 운송시스템이다.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선로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나 진동 등에 의해 발생되는 레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철도 레일의 안전성확보 즉, 변위발생으로 인한 탈선 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철도 레일 변위 측정은 철도 침목에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
이다. 기존의 철도 레일의 변위 측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 침목 사이에 경사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침목의 변위를 측정하여 레일 변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레일 자체의 변위를 직접적
으로 측정하는 것에 비하여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1] 기존 레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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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공되는 도시철도나 간선철도에 적용되는 철도 침목은 대부분이 PS콘크리트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방식의 레일 변위 센서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 등으로
인하여 PS콘크리트 침목의 콘크리트부에 균열 및 파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 기존 레일 변위 계측센서 설치 사례

본 고에서는 도시철도 인접공사 시 선로안전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레일 장착식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레일 장착식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는 MEMS 경사변위 센서에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접목한 전자회로와
출력전압에 따른 각 변위 변환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디지털 타입의 계측센서의 기능을
탑재하여 기존 자동계측시스템에 바로 접목이 가능하다. 그림 3은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 시제품을
레일 모형에 부착한 모습으로 PS콘크리트 침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실제 레일에서 발생된
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센서의 설치 전후에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기존 계측기법과 크게 차별성을 가진다하겠다. 그림 4는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 설치 모식도이다.

그림 3.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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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 설치 모식도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센서에서 측정된 결과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통신을 통하여 관리실
(혹은 사무실)에

설치된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며, 서버에 저장된 계측데이터는 시공사, 감리사, 계측사 등

관련기관에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한 그림 6과 같이 계측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관리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계측데이터를 상시 확인 가능하며, 이상
변위 발생 시에는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실시간 자동 통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레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그림 6] 계측 모바일 프로그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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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사례
3.1 서울 ○○ 행복주택 건설공사
대상현장은 서울 ○○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으로 굴착 공사 중 인접 철도 레일 선로의 침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철도 레일에 일정간격으로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4개월간 선로 근접 굴착에 의한 변위 계측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7은 계측센서 설치위치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 8은 현장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계측센서 설치위치

[그림 8] 계측센서 설치 후 전경

레일 장착식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치 후 매 1시간 간격으로 자동계측이 실시되었으며, 그림 9는
대표적인 계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레일 장착식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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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상행선 #17부터 #19지점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로 근접 굴착시공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레일에 변위가 발생되었으며, #17 센서는 상부로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18과 #19 센서는 하부로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 레일의
연속성에 의하여 레일의 한 지점이 침하되면 반대로 연결된 전후 지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15년 7월초 #19 지점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선로 보수작업 후 #19 지점에서
발생된 변위는 보수에 의해 상승된 레일 아래 자갈도상의 안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서울 오류동 ○○ 건설공사
대상 현장은 서울 오류동 ○○ 건설공사 현장으로 기 운영 중인 도시철도 선로 인근에 가시설을
설치 후 굴착 공사가 수행되었다. 공사에 따른 레일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4m 간격으로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 센서를 26개소 설치하여 100m 굴착 공사 구간에 대한 레일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0] 계측센서 설치 전경

[그림 11] 100미터 가시설 굴착 공사 구간에 대한 레일 변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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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은 공사시작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행하였으며, 공사는 2017년 3월에 완료되었다.
그림 11은 100미터 가시설 굴착공사 구간에 대한 레일 변위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미터 가시설 설치구간 중 우각부와 중앙부에서 가장 큰 변위를 보이고 있다. 공사
중 최대 변위는 가시설 우각부인 96m 지점에서 5.965㎜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사 완료 후
철도 레일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계측 결과, 공사 중 발생된
변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며, 계측 종료 시점에 5.361㎜의 변위로 공사 중 발생된 변위가 공사 완료
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서울 ○○ 행복주택 건설공사(도시철도 터널부)
대상 현장은 서울 ○○ 행복주택 건설공사 현장으로 기 운영 중인 지하 철도 터널 인접구간에서
굴착 및 말뚝파일의 시공이 수행되었다.

[그림 12] 계측단면도

[그림 13] 계측센서 설치 전경

레일 장착식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 가시화 경사센서에서 측정된 값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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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레일 장착식 변위 센서와 현장 가시화 경사센서 측정 결과

측정결과 분석 결과, 측정데이터는 안정적으로 획득되었으며 레일과 라이닝에서 발생된 변위는 시기
및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호연관성을 가져 측정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철도교 교량받침 교체 공사
대상 현장은 철도교 내진성능보강 공사 현장으로 기 운영 중인 철도교 보(거더)구조물을 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교량 받침을 교체하는 공사가 수행되었다. 보(거더)구조물의 인상에
따른 자갈궤도상의 레일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레일 장착식 변위 계측 센서(길이 2m)를 인상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측 각 3개(6m)씩 총 12m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였다. 설치 후 교량의 보(거더) 인상에 의해
발생되는 레일 변위는 5분 단위로 자동 계측하였다

[그림 15] 계측센서 설치 현황

[그림 16] 보(거더)구조물 인상 전경

교량받침 교체를 위한 보(거더)구조물의 인상에 따른 계측 센서별 측정값은 그림 17과 같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인상지점 인근의 측정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인상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측정값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예상한 결과와 유사한 형태의 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 센서별 측정 결과

[그림 18] 보구조물 인상에 따른 레일의 누적 변위

그림 18은 보구조물의 인상에 따른 시간에 따른 레일의 누적 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인상 직전의
변위를 기준 값으로 인상 직후 5분 간격으로 220분까지 측정된 레일의 누적 변위이다.

인상 작업은 보(거더)와 교각사이에서 유압장치를 설치하여 최대 2㎜를 인상하였다. 인상에 따른 레일의
변위는 인상지점에서 최대 약 1.5㎜의 변위가 측정되어 실제 변위보다 작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자갈
도상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인상 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상 지점에서 측정된 누적 변위는 약
0.8∼1.5㎜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 유압 장치의 유압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가 레일의 변위로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언
도시철도 인접공사 시 선로 안전관리를 위한 레일 장착식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계측센서의 설치와 철거에 따른 PS콘크리트 침목 및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설정된 계측주기에 따라 안정적으로 계측데이터가 수집되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철도 레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기법은 계측 센서를 레일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으로 레일 변위를 직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존의 침목의 변위를 측정하여 레일의 변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에
비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본 기법을 선로변 근접 공사 관리에 적용하면,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 신속하며 경제적인 철도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이승원, 이근호, 유지형, 김대성, 선로변 근접 공사관리에 적합한 철도 레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철도
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6.05, pp.485-490.
[2] 이승원, 김대성, 이근호, 유지형, 레일 장착식 경사변위센서를 이용한 현장계측 사례,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
대회논문집, 2018.05, pp.310-311.
[3] 이승원, 김대성, 이근호, 천해광, 유지형, 도심지 철도터널 인접구간 공사에 따른 현장계측 사례 분석, 한국
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8.10, pp.483-484.
[4] 이승원, 김대성, 이근호, 유지형, 철도교 교량받침 교체에 따른 레일 변위 계측 사례 분석, 한국철도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2019.05, pp.184-185.

》 지식정보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서울시가 ｢서울서베이｣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해 최근 사회·문화·경제 변화의 주축
으로 떠오른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1)의
특징과 경제활동, 사회인식 변화를 처음으로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MZ세대 인구는 약 343만 명('20년
기준)으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35.5%를 차지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집단으로 조사됐다.
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더 좋은 직장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직 하겠다’ ‘수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경향이 5년 전에 비해
더 컸고, 베이비부머 세대2)보다 더 뚜렷했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컸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5년 전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심해
졌고, 자신보다는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이동이
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MZ세대의 거주형태,
직업과 경제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MZ세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MZ세대를 M세대와 Z세대로 구분했으며, 베이비
부머와 비교했다. 또한, 각 세대별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MZ세대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분석｣
결과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02)2133-4365〕

2021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
<서울 서진학교> 선정

서울시는 2021년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에 ‘서울서진학교3)’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총 2점으로 JTBC빌딩4)과 집집마당5)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일반건축 8점, 녹색건축 1점으로 총
9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일반건축 부문에는 레시오
빌딩 트리폴리6), 마곡119안전센터7), 양천공원
책쉼터8), 여담재9), 연세대학교 법인본부10), 인왕산
초소책방11), 인왕3분초 숲속센터12), 피겨앤그라운드13),
녹색건축 부문에서는 여의도 포스트타워14)가 선정
되었다.
건축명장은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 1점에 대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법인본부15)가 선정
되었다.
전문가 심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시민투표(엠보팅)는
7,325명이 참여16)하여 시민공감특별상 3작품이
선정되었다.
3) 설계: 유종수, ㈜코어건축사사무소
4) 설계: 이충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5) 설계: 신성진, 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6) 설계: 김성민, 맵스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7) 설계: 권경은, 오피스경
8) 설계: 김정임, ㈜서로아키텍츠
9) 설계: 천장환, 경희대학교
10) 설계: 최문규, 연세대학교
11) 설계: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1) MZ세대는 1980∼2004년생(2020년 기준: 16~40세)을 지칭한다.
1980~1994년 생(2020년 기준: 26~40세)을 일컫는 ‘M세대(밀레
니얼 세대)’와 1995~2004년 생(2020년 기준: 16~25세)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
2)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1963년생(2020년 기준: 57~65세)을
말한다.

12) 설계: 조남호,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13) 설계: 전숙희, ㈜와이즈건축사사무소
14) 설계: 정영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5) 시공: 허진영, ㈜이안알엔씨
16) 1인당 최대 3작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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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39회를 맞이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시설로 정비하고, 사계절 다양한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예술적, 기술적

이벤트가 이어지는 복합 나들이 공간으로 만들

가치를 구현하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예정이다.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약 28,000㎡ 규모의

서울의 건축문화와 기술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를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를 마치고, 8월 말 공사를

시상하여 격려하는 서울시 건축분야의 최고 권위의

시작했다.

상이다.

새롭게 조성될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은 한강의

올해는 총 84작품17)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가운데 7월 23일 서류심사와 8월 5일, 6일 이틀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의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물놀이 공간은 크게 ‘원더풀(Wonder Pool)’, ‘조이풀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건축주
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념동판이 수여된다.
‘2021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은 9월 8일(수)

(Joy Pool)’,

‘유아풀’로 이루어지며, 그 외에 잔디

쉼터, 숲속산책로,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어우러져 도심 속 휴식을 선사한다.

‘2021 서울건축문화제’ 개막행사에서, 수상작 전시는

물놀이장의 메인 공간인 ‘원더풀(Wonder Pool)’은

9월 8일(수)∼9월 20일(월) 서울건축문화제 전시

약 4,450㎡ 규모로 탁 트인 공간에서 한강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02)2133-7103〕

설계되었다. 특히, 한강 방향에 인피니티월(Infinity
wall)을

서울시, 잠실한강공원에 사계절 즐기는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첫 삽

조성하여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느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르락내리락 자연스러운 지형 변화를 살린 최대
수심 60㎝의

‘조이풀(Joy Pool)’은, 분수 등 수경

시설들을 활용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이풀(Joy Pool)’ 양 옆으로는 어린이
및 영유아 중심의 ‘유아풀’과 ‘모래놀이터’가 자리
하여 가족 방문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 공간 외에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물빛길’과 낮에는 푸르른 나무, 밤에는 아름다운
잠실한강공원에 새로운 형태의 자연형 물놀이장이
생긴다. 여름철 물놀이는 물론이고, 사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나들이 공간
으로 조성된다.
한강 수영장 운영이 코로나19로 2년째 중단된
가운데,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조명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숲속산책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쉼터’와 ‘숲속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여름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수영장과
달리, 새롭게 조성되는 자연형 물놀이장은 한강을
배경으로 사계절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져 이용
시민의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한다. 플리

17) 신축 69, 리모델링 15, 녹색건축 4(신축 3, 리모델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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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요가 등 행사와 야외 공연, 썰매장 등 계절에

/식재),

맞는 이벤트가 펼쳐져 사시사철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원예, 산림으로 총 5개 분야이다.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해당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02)3780-0847〕

분야(조경·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서울시, 「제5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공개모집

종사한 자, ▴해당분야(조경·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건설

서울시는 공원녹지 및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특급기술자, ▴공공기관

시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공원녹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또는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제5기 서울형 공공조경가」를 공개모집했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설계과정에 참여 실적이 있는

「서울형 공공조경가 제도」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다. 자신의

우수한 전문가를 공원녹지분야 정책에 참여시켜

재능을 펼칠 의욕적이고 의식 있는 젊은 전문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

(만 45세 이하)를

우대하며 업계·학계, 경험·연령,

환경 디자인을 계획하여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이고자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선정할 예정

시행하는 제도이다. 공공조경가의 주요 역할은

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4〕

▴공원녹지 비전,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 자문,
▴공원문화 활성화 등 자문, ▴공원녹지 시민참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공원녹지 시설 및
디자인 자문,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MP 참여,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서울시, 신한카드-산림조합, 공릉동
훼손된 녹지 ‘걷고 싶은 숲’ 탈바꿈

▴공원녹지사업 관련 프로젝트 참여, ▴도시계획
등 타 부서 협의에 따른 자문 등이다.

서울시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노원구 공릉동 소재(공릉동 64-1) 훼손된 녹지

그간 활동하던 제4기 서울형 공공조경가 임기가

공간(860㎡ 규모)을 ‘걷고 싶은 숲’으로 탈바꿈 시킨다.

9월 만료됨에 따라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제

불법적인 경작으로 녹지가 훼손돼 시민이 접근

5기 서울형 공공조경가를 새롭게 구성한다.

하기 어려웠던 공간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제5기 서울형 공공조경가는 ‘공공조경가 40명’,
‘자문단 20명’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공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
한다.

조경가 20명과 자문단 20명은 연임을 희망하는

서울시는 ‘걷고 싶은 숲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기존위원과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신한카드 주식회사, 산림조합중앙회와 체결했다.

받은 추천자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고, 나머지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걷고 싶은 숲’ 사업의 기본

공공조경가 20명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

한다.

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카드와 산림조합은 재정지원,

모집분야는 조경(계획/설계), 조경(시공), 조경(식물

설계, 공사시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오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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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완료를 목표로 한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메타파크’는 ▴정문 ▴팔각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심 경관도 개선하고 미세먼지 및

▴식물원 ▴숲속의 무대 ▴놀이공원(수영장) ▴
포시즌가든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실제 정문을 그대로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11〕

재현한 메타버스 속 정문으로 입장하면 랜드마크인
팔각당이 중앙에 보인다. 3층으로 이뤄진 팔각당

3D 기상세계 메타버스에 ‘서울어린이
대공원’ 개장…“아바타로 놀러오세요”

에는 어린이대공원이 개장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는 도심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도
마련돼 있다.
팔각당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식물원과 숲속의
무대가 있다. 식물원 역시 실제 식물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구현했다. 전시 공간(1∼2층)과 온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꽃으로 꾸며진
사계절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숲속의 무대는
아바타들의 공연이나 단체 액티비티 기획 등 자유

앞으로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을 3D가상세계 메타

롭게 활용할 수 있다.

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의 주요

팔각당 왼편에 있는 놀이공원에는 물놀이를 할

랜드마크를 실제처럼 구현한 가상공간 속에서

수 있는 수영장도 있다. 실제 어린이대공원엔 없지만

사계절 정원을 즐기고 도심 야경도 감상할 수

메타파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공간으로, 아바타를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년대까지 어린이들의

이용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메타파크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장도 재현돼 아바타로

곳곳에 포토존을 마련해 인증사진, 친구 아바타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18)에 ‘서울어린이

하는 다양한 시민 경험 프로그램을 메타파크와

대공원 메타파크’를 8월 19일 오픈했다.

연계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페토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검색하면 맵으로

아울러 메타파크 오픈 기념 이벤트도 9월 30일

이동할 수 있다. 제페토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까지 진행한다. 메타파크 안에 숨겨진 대한민국

아바타로 메타파크를 즐기고 다른 이용자들과

위인 동상을 찾아 인증샷을 남기고 피드에 ‘어린이

어울릴 수 있다.

대공원 메타파크’ 태그를 붙여 올리면 자동으로

18) ‘제페토’는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다.
유저의 80%가 10대일 정도로 MZ세대의 메타버스 놀이터로
각광받고 있다. 제페토에선 유저들이 직접 아이템과 맵을 제작
할 수 있고 셀카나 다른 아바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팔로우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50여명을 선정해 음료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메타버스 전략TF (02)345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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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지역‧동네‧나만의 정원

투표에 참여하여 선정할 수 있는 ‘푸른도시 특별상’을

함께 나누는 ‘푸른도시 서울상’ 공모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일구어낸 우리지역, 우리
동네, 나만의 정원을 이웃에게 선보이고 향유할

도입하였다. 장려상 이상 대상지 중 시민의 눈높이
에서 아름다운 정원 4개소를 정하고자 하며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푸른도시 서울상」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07〕

콘테스트 공모를 9월 24일(금)까지 진행한다.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는 서울시 전역 동네
(골목길·자투리땅),

학교, 공공청사, 건물‧상가, 개인·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공간 속에서 꽃과 나무를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심고 가꾸어 정원을 조성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11월 5일(금)에 개최한다.
응모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골목길이나 자투리땅,
동네, 학교, 건물·상가나 개인·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19)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등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정원 조성,
텃밭 가꾸기 등 꽃과 나무를 정성과 사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
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을 추천해도 된다. 9월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

24일(금)까지 사연과 사진을 담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11월 5일(금)에 우수사례 30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
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2개 팀,
“우수상” 4개 팀, “장려상” 10개 팀, 새싹상 10개
팀, 특별상 4개 팀 총 30개 팀에 서울특별시장상을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여한다. 시상금은 총 47백만 원이다. 대상, 우수상,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장려상 등 16개 본상과 별개로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금년 11월

녹화사례에 대해서도 새싹상을 수여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시상금은 총 3백만 원이다. 시상금과 별개로 ‘푸른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시 서울을 만드는 새싹’을 상징하는 인증물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민이 직접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4〕
19) 2021.9.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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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통
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산대교

본선 개통

및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심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의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
만에 완공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며 만성적인

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요금은 2,500원이다.

교통정체가 발생했던 서부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

2015년 3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뚫린다. 약 5만대의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교통량을 분산해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

3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며 통행료로

도로 진입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수익을 낸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최고제한속도 80㎞/h).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복지 효과를 높이고 대기질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한강의 31번째(서울시구간 26번째)로 건설되는 교량

9월 15일(수)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월드컵대교’도 개통돼 하루 평균 8만대 이상이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모든 승용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성산대교 교통량이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일평균 15만대→12만대로 약 21% 감소해 주변

이하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이하) 등이 통행이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 유류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국내 지하도로 내 최초로 고속 주행 중 차량번호가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인식돼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월드컵대교(본선)’를 9월1일 동시 개통했다.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이패스,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본선) 개통으로 ‘서울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

자동으로 이용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된다. 하이

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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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어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월드컵대교의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상징인 사장교 주탑은 우리전통의 석탑과 당간지주,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학과 청송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었고, 마포나루

방법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http://suway.co.kr)

‘황포돛대’의 향수를 주탑과 케이블의 비대칭으로

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표현했다. 2000년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2006년 실시설계 완료,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난시설과

2010년부터 공사를 착수했다. 2014년 수상구간의

방재시설이 방재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됐다.

교각 15개소를 시공하고, 2018년 월드컵대교의

피난시설은 대인용 24개소(250m 간격), 차량용

상징인 사장교 주탑을 2020년 차량이 통행하는

16개소(750m 간격) 등 총 40개소의 피난통로가

부분인 강교거더를 거치했다.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진입차량 통제 후 반대편
터널로 신속대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재경보
발생 시 화재 발생구역을 관제실(CCTV)에서 실시간
확인되며, 방수구역을 선택해 소화펌프를 가동,
5m 간격으로 설치된 물 분부 노즐에서 방수돼
화재가 진압된다. 특히, 지하도로에 전용소방차
5대가 상시 배치돼 있어 화재진압 및 구조구난
작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용소방차
에는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압축공기포)가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로 주탑의

탑재돼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돼 일반도로로 바뀐다. 오는
2024년까지 보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및 평면
교차로 등이 설치되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구간(성산대교남단∼소하JCT, 12.4㎞) 중 성산

경사각은 78도이며, 높이(100m)가 가장 높은 교량
이다. 대칭인 사장교는 올림픽대교, 행주대교 등이
있으며, 주탑의 높이는 종전 올림픽대교 88m에서
월드컵대교 100m로 12m 높아졌다. 월드컵대교
주탑 하부에서 기초까지는 27m로 전체 길이는
127m이다.

대교남단부터 금천교 부근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월드컵대교’는 향후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해제되며, 최고제한속도는 80㎞/h → 60㎞/h로

들이 한강을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도록 주 경간

하향 조정된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이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서구 염창동·
영등포구 양평동간을 잇는 연장 1,980m, 너비
31.4m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서부간선도로와

225m로 한강위에 설치된

교량 중 경간이 가장 넓다. 올림픽대교(300m)가
가장 넓지만 주탑 4개(29.6m)와 양측 교각으로
분할돼 실제 경간은 138.2m이다.

내부순환로를 직접 연결한다. 이름은 ‘2002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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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었으며, 교량하부 이동식 점검시설
및 레일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됐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다. ①내부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20)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간선지하도로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
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

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
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또한 오는 2022년 12월에는 공항대로와 안양천로
에서 월드컵대교를 바로 진입하는 램프와 월드컵
대교에서 공항대로로 진출하는 램프가 개통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
(안 제2조제1항)

강서구 및 양천구 지역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1)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한편, 지난 7월 세계적인 케이팝(K-POP) 대표
아이돌, 서울시 홍보대사 방탄소년단(BTS)이 월드컵
대교를 배경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최장(9주)

사항을 추가
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
1)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1위를 기록한 ‘Butter’ 뮤직비디오를 찍어 미국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인기 TV 토크쇼 ‘지미 팰런쇼(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

방영되었고, 영상은 유튜브

(https://youtu.be/dnpC9YaosIY0)에서

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6〕

조회 수 1,500만 가까이 기록되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바 있다.
시는 방탄소년단의 MV를 통해 세계에 알려진
‘월드컵대교’가 한강을 횡단하는 교통수단이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능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
하고 탄소중립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
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

〔안정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3〕

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2〕
20) 법률 제18340호, 2021.7.27. 공포, 2021.10.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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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이

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개정(2020.12.22.)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권 확대(안 제34조)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가.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1) 법 제2조 “간이화장실 정의 조항”이 법률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

개정으로 “제3호의2” 가 “제4호”로 변경

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되어, 변경된 법률 조항을 시행규칙 조항에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안 별표2, 별표2의2)

개정

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안 제4조의2)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1)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별표1】

설치하는 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신설
2) 【별표1】주요내용
- (제1호) 기저귀교환대 종류 : 설치형(주로 벽,
기둥 등에 고정) 및 비치형
- (제2호) 기저귀교환대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다.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규제 완화

등 설치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별표1)

- (제3호, 제4호)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 및 설치

1)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 등을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방법
- (제5호, 제6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 및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제7호)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행위를 추가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 (제8호)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 (제9호)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치 후 파손, 갈라짐 등 확인)
- (제10호, 제11호) 기저귀교환대 정기·수시점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험·검사 방법

행정안전부는 법률 인용 조항 정비 및 공중화장실
등 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자귀교환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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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제13호)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3) 규제의 재검토(안 10조)

다. 소방기술자 자격·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안 별표4의2 개정)

-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별표1】
신설과 관련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경력을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

개선 조치

1) 소방관련 특수목적·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학·경력 인정범위 마련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2021.4.20.)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1.5. 및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기술자

국토교통부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에

경력인정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하고,

가.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1)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건축물을 건축
하는 사업이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하고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

3)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규모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안 제9조제1항)

및 운영기준(안 제24조의2, 별표4의7 신설)

1)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인

1)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건축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2)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통합수립 근거 마련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 25%이상은

(안 제9조제8항)

1)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에
대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광역교통

실습교육

개선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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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

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자격 기준 구체화(안 제5조)

(별표2)

1)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기술사, 교수, 박사

1)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 직업군과 실무 경력(‘박사: 2년’, ‘석사: 5년’

시점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로 규정

등)으로

명확화

다. 통합적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2〕

(안 제23조)

1) 관계기관 합동 가뭄 예·경보 체계 운영을

「사방사업법

시행령」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일부개정(안)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예·경보 자료의 검토

입법예고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산림청은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라. 폭염·한파대책 수립 시 포함사항 규정

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

1) 지역별 폭염·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방
사업법」이 개정2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수교육 기준 개선
(안 제58조, 별표3의3)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 방재대행자를 기술인력으로 우선 등록 후,

9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보수교육을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2-4271〕

받고, 이후 이수일로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마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의
위탁(안 제73조)

(안) 입법예고

1)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업무를 기관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 됨에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추가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명확화(안 제16조의2)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

1)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 이상일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수행기관 명시(안 제3조)

수립토록 명시

1)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아. 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7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방재 안전관리에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관한 전문기관을 명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21) 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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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 별표7)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65〕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인증 및 인증 유효
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

관한 법률」이 개정22)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인증

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

의무시설 범위를 정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연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입법예고한 종전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전문

사항을 정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교육 가운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문화재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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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

마련(안 별표 3 제2호가목)

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
교육으로 세분화함

22) 법률 제16739호, 2019.12.3. 일부개정, 2021.12.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6.8. 일부개정, 2021.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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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다. 별표 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의 경관 및 토양조사 관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목을 보완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 함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1) ‘1.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 조사는 이용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밀도가 높은 곳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신설한

대한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별표 1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도록 함

조사항목 중 ‘1. 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정도’와
2) ‘2.주변환경’의 각종 조사는 복원대상지 경계
‘3. 기반환경’의 ‘나. 토양현황’ 조사 항목 등을
로부터 1㎞, 대상지 소재 읍·면·동 등 대상지와
보완하고 조사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산림복원사업
유의미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하도록 함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3.기반환경’의 ‘나.토양현황’ 조사는 토양
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사업시행 1년
시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를
하고, 토양분석 시료의 채취방법 및 시료 수
구체화 함(제5조)

등을 구체화함

1) 사업대상지가 「산림보호법」 등 법정 보호·
4) 또한, 토양오염의 확인 항목을 신설하여 중금속
보존지역, 통제(보호)제한구역, 국민의 생명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및 재산 등 피해 우려지, 국가 시책 등 복원이

실시하도록 함

시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나.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

라. 기타 용어 및 문맥 정리, 항목 구체화 등

하기 전에 결과보고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1)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삭제
하고, 반복되는 문구의 상용구 정의, 조사
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 등 정비

들을 수 있도록 함(제8조)
1)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
하도록 하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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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신설함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3〕

2021년 8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제118차 가락시장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심의
○ 신축 건물로 이전한 후 현 청과시장 건물은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철거할 예정이므로 보수·보강 안이 달라져야
함. 보수·보강 개략공사비를 단기(1순위), 중기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2순위),

○ 접속방법

장기(3순위)로 산정하였으나, 계속 사용

하는 건물에 적용하는 분류임. 본 건물의 사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연한 4∼5년을 감안하여 사용성에 대한 보수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부위와 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기
바람. 특히, 중기(2순위)에 있는 지붕 방수층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파손·들뜸은 시급히 보수하여야 함
○ 청과시장동은 2025년 철거예정이므로 내진보강
■ 제110차 행당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안과 중·장기 보수·보강 안은 적용이 불가능할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깊이 0.3㎜ 미만의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완성도를 높여 제출하기 바람

균열에 대해서도 주입 보수를 적용할 것
○ 시설물 전체 안전등급은 B등급이나 배수암거,

○ 구조물의 현대화 실행 전에 사용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 및 관리 범위를

물받이 및 날개벽 등은 상태 평가 결과가 C
등급인 것을 고려하여 보수 계획 수립할 것

확정하여 요약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람
○ 지붕방수는 우레탄 방수 대신 경량 판넬을
덧씌우는 공법으로 검토 바람

○ 향후 진단 수행 시 대상시설물과의 연계시설
(펌프장 등)과

통합하여 과업이 이루어질 수
■ 제119차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

있도록 진단주기 및 시설물 조정 검토할 것

네트워크 조성 설계심의
■ 제117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 인왕시장 정비사업, 홍제 재개발구역, 강북횡단선
개발 등 사업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설계심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를 설계 내용에 반영 필요

○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공유재산 내

정리하여 설계 반영 타당성을 제시할 것

영구시설물 축조 등을 위한 서울시 관련 부서들

○ 매립층(내부마찰각 및 변형계수), 변형계수(점토실트,
모래, 자갈, 풍화토층)

등 지반정수 재검토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바람

과의 협의 필요
○ 도심지 굴착공사로 인하여 지하철 3호선(터널)
및 주변 건물들의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 발주부서는 향후 입찰안내서 작성 시 각 심의

계측항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위원 의견 중 입찰안내서에 반영되어야 할

○ 교통소통대책수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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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들을 검토하여 계획할 것

■ 제120차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

■ 제122차 목동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

구축 용역발주심의

전진단심의

○ 본 과업 내용 관련 서울시 구축 데이터 활용

○ 내구성 조사는 구조부재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

할 것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중요부위 또는

- 하천생태팀에서 구축한 하천관리전산시스템 내

취약부위에 대하여 주기적 내구성 조사가 수행

자료를 확인하여 수치해석 및 시스템 구축을

되도록 할 것

위한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본 과업을 통해

○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해석 시 현재 상태의

추가 생산된 데이터가 하천관리전산시스템에

재료 물성치 반영 및 가장 위험 단면 또는

추가되어 서울시 한강 및 하천 통합데이터

조건에 대한 구조검토(지진하중 포함)가 우선

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상호 협조가 되도록 할 것

되어야 하므로 구조해석결과 이력관리가 이루어

○ 본 용역 완료 이후 본류와 지천의 모니터링

질 수 있도록 할 것

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할 것

- 추후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시 안전성평가

- 본 과업은 한강 본류와 지천의 유입 양상에

선택과업 추가 필요 여부 검토할 것

따라 매우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므로, 모델에

○ 전차 점검 또는 진단 시 시행한 각종 재료시험

의한 수위예측 결과가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재료

실측자료에 근거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한

시험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보정이 필요함
○ 침수위험정보 알림서비스, 데스크탑용/모바일용

■ 제123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광장공사

개별 웹 시스템 서비스의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관련 사항 추가할 것

보완·발전) 설계심의

○ 월대우회도로(사직로)에서 세종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수를 2→1차로로 축소 바람직

■ 제121차 창릉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 월대 우회도로 포장패턴이 다양하여 시공성

용역발주심의

및 내구성에 불리하므로 포장 단면 및 구역

○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지 조사
하여 이에 대한 처리게획 등 하수시설 정비에

정형화(재조정) 필요
○ 수목 교체 등 유지관리 및 수목 생육환경을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

고려하여 시설물 규격 및 포장면적을 계획할 것

○ 도시하천에 적합하지 않은 대하천 관련 계획과

○ 수경시설은 저수조 청소, 펌프류 유지관리 등을

내용들은 도시하천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

위한 인력 작업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수질은

○ 호안 보호공법 적용 시 비탈면 안정화(사면안정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

해석)

확보를 전제로 소류력, 유속 등을 고려

하여 호안(녹화)기법을 검토할 것

하도록 계획할 것
○ 설계도면상 천창 물구배는 1/100으로 빗물 고임이

○ 횡단시설물 계획 시 생물이동통로 단절 및 생물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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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므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경사도를
5/100 이상으로 검토

○ 세종대왕 동상 주변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 제126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있으므로 노면수 처리를 위한 배수처리계획

건설공사 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마련 필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방위 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역사에 민방위 경보장비 설치
및 통신방식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할 것

■ 제124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상충되는 항목 삭제
및 과업내용을 보완 작성할 것

○ 전차선로 실시설계조건의 가선장력을 실정에

○ 설계 적용기준 법령 현행화로 설계오류가 발생

맞게 수정

하지 않도록 할 것

○ 과업내용 및 성과품 작성 기준을 보다 구체적
으로 보완 및 추가하여 제시할 것
○ 설계 적용기준 법령 추가 및 법령 현행화로

■ 제127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의 설비와 호환 및
■ 제125차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공사
기간 적정성 심의

Interface를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설계 과업범위에 운전시격 시뮬레이션 작성,
운전선도 작성, Fail-Safe 내용을 추가하는

○ 세부 예정공정표상 B4∼2층 구간 구조물 공사가

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내용을 보완

완료되기 전 시스템 동바리 해체 및 정리가
예정됨. 최종 콘크리트 타설 존의 슬리브 타설·
양생 후 해체하는 것으로 반영할 것

작성할 것
○ 설계 적용기준 법령 현행화로 설계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 공기 산정 시 토목공사에 대한 검토가 생략
되어 있으므로 토공, 흙막이공, 가시설공 등
토목 공종에 대한 설치, 해체 시 상세 검토를
추가하여 반영할 것
○ 각종 기계설비는 장비패드 설치가 완료된 후

■ 제128차 강남순환도로(성산방향) 연결램프
설계심의
○ 계획성
-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 협의 내용을 보고서

반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비패드
타설·양생 기간을 공기 산정에 반영할 것

내 상세히 수록하기 바람
○ 안전성

○ 공기 산출 중 스티로폼 감용기 현장설치를 1일로

- 폭우 시 보강토옹벽의 붕괴사고가 빈번하므로

산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

안전성 검토, 배수설계 등 보강토옹벽 설계

되므로 설치기간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기준을 준수하여 철저히 설계하기 바람. 아울러,

○ 전기·소방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에 시운전

안양천에 인접해 있으므로 우기 시 수위 상승을

일정 및 공인기관 사용 전 검사와 준공검사

고려한 보강토옹벽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일정을 반영할 것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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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형 옹벽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으로 기존
제방이 훼손되는 구간에 대한 보강 대책 필요

■ 제13차 강남순환 연결램프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2건을 제안하여 51건 채택

○ 시공성

(채택률 98.1%)

- 고속도로, 강남순환 하부 기아대교 등 통과
구간에 대한 면밀한 시공계획 검토 필요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8,377백만 원에서 1,312백만 원
절감(절감률 3.4%)

■ 제131차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계획심의

비용(C)
(절감률)
3.4%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른 보정계수를
재검토하고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에 따른

성능(P)
(개선율)
6.2%

가치(V=P/C)
(향상률)
9.7%

○ 주요대안내용

투입인원 적정성 검토

- 계획성 향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 자립식 Sheet-Pile 및 H-Pile 미적용
⇒ 안양천 제방도로와 저촉을 최소화하는
가시설 계획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2021년 8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9차 서서울미술관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시공성 향상
∙ 세굴방지공의 대형사석을 세굴방지블록으로

○ 성능향상

변경

- 아이디어 75건을 제안하여 56건 채택

⇒ 재료수급의 용이성, 유지관리성 고려

(채택률 74.7%)

(증액 154백만 원)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9,796백만 원에서 428백만 원 절감
(절감률 1.4%)
비용(C)
(절감률)
1.4%

(감액 466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이용차량의 재원을 고려한 충분한 시설한계

성능(P)
(개선율)
18.2%

확보

가치(V=P/C)
(향상률)
18.3%

⇒ 기아대교 끝단 우회전 시 시설한계 확보로
주행편의성, 안전성 향상 (감액 48백만 원)

○ 주요대안내용

- 민원환경성 향상

- 시공성 향상

∙ 진출연결로 A2의 Sheet-Pile 존치

∙ 거푸집 슬래브를 데크 슬래브로 변경

(증액 364백만 원)

(감액 24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성능성 향상
∙ 지하2층 주차장 차량동선 및 회전반경 조정

∙ 거더의 종방향 유지관리통로 설치
⇒ 운영 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 시공성 향상

통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 및 유지관리성

∙ 지붕층 단열형식(뿜칠 및 부착형 습식 →

향상 (증액 949백만 원)

데크 일체형) 변경 (감액 3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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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공법(BSCW 공법) (제915호)
(보호기간 :

2021. 06. 01. ～ 2029. 05. 3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비대칭 단면이나 15,000㎡ 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JSP)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JSP)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은 SCW(Soil Cement Wall) 시공 장비인 오거를 사용하여 설계된 근입 깊이까지 후열 소일
시멘트 벽체를 시공한 후 말뚝을 설계된 간격대로 근입한다. 그 후 설계된 근입 깊이까지 전열 소일
시멘트 벽체를 시공한 후 말뚝을 설계된 간격대로 근입한다. 전열과 후열 소일시멘트 벽체 사이에
Jet Grouting 장비를 사용하여 내부격벽을 시공하여 전열과 후열 소일시멘트 벽체를 연결하고 일체
거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본 기술은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일체화시키고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지보재(버팀보, 지반앵커, 레이커 등)가 불필요하여 굴착공정의 시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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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기술의 시공순서도이다.

[그림 1.1] 신기술 시공 순서도

다음은 신기술의 개념도이다.

[그림 1.2] 신기술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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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2.1] 신기술 적용 실적

연번

공 사 명

시 공 자

공 사
기 간

공사규모
(m²)

공사금액
(백만원)

포스코건설

2015.07~2018.09

396,604

1,319

1

송도 더샾 센트럴시티(RM2)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송도 재미동포타운(M2-2BL) 조성사업

현대산업개발

2015.07~2018.09

165,086

4,115

3

가락시영 재건축현장

현대산업개발

2015.12~2016.10

1,566,140

190

4

김해 주촌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신축공사

두산건설

2016.06~2017.12

485,746

1,250

5

평촌 더샾아이파크 현장

현대산업개발

2016.10~2017.12

183,538

929

6

송산그린시티 EAA4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대방건설

2016.12~2019.08

71,761

365

7

송산그린시티 EAB9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대방건설

2016.12~2019.08

143,669

378

8

일산3구역 A2블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HDC현대산업개발

2017.09~2019.10

11,000

1,342

9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호반산업

2017.11~2020.08

102,812

1,739

10

인천청라 A4BL 시티프라디움 신축공사

시티종합건설

2019.04~2021.10

45,015

660

11

인천 테크노파크 AT센터 신축공사

포스코건설

2019.04~2022.04

108,162

382

12

군산디오션시티 A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포스코건설

2019.05~2021.10

38,507

395

13

인천 송도 F25-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포스코건설

2019.09~2021.10

38,507

455

14

인천검단3차 AB10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대방건설

2020.03~2021.03

105,023

2,055

15

서운 계양 DES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이건하우스

2020.07~2020.08

40,276

822

비고

나. 향후 활용전망
2020년 말까지 국내 32개소의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추후 19개소의 현장에 시공 예정 중이며,
동남아시아 및 중국 해안도시의 대규모 지하터파기 공사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외 연약지반 공사
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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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현장별 최대 수평변위 검토 결과
SITE

SITE - 1

SITE - 2

SITE - 3

공사명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산그린시티 EAA4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송산그린시티 EAB9블럭
대방노블랜드 신축공사

설계

11.53㎜

18.47㎜

16.60㎜

계측

9.04㎜

3.02㎜

3.68㎜

비율

78%

16%

22%

대 표
단면도

최대
변위

총 3개 현장에서 측정된 계측변위는 설계 시 대비 최대 78%, 평균 20% 내외의 변위가 발생된
것으로 계측되어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기술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연약지반(N<5)에서 시공이 가능하며 별도의 지보재 없이 자립이
가능함으로 인해 발주처의 사업성 향상 및 시공사의 공사원가가 절감되어 실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게 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에서 별도의 지보재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실용화 기술이다.
베트남 설계사(UCT GEO) 및 시공사(KR VINA)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베트남 국제 학술회에 공법을
소개한 바 있어 추후 해외수출이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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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기술의 주요 공종 설계단가
순번

공 종 명

1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BSCW 공사
1

SCW 공사

식

1

장비 조립 및 해체

회

164,628

1,279,989

336,252

1,780,869

2

SCW 천공 및 주입

M2

11,350

14,677

21,339

47,366

JSP 공사

식

1

장비 조립 및 해체

회

384,132

3,933,506

865,441

5,183,079

2

JSP 천공

M

8,780

17,009

12,314

38,103

3

JSP 분사

M

9,057

17,541

12,700

39,298

2

(2) 공사비

[그림 3.1] 공사비 비교

(3) 공사기간

[그림 3.2] 공사기간 비교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지하굴착을 위한 임시 구조물로,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지반에 매립하므로 별도의
보수나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은 없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흙막이 벽체의 시공 이후에 전단면 일괄 굴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가설 흙막이에
비해 소음 발생 기간이 짧고 민원발생도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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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 (제916호)
(보호기간 :

2021. 06. 11. ～ 2029. 06. 1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건축 구조물 바탕면 부착시 부분 부착으로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한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 시트(무기질 탄성도막 +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직포 + 가소성분 분리 억제형 아스
팔트 컴파운드)와 시트 상부에 우레탄 도막 방수재를 이중 복합화 하는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내부의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기 위해 투입되는 고무성분의
가교반응을 유도하여 컴파운드의 탄성 및 강도를 증진하고 건축 구조물 바탕면 부착 시 부분접착을
통해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하는 자착식 고무아스팔트 시트(무기질 탄성도막 + 폴리에스
터 장섬유 부직포 + 가소성분 분리 억제형 아스팔트 컴파운드) 상부에 우레탄 도막재를 도포하여
이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 방수 안정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표 1] TRIPLEX System의 시공순서

ⓛ 바탕청소 및 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시트 포설

④ 접합부 보강

⑤ 도막 1,2차 도포

⑥ 탑코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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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표 2] 신기술 현장적용 실적현황
구분
1
2
3
4
5
6

공사명

발주자

현대리바트 용인공장
물류센터 증축공사 중
㈜현대리바트
옥상방수공사
하나기술 용인공장
㈜하나기술
증축공사 중 옥상방수공사
부천 고강동 자동차
매매센터 신축공사 중
㈜하나자산신탁
옥상방수공사
여선교회 종교시설
안식관 공동주택 외
여선교회
신축공사
강원도교육청
기업중학교 신축공사 중
강원도원주교육
옥상방수공사
지원청
부곡중학교 학교시설 사업 의왕장안프로젝
중 지붕복합방수공사
트금융투자㈜

원도급사 /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원)
(신기술공사금액)

비고

㈜참존건설
/ 티알피건설㈜

2019.02.01.
~2020.04.30

3,437㎡

325,600,000
(68,740,000)

-

율성건설㈜
/ 티알피건설㈜

2019.04.15.
~2020.04.30

5,606㎡

198,770,000
(123,332,000)

-

㈜이테크건설
/ 티알피건설㈜

2019.04.29.
~2019.12.31

7,895㎡

378,400,000
(166,025,000)

-

제이에이치
/ 티알피건설㈜

2019.06.14.
~2020.04.30

1,837㎡

797,500,000
(42,251,000)

-

에스원건설㈜
/ 티알피건설㈜

2019.07.15.
~2020.03.02

5,111㎡

253,880,000
(140,998,000)

-

㈜장안
/ 티알피건설㈜

2019.10.15.
~2020.02.27

558㎡

17,875,000
(14,570,000)

-

나. 향후 활용전망
기존 아스팔트 시트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은 시공 후 방수층 내구성 저하에 따른 방수층 들뜸,
찢겨짐, 균열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가소성분 분리에 따른 경질화 및 내구성
저하를 방지한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와 부분 부착을 활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기술을 통해 방수층의 내구성을 향상함으로써 장기간 지속적인 내구성을 확보하고, 기존 복합방수
공법에서 발생하는 잦은 하자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높은 활용성이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복합방수공법에 적용되는 하부 아스팔트계 시트의 고무 아스팔트 컴파운드 생산 시 투입한
가소성분이 투입원료 간 비중 차로 점차적으로 분리되어 콘크리트 바탕면으로 전이됨에 따라 컴파운드
자체의 탄성 및 유연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컴파운드의 경질화를 가져오게 되며,
성분이 이탈함에 따른 방수층의 유효단면적 감소 및 균열 등이 발생하여 방수 안정성에 치명적인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내의 가소성분의 분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고무
성분의 가교반응을 유도하여 컴파운드의 탄성 및 강도를 증진함으로써 고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바탕면과의 부착에 있어 전면접착이 아닌 선형의 부분접착을 통해 무절점 인장응력의 발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시트 하부에 규사를 함침시켜 중앙부에 줄접착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기존시트의
경질화, 균열, 바탕과의 박리·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 내구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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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시트 하부에 규사를 함침시켜 중앙부에 줄접착 형태로 제조한 가소성분 분리형 자착식
시트를 시트 간 접합부와 줄접착 부분만 바탕면에 접착되는 형태로 시공하는 기술 적용으로 기존
기술에서 발생하는 무절점 인장응력에 의한 접합부의 찢김 및 파손을 방지하여 장기적 방수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구조적 안정성 및 장기적 방수성능의 확보를 통해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시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9년 05월 자원순환성 향상과 유해
물질 감소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제 20012호), 2019년 09월 지역 환경오염 감소와 유해물질 감소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제 20715호) 2건을 획득하였고, 기존의 부분절연공법에서 발생하는 누수 전이
및 시공 시 시트 고정 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트리플렉스 시트 하부에 규사를 함침
시켜 중앙부에 줄 접착 형태로 부분접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 방수층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방수공법보다 장기간 방수층의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건설
시장 규모가 다시 안정세에 진입함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증가, 중동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해외 시장이 형성되어 중국 등과 같은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신개념의 새로운
방수공법인 이 신기술의 수출에 기대감이 높게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 구조물(옥상 및 슬라브 상부)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계
단가는 노출의 경우 46,948원이며, 비노출의 경우 39,054원이다.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건축구조물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
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건설신기술 제 677호 대비 노출공법 약 12.23%, 비노출공법 약
26.99%, 건설신기술 제 882호 대비 노출공법 약 14.75%, 비노출공법 약 29.09%의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구 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기타
합계

㎡
㎡
㎡
㎡
Ÿ

경제성

Ÿ

신기술
노출
26,890
20,058
46,948
건설신기술 제 677호 Ÿ
대비 약 12.23% 절감
건설신기술 제 882호 Ÿ
대비 약 26.99% 절감

기존기술
비노출
건설신기술 제 677호 건설신기술 제 882호
21,590
32,286
30,170
17,464
21,206
24,907
39,054
53,492
55,077
건설신기술 제 677호
대비 약 14.75% 절감
건설신기술 제 882호
대비 약 29.09%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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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 복합방수공법 대비 전체 공정이 약 14.3% 정도 감소(7공정 → 6공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절차 분류
기존기술 시공절차 (7공정)
“신기술 제 882호”

순번

기존기술 시공절차 (7공정)
“신기술 제 677호”

신기술 시공절차 (6공정)

1

§

바탕정리

§

바탕정리

§

바탕정리

2

§

프라이머 도포

§

단열 시트 포설(하단부 접착제 포함)

§

트리플렉스 프라이머 도포

3

§

플러스 도막재 1차 도포

§

PVC 시트 포설(실란트 접착제 도포)

4

§

플러스 시트재 포설

§

T자형 탄성 보강 접합 Tape 시공(고점
도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재)

§

트리플렉스 시트 포설

5

§

접합부 보강

§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1차 도포

§

접합부 보강

6

§

플러스 도막재 2차 도포

§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2차 도포
(규사 살포 포함)

§

트리플렉스 도막 도포
(규사 살포)

7

§

탑코트 도포

§

Top-Coat 도포

§

트리플렉스 탑코트 도포

- 해당 사항 없음 -

(4) 유지관리비
[표 5]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LCC 비교
신기술

구 분

기존기술

노출

비노출

건설신기술 제 677호 건설신기술 제 882호

취득원가

㎡

60,287

50,378

68,214

71,129

사용원가

㎡

40,200

37,080

48,060

49,140

해체폐기비용

㎡

-

-

-

-

총 LCC

㎡

100,487

87,458

116,274

120,269

-

-

Ÿ
경제성

Ÿ

건설신기술 제 677호
대비 약 13.57% 절감
건설신기술 제 882호
대비 약 16.44% 절감

Ÿ
Ÿ

건설신기술 제 677호
대비 약 24.78% 절감
건설신기술 제 882호
대비 약 27.28% 절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인 자착식 고무 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
공법(TRIPLEX System)은 제조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첨가 및 사용을
배제하여 작업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유기용제 중독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트 시공 시 토치, 열풍
융착기 등의 화기구의 사용을 배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작업자 화상을 방지하여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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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에게 우선적으로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다. 세마
에스트는 점포의 리노베이션을 맡고 상업화, 임대

각국의 사회적 부동산 동향

관리, 상인 대상 코칭, 이벤트 등 각종 사업지원을
해준다. 현재까지 81개 점포가 계약에 서명하였으며,

프랑스

이 중 23개는 세마에스트 소유, 58개는 민간소유로

세마에스트(SEMAEST), 파리 근거리 상권 재활성화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한 근거리 상권은 주민

앞서 언급한 근거리 상인 우선임대라는 계약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삶의 역동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근거리 상권이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사람들로 붐비면 해당 지구

<그림 1> 파리시 비탈 카르티에 프로그램 운영지구23)

전체에는 활기가 돌고, 이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파리시 공기업인 세마에스트
(SEMAEST)는

2004년부터 파리 시내 상권이 단일화

되거나 쇠퇴하는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장인들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세마에스트는 파리 시내 650개의 상점을 이미
재정비하였는데, 근거리 상권을 재정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업용 점포를 취득하여 리노
베이션하고 입주할 상인을 모집한 뒤, 파리시가

<그림 2> 콩트라 파리 코메르스 대상 지구24)

소유한 점포의 임대와 관리를 대행한다. 주요
사업명칭은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와 콩트라
파리 코메르스(Contrat Paris’ Commerces)이다. 비탈
카르티에는 2004년부터 시작하여, 쇠퇴하는 기존
상권의 점포를 취득 및 재구성하고 상인들의 입주를
도왔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새로 유입
되는 상인들이 늘어나,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파리 소르본대학이 있는 5구와 6구는
지가 상승으로 서점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리시는 2015년에 190만 유로를 투입하여 문화
관련 상점의 유지를 도왔다.

이밖에도 파리시는 2014년부터 코스토(Connected

비탈 카르티에를 시행하던 중, 세마에스트는

Stores: Costo)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단일 상권이거나

근거리 상권 상인들 간의 온라인 의사소통과 정보

주변 상권이 부재한 지구의 상권을 개척하고자

23) 자료: https://www.semaest.fr/la-semaest/nos-realisations/
realisation/vitalquartier-531

콩트라 파리 코메르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12년 단위의 계약으로, 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24) 자료: https://www.semaest.fr/la-semaest/nos-realisations/
realisation/contratpariscommerces-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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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거리 상권을

피해 인접한 교외주택으로 이주하는 수요가 급격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하게 늘면서, 근교의 주택가격이 지난 4월 전년

2015년부터 상업 테스터(testeur de commerce)

동월 대비 15% 상승하여 최근 34년 만에 가장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사업 콘셉트 개발을 장려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하고 있다.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단기간 점포를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매매 중위가격은 35만

임대하여 젊은 사업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게를

300달러를 기록했다(Lee 2021, <그림 1> 참조). 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주택담보대출

마지막으로 기존의 축적된 노하우를 중심으로
세마에스트는 파리 이외의 일드프랑스(Ile-de-France)

금리도 주택매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한몫했다(<그림 2> 참조).

내 도심 상권을 재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있다. 건설기업, 토지 관련 주체, 투자 주체를

<그림 1>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 현황25)

연계하여 토지의 취득과 상업지구 재활성화 및
자산관리, 건물 1층 상권의 조성 등에 필요한
연계 및 자문을 하고 있다.
세마에스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파리시
동부지구의 재활성화를 전담하던 공기업으로, 기차
선로를 따라 산책로를 조성한 프롬나드 플랑테
(Promenade plantée)와

기차선로 하부에 갤러리와

상가를 조성한 비아두크 데자르(Viaduc des Arts)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재생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2004년부터 그 범위를 파리시 전체로 확대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인과 주민, 시를 연계
하는 상권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세

참고자료
SEMAEST. https://www.semaest.fr/la-semaest/semaest-description/
nos-missions (2021년 7월 10일 검색).

미국
주택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등장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를
25)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40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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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오히려

규제는 지양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택 개선과

임대 가능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면서 임대료를

시가지 개발 및 대도시 계획에 대한 입안과 시행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세입자

위해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Urban Development: HUD)를

샌프란시스코의 침실 1개 평균 임대료는 3,479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은 시와 카운티 지방

달러에 이르고,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만 명의

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주택공급과 개발은 사기업

세입자들은 평균 수입의 90%를 임대료로 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소유와 영리추구가 지배

있다고 한다(Kwon 2020).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는 주택시장 속에서 지방정부의 제한된 지원으로

2017년 기준 4,300만 개의 가정이 임대주택에

비영리조직, 민간개발업체, 시민사회 등이 공공주택

살고 있는데, 급등한 임대료에 직격탄을 맞은 세입자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들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시장 몰락과 함께 이러한 정책구조의 취약점이

결국 거리로 내몰리기도 한다. 경제연구소 Moody의

드러나면서,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으며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난 1월까지 월세를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주택(social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여 1,200만 명의

housing)에

세입자들이 가구당 6천 달러 이상을 연체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있다고 한다(Gowan and Cooper 2018; Vesoulis 2021).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관부서로 두고, 토지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사회주택 개념은 2018년 고윈과 쿠퍼가
작성한

‘민중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People’s

상승은 이전에도 꾸준히 문제였기 때문에, 연방

Policy Project: PPP)’를

정부는 경제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에서 그들은 향후 10년간 소득혼합26)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연방주택

사회주택 천만 호를 짓자고 제안했다. 2019년

공사(Federal Housing Authority: FHA)를 설치하여

오마르 하원의원도 ‘모두에게 주택을(Homes for All)’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기도 했고, 주택소유자대출

이라는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상당의

공사(Homeowners Loan Corporation: HOLC)를 통해

연방지원금을 투자하여 1,200만 호의 부담가능

주택소유자에게 상환금액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공공사업청(Public Works

2020년 대선 운동을 하면서 버니 샌더스와 코르테즈

Administration: PWA)은

뉴욕 주지사도 공공주택을 위한 그린 뉴딜(Green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통해 재조명받게 되었는데,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New Deal for Public Housing)을

1970년대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세금

주택 1,200만 호를 짓자고 제안했다.

감면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을

통해 연방 공공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혜택이 모두

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인종차별,

다시 커지고 있으며, 현 바이든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등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입자의 경제적 지원을

못했다(Kimble 2007).

위한 2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연방예산 투자,

이후, 미국의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시장체계에 맡기면서 필요 이상의

26)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같은 건물이나 단지에 살게 하는
것. 소셜 믹스와 비슷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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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월세지원책인 주택선택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프로그램 운영, 소득혼합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Green

일본
빈집, 빈 점포 문제에 대응하는 주택정책과 사회적
부동산
일본의 ‘빈집(空き家)’ 이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bridge 운영 등이 그것이다(Vesoulis 2021, <그림 3>
미국은 그동안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초고령화 및 대도시 일극 집중 문제와 함께 베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세입자를 쫓아

타운 공동화로 빈집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지역의

낼 수 없도록 한 연방법(evictions moratorium)의

슬럼화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만기가 올해 7월 말로 종료가 예상되면서 주택

문제가 되었다. 총무성이 5년마다 조사하는 ‘주택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위기

및 토지 통계조사’ 2018년판에 따르면, 전국의

속에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현명한 해결방안을

빈집 수는 과거 10년간 89만 호가 늘어 848만

구상하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주목되는

9천 호에 달하고 이는 전체 주택의 13.6%를 차지

바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総務省 2019). 이러한 증가세는

참조).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꾸준히 이어질
<그림 3> 시애틀 주변의 소득혼합형 Green Bridge
참고 모델27)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에는 빈집이 1,955만 호로 증가
하고 그 비율은 전체 주택의 27.3%에 달할 것
으로 예측되며, 관련법(‘빈집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증가세가 억제된다 하더라도 17.9%에 달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野村総合研究所 2019).
<그림 1> 일본의 빈집 수 변화28)

참고자료
노컷뉴스. 2020. 코로나사태, 엉뚱하게 美 주택문제 뇌관 건드려,
4월 1일. https://m.nocutnews.co.kr/news/5319643#_enliple
(2021년 7월 4일 검색).
중앙일보. 2021. 미국 집값도 미쳤다, 34년 만에 최대 폭등,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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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Through Social Housing, 4월 5일. https://www.peoplespolicy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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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료: Vesoulis 2021.

이러한 빈집 문제의 해결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28) 자료: https://www.stat.go.jp/data/jyutaku/2018/pdf/kihon_gai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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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하자는 정책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해석된다. 2012∼2015년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사이에 빈 점포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베드

2018년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다음 통계

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요소가 있다. 때문에 노인과

구간인 2018∼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 육아 세대 등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문제를

빈 점포의 증가세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할 방법을 찾기

(<그림 2> 참조).

시작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2017년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빈 점포가 꾸준히 증가

10월 ‘주택 세이프티넷(housing safety net)’ 제도가

하는 이유로는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입되었다.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주택 세이프티넷’

꼽힌다.

이처럼 돌발적 요소가 폐업에 큰

제도는 거주지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
으로, 임대주택 월세 수준으로 저렴하게 방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빈집 소유주 또는 부동산 사업자를

<그림 2> 일본의 1개 상가당 평균 빈 점포 수 및
평균 빈 점포율의 추이30)

모집하여 등록하는 서비스다(国土交通省2008). 대신
지자체는 해당 빈집의 수리나 내진 구조물 설치,
석면 제거 등에 필요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이들 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29)을 지원하는 등
삼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
하여 이 제도를 활용한다.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주택이 방치되거나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셜믹스(social
mix)처럼

취약계층을 곳곳에 분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한편, 어느 정도 대안정책 시행이 무르익은 빈집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문제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이
‘빈 점포(空き店舗)’ 문제다. 일본의 경기는 1990년대
초에 저점을 찍은 후 서서히 회복 중이고 상권도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상업지구 내에서
빈 점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빈 점포 비율은 2012년에 고점을
찍었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11년
29) 주택확보 필요 배려자: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육아 부부,
이재민, 외국인 등.

포용하는 도시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도시발전과정
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복지적 측면과 함께 지역 유지를 위한 수단
으로서 부동산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부동산’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공동체와
부동산회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함께 주도하는
30) 자료: https://www.chusho.meti.go.jp/shogyo/shogyo/2019/
190426shoutengai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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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자국 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공익과 사회적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일본에서도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주택 세이프티넷과 사회적 부동산 구조의 차이31)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집·빈 점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본에서는 그 대책으로
사회적 부동산을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로 지역공동체 조합이 이른바 ‘지역
살롱’을 통해 빈집·빈 점포로 곤란을 겪는 집주인
이나 토지주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연결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다만
‘주택 세이프티넷’이 정부 주도하에 개별 소유주
로부터 등록을 받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거주복지 중심의 형태인 것에 비해, 사회적 부동산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조합을 중심으로 주택
알선에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의료복지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을 겸하는 종합복지
형태이다. 취약계층의 복지뿐만 아니라 상업지구를
발전시키거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가조합 주도로 건물을 공동소유하는
등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자체는 지역 재생을 노리고, 부동산회사는 부가
사업을 펼치거나 사회공헌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휘된다.
다만 ‘주택 세이프티넷’이 더 일찍 시작된 만큼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행정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본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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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쇠퇴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우리나라나
미국만큼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상업적
목적에서의 사회적 부동산도 아직은 주요한 대안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78호), www.krihs.re.kr]

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부동산
구조가 체계화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일본은

31) 자료: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
_house_tk3_000055.html, http://www.nissyo-r.com/nsconsall/
ns19/inaka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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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8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120
121

용 역
발 주
심 의

124

126

127
117
설 계
심 의

119
123
128

사

업

실시간 한강공원 침수예측
시스템 구축
창릉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전력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통신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신호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광장공사 보완·발전)
강남순환도로(성산방향)
연결램프

110 행당배수문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
진단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설계경제성
(VE)심사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 한강공원을 포함한 한강본류
구간(L=41.5㎞)
․ 산책로 및 다목적 친수시설 설치
․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 분석

(700)
(218)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 9호선 4단계 연장선
(939역∼942역) 본선 4.123㎞

(622)

조건부
채택

전기

․ 9호선 4단계 연장선
(939역∼942역) 본선 4.123㎞

(593)

조건부
채택

전기

․ 9호선 4단계 연장선
(939역∼942역) 본선 4.123㎞

(392)

조건부
채택

전기

780,228
(4,864)
45,087
(850)
40,398
(6,687)
38,300
(1,262)
(60)

조건부
채택

토목

재심의

토목

명

․
․
․
․
․
․
․
․
․

통합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설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등
지하연결통로
폭원 9∼15m, 연장 233m
규모: 70,221.79㎡
내용: 역사·시민광장 조성
B=7.5m, L=1,096m
B=7.5m, L=380m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비고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118

가락시장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 가락시장 청과시장동
정밀안전진단

(208)

조건부
채택

건축

122

목동2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 목8호 수문
․ 목동2/목동3/오목빗물펌프장

(401)

조건부
채택

토목

125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 지하4층/지상1층
․ 연면적 18,658.38㎡

84,300
(2,562)

조건부
채택

기계

․ 연장 5.4㎞, 정거장(지상) 12개소, 109,300
차량기지 1개소
(2,500)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축

-

토목

131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9

서서울미술관 건립

13

강남순환도로(성산방향)
연결램프

․
․
․
․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7,079.93㎡
B=7.5m, L=1,096m
B=7.5m, L=3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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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0
(1,637)
38,300
(1,26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8월)
(단위 : 백만 원)
심
기 간

분 야

사

업

사

건

축 공동주택 점검 매뉴얼 제작 용역 등 9건

교

통

도

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2021. 8. 소

방

전기통신

정밀진단

조경·산림

지 하 철

기

타

계

황
비 고

요청금액

기계설비

현

명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1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용역 1건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 11건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등 9건
서대문역 1번 출구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2021년 본사 소방설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에스플렉스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안정화 공사(전기) 감리용역 등 12건
2022년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동부)
등 19건
서오릉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공릉 외 1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44공구) 계측관리 용역 등 3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용역 등 6건
92건

심사금액

552

506

199

199

564

564

3,631

3,628

2,873

2,873

470

469

29

29

861

853

1,236

1,196

604

600

169

169

755

755

11,943

11,841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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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 2021년 124~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시험
발표

4.27.~4.30. 5.23.
7.6.~7.9.

7.31.

7.2.

면접시험
원서접수
면접시험
(인터넷)
6.14.~6.17.
7.5.~7.8. 8.8.~8.17.

9.10.

9.13~9.16. 10.16.~10.26. 11.12.

뉴로모픽 반도체(Neuromorphic Chip)

합격자
발 표
9.3.

< 2021년 제70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6.8.~6.11.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시험
발표
7.4.

7.16.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9.17.
10.1.

7.19.~7.22. 8.21.~9.8.

< 2021년 제3∼4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7.12.~7.15. 8.14.

9.1.

8.17.~8.20. 9.12.

10.6.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1.12.
9.13.~9.16. 10.16.~10.29. 11.26.
12.10.
10.18.~10.21. 11.13.~11.26. 12.24.

< 2021년 제3∼4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시험
발표
8.8.
7.12.~7.15.
9.1.
8.18.
필기시험
원서접수

8.17.~8.20. 9.12.

10.6.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1.12.
11.26.
12.10.
10.19.~10.22. 11.13.~11.26.
12.24.
9.14.~9.17. 10.16.~10.29.

< 2021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합격자
시험 발 표

11.27. 12.24.
9.7.~9.10. 10.3.~10.13. 10.22. 10.25.~10.28. ~1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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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모픽 반도체는 뇌신경을 모방하여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반도체에
적용하였다.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한다. 반도체 하나에서 연산, 학습, 추론이 가능
하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구현에 적합하다.
뉴로모픽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이다. 일반
컴퓨터는 연산과 저장 등 처리 장치가 구분되어
있고, 이들 사이를 통신 네트워크가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전달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실제 연산에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10배 이상 많다. 반면에 뉴로
모픽은 연산과 저장을 하나의 반도체에서 처리하여
에너지 손실이 없다.
마치 뇌가 작은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1개를
켤 정도의 약한 전력으로 복잡한 연산과 기억·학습·
운동 명령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전력 소모량도 기존 반도체 대비 1억분의 1에 불과
하다.
뉴로모픽 반도체의 약점도 있다. 인공지능(AI)망을
쓰는 딥러닝과 비교하여 정확도가 떨어진다. IBM은
2014년 100만 개 이상의 인공 신경세포와 2억
6,0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 접합부(시냅스)를 모사한
뉴로모픽 반도체 ‘트루노스’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부터 정확도가 낮고 인공지능(AI) 두 요건
가운데 하나인 학습 기능을 포함하지 않아 반쪽짜리
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인텔이 학습까지 가능한
뉴로모픽 반도체 ‘로이히’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정확도에
발목이 잡혔다.
뉴로모픽 반도체와 함께 각광받는 또 다른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이 제품을 내놓고
있는 ‘AI 가속기(AI accelerator)’다. 기존의 반도체
설계를 최적화하여 딥러닝 알고리즘 처리 속도를
높였다. 딥러닝에 널리 쓰이는 병렬 처리 칩인 그래픽
중앙장치(GPU)나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를 개선
해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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