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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토공 다짐도 자동화시스템 파일럿테스트 및 적용성 평가


이 상 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인덕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Ⅰ. 서론
일반 토목공사에서 성토작업 시에 실시하는 다짐공정은 외부 하중을 작용시켜 흙 내부의 공극률을
일정 비율까지 감소시키고 소요의 밀도를 얻는 시공 과정이다. 다짐은 흙의 강도와 지지력 증가, 투수성
감소, 과도한 침하 방지 및 감소, 동상(heaving)이나 수축 등의 억제를 통해 외부 하중과 환경 조건에
의한 파손 현상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구조물 공사 및 도로 공사에 있어서 다짐
공정은 최상의 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짐관리·평가 방법으로는 평판재하시험(Plate Loading Test)과 현장
에서 들밀도 시험 후 실내 다짐시험을 병행하는 방법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시험에
필요한 반력 확보를 위해 중차량의 반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시험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공간이 협소한 교대, 옹벽, 암거 등의 구조물 뒤채움부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림 1] 평판재하시험 전경

[그림 2] 들밀도시험 전경

또한, 위와 같은 시험은 긴박하게 진행되는 토목공사의 특징상 공사 도중에 연속적으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속도로 시공현장에서는 더욱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 다짐시험 규정에서도
전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간편성, 신속성, 접근성 등이 우수한 새로운 다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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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 소형충격재하시험기(Light Weight Deflectometer, LWD)등의 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형
충격재하시험의 경우 운반이 용이하고 구조물 인접부와 같은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며
기존 현장에 교란 없이 강도와 지지력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시험장비로써 최근 사용이 확대
되고 있다.

[그림 3] 소형충격재하시험(LWD) 전경

또한, 2010년 이후 다음의 <표 2>와 같이 국토부 ‘포장 하부구조 다짐관리 잠정지침’에 충격재하시험을
통한 보조기층 및 노상 다짐관리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평판재하시험과 충격재하시험 측정값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다짐관리를 위한
LWD의 현장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1] 보조기층 및 노상의 충격재하시험 다짐관리 기준(국토부, 2011)
구 분

대 상

노상
충격 재하시험
(LFWD)
보조기층

최소 시험 간격
2차선 기준

층별 400m 당 최소 3지점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 시

1,000m3 당 최소 3지점

2차선 기준

층별 400m 당 최소 3지점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 시

1,000m3 당 최소 3지점

단, 상기 국토부 기준에는 노체부와 구조물 뒤채움부에 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고, 여전히 일부 구간의
다짐도로 전 구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구간에서 부실한 다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충격재하시험 시험법이 장비가 소형이고 1∼3명의 적은 인원으로도 실험이 가능하나, 모든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인력을 요구하는 시험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다짐시험 기준을 준용할 경우,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다짐
관리를 하면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 횟수를 증가시킨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
하는 충격재하시험의 특성상 시험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측정 오차의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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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화를 통하여 시험횟수 증가에 따른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형화를 통해 운반 및
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속한 다짐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현장 다짐관리와 평가가 가능한 장비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4] 토공 다짐도 자동화 시스템 개발 개요

Ⅱ. 토공 다짐도 자동화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소형충격재하시험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 시험이 가능한 소형
충격재하시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평판재하시험과 소형충격재하시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30㎏ 하중을 사용한 소형충격재하시험기를 비롯
하여 무선 이동이 가능하고 소형충격재하시험 자동화 및 시험 데이터에 대한 무선 원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 평판재하시험과 소형충격재하시험과의 상관관계 분석
평판재하시험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LFWD의 탄성계수는 대부분 성토구간 지지력계수로 환산된
탄성계수 값도 만족하였다. 평판재하시험 영향범위에 따라 지반반력계수 K30 및 소형충격재하시험
탄성계수 ELFWD의 평균값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판재하시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성(R2)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판재하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성토부 지반 내 교란의 영향이 LFWD의 낙하고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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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낙하고에 따른 LWD 탄성계수 변화

[그림 6] 탄성계수-지반반력계수 선형 회귀분석 결과

2. 현장 들밀도 시험을 통한 다짐도와 소형충격재하시험장비의 결과값 비교
소형충격재하시험기의 관리기준 마련에 앞서 노체부분을 대상으로 기존의 다짐도 품질관리 시험 중
들밀도시험과 소형충격재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결과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다짐도와 지지력계수가 비례하고, 상관계수의 값이 0.69 이상을 나타내 소형충격재하
시험만으로도 충분히 노체의 다짐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들밀도시험과 소형충격재하
시험의 총 소요시간 및 피로도를 비교한 결과, 소형충격재하시험의 시험횟수가 들밀도시험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밀도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소형충격재하시험기와 기존 소형충격재하시험기의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다짐도 관리장비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7] 다짐도-탄성계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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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 토조시험을 통한 탄성계수-상대밀도(다짐도) 상관관계 도출
본 절에서는 실내 토조시험을 통해 도출한 소형충격재하시험 탄성계수(ELFWD)와 상대밀도 및 다짐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현장 노상토의 다짐도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선행 문헌조사
(Elhakim 외 2, 2013)

결과에서 상대밀도 20, 40, 60, 80%을 가지는 SP 성질의 석회질(Calcareous) 모래와

규산질(Siliceous) 모래를 대상으로 소형충격재하시험을 통해 취득한 탄성계수 시험결과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조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8] 토사 투입 후 토조 형상

[그림 9] 개발장비 측정 과정

[그림 10] 들밀도시험 과정

문헌조사를 통해 SP 성질의 석회질(Calcareous) 모래와 규산질(Siliceous) 모래를 대상으로 소형충격
재하시험을 통해 취득한 탄성계수 시험결과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조시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Calcareous sand와 토조시험시료의 상관도가 0.7793, Siliceous sand와 토조시험시료의 상관도가
0.8973을 나타내어 다양한 사질토 조건에서의 탄성계수를 통한 상대밀도 및 다짐도예측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1] 상대밀도별 탄성계수 추이
(좌) Calcareous sand, (우) Siliceous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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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공 다짐도 자동화시스템 제작
자동/수동 시험 운용이 가능한 소형충격시험시스템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 원격 자동시험 및 이동에 적합한 형태의 장치와 데이터 계측 프로그램 적용
• 1회 충전으로 8시간 이상 운용 가능한 배터리 모듈 개발
• 우천 시 개발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전면 방수케이스 적용
• 현장 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 영상 수집장치 및 데이터 송신용 라우터 적용
• 개발 시험기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오차 10㎜ 이하의 정밀 GNSS 장착
• 작업자 숙련도와 상관없이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그림 12] 프로토타입 운용 예시

[그림 13] 개발된 토공 다짐도 자동화시스템

향후 제한된 토질 종류와 시험조건에 따른 한계를 확장하기 위해 개발된 소형충격재하시험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토질 및 시공조건에서의 현장시험 및 평가를 수행한다면 우선 시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음 장에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기대효과
1. 다짐관리 시험의 대표성 확보
통상적으로 토공 단계에서 다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판재하시험(PLT)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파괴시험인 평판재하시험은 반력으로 대형차량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에는 시험의 빈도를 최소화하여 관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형충격재하시험
(LWD)의

경우 다짐도 측정대상의 탄성구간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는 비파괴 시험으로, 소수의 시험자로

간단하게 다짐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동화 소형충격시험으로 다짐도를 관리한다면, 시간 및 비용 투입의
최소화로 토공 현장 전반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므로, 개발 장비를 활용한 다짐도 관리 및 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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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오차발생 최소화
소형충격재하시험(LWD)은 시험방법의 정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충격재하시험(FWD), 평판재하시험
(PLT)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인 10~20㎏ 하중을 시험면에 재하하여 탄성구간의 반발력을

측정하여 다짐도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소형충격재하시험의 경우에도 인력으로 반복시험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시험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시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토공 다짐도 자동화 측정 시스템’의 경우 인력에 의한 하중재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시험자의 피로도에 따라 반복시험 시 발생되는 시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짐관리 사각(死角)지대 발생 해소
현재 토공 단계의 다짐 관리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판재하시험(PLT)의 경우 파괴시험으로서, 반력용
중장비 및 재하판, 재하 압력계, 변위계, 시험 및 장비 운전원 등 시간적, 인적 비용의 소모가 크다.
특히 평판재하 시험의 경우 파괴시험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소구간의 시험을 통하여 다짐 구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다짐관리 결과가 전 구간에 대한 대표성을 보이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대 뒤채움부 및 보강토 옹벽 등 중장비의 안착이 어렵거나, 수평변위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예측되는 지점 등에서는 평판재하시험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적정한 다짐관리가 어려운
구간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라 다짐도 관리의 대표성을 가지는 소형충격재하시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공구간의 다짐관리를 연속성을 갖도록 관리하고 다짐 공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다짐관리 시험방법인 평판재하시험의 수행이 어려운 교대 뒤채움부 및 보강토
옹벽 등에 대한 다짐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토공 다짐도 자동화 시스템 파일럿 테스트 및 적용성 평가 용역
(2019)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정보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수변문화공원, 연결교량 건설이 완료되면 중랑천
으로 단절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동1)-서2) 간

지하로…상부엔 2만㎡ 수변문화공원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아레나’ 개관 후 콘서트·공연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교를 이용
해 창동역·노원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의 주요 내용은 ①동부간선도로(창동
∼상계구간)

지하차도화 및 상부 수변문화공원 조성

②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2개 건설이다.
첫째,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및
중랑천 수변문화공원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관통하는 중랑천 일대가
오는 2025년 보행으로 촘촘히 연결되고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변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중랑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동부간선도로 3∼4차로 1,356m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든다고 밝혔다. 차도가 사라진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의
서울광장 1.5배 규모 수변문화공원(약 2만㎡)을
조성한다.
수변문화공원과 중랑천 건너편을 잇는 2개 교량도
신설된다.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2025년)’, ‘서울
로봇인공지능과학관(2023년)’,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등 문화·예술산업 거점을 보행으로 연결한다.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2개 연결교량은 2024년 12월 우선 개통하고,
수변문화공원은 2025년 6월 완공한다.

중 교통소통대책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말 착공에 들어갔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진행
되며, 지장물 이설 등 우선 시공분 공사는 올해
4월 완료된 상태다.3)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지하차도를 설치·운영해 동부간선도로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부간선
도로 지하차도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에 따라 시공사4)가 선정됐다.
둘째,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연결하는 2개 교량은 모두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교량으로 건설된다.
‘서울아레나’ 앞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
가능한 보차도교5)가 설치된다. 농협하나로마트
앞에는 보행자 전용교6)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업은 베드타운이었던 동북권을 신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내 조성
될 서울아레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핵심

1) 서울아레나, 문화·예술산업 거점, 창동역 등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정부

2)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노원역 등

뉴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국비 120억 원을

3) 2021.9. 현재 공정률 6.2%

포함해 총 1,953억 원이 투입된다.

4) SK에코플랜트, (舊)SK건설

향후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5) 연장 118m, 폭 32m
6) 연장 110m, 폭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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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가 기존 1개(창동교 보차도교)에서 3개로 확대

기존 창의놀이터보다 규모를 확대해 연령·장애

된다. 서울시는 향후 조성될 ‘서울아레나’와 중랑천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수변문화공원,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등 주변 시설을

새로운 놀이 활동을 발견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연결하는 역할뿐 아니라 보행교 자체가 지역의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는 목표다.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는 지난 6월 설계공모를 통해 ‘무한 놀이터8)’를

국내외 교량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2019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누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이나믹 웨이브(Dynamic Wave)>가 최종 당선작
으로 선정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77〕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78〕

서울시, 창의력·모험심 쑥쑥…‘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광나루한강공원에 첫선

발견하는 공간’이라는 방향 아래,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첫째, 나이, 신체발달 정도,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
한다.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모두의
그물놀이’, ‘모두의 그네’ 등을 마련한다. 연령별
흥미요소를 반영한 놀이시설도 만든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한다. 휠체어에서 내리거나
타는 것을 돕는 시설물을 설치해 자유롭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놀이시설도 장애유무와 관계
없이 즐길 수 있는 통합형 조합 놀이대로 만든다.
놀이공간을 연결하는 길은 유모차·휠체어 등의

서울 광나루한강공원에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체발달 정도가 제각각 다른 어린이들이 모두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르고 휠체어를

이동을 고려해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한다.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곳곳에 안전 턱을 만들고
놀이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
둘째, 어린이가 스스로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어린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6,000㎡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사용법이

대규모 놀이터가 생긴다.
서울시는 광나루한강공원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정해진 놀이기구 보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

오는 2023년 봄, 첫 ‘거점형 창의놀이터’를 조성

로운 놀이대를 만들어 다양한 행동을 유도한다.

한다고 밝혔다. 오래되고 놀이시설물도 부족해

놀이시설의 난이도도 폭넓게 만들어 놀이터에 올 때

수요가 적었던 기존 놀이터가 창의적인 놀이공간

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으로 재탄생한다.

셋째, 가족 단위로 놀이터에 올 경우, 보호자가

서울시는 2015년부터 소규모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설치7)해온데

이어, 이를 보완·발전시킨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늘쉼터, 벤치를 곳곳에 배치한다.

형태의 ‘거점형 창의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해 나간다는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02)3780-0833〕

계획이다.
7) 서울시내 131개소

8)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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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축구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쉼터와
생태습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형 놀이터,

300개 규모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어르신의 텃밭활동과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체험장, 여가활동을 위한 목공체험장과
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대상지의 규모와 환경여건에 따라 생활권역 거점
공원, 산림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과 권역별 거점 놀이터
등 공원시설을 연계‧확장시켜 공원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도봉구 초안산, 구로구 천왕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9)(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 근처
에서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
준다.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의 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폐공가나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
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집 근처
생활권 공원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등 23개소 180,071㎡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중 11개소(7만8,765㎡)는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한다. 나머지 12개소(10만1,306㎡는)
는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내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긴급하게 보전이 필요한 성북구 성북동
(북악산),

서대문구 홍제동(안산), 강남구 일원동(대모산)

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완료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38만㎡씩 공원 조성을 중점적
으로 추진한다. 2026년까지 2.12㎢의 생활밀착형
공원을 완성한다. 무허가건물(폐 공가), 쓰레기 방치·
경작지, 재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75만㎡는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한다. 단순 수목 식재와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 등 137만㎡은 신속한
조성을 추진해 시민 편의와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구로구 천왕산은 장기간 무단경작으로
훼손·오염되고 쓰레기와 비닐하우스가 방치됐던
곳이었다. 시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사업’과

9)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계해 계류를 복원한 소생물 서식공간을 만들고,
생태숲 복원, 생태습지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연내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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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산 내 항골지구에는 관정이나 계곡수 등

수자원을 이용한 정화연못을 조성하고, 다랭이논

운동치료실 등이 들어선다. 3∼4층은 요양실, 치매

체험장, 스마트팜 센터, 도시텃밭 등 도시농업

전담치료실이 들어서며, 특별실(1개소), 1인실(2개소),

체험장도 생긴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책쉼터와

2인실(1개소), 4인실(18개소) 등이 들어선다.

가족캠핑장이 있어 가족단위 및 노인·중장년·어린이
등 모두에게 훌륭한 여가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70〕

특히, 경의중앙선 철길과 인접하고 있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실을 전면 배치하고
중정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가 공존하는 치유와
보살핌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다양한 중정형

서울시, 동북권 어르신 돌봄 위한

설계로 개방감을 높여 어르신들이 심리적, 정서적

‘시립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준공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빛, 나무, 바람을
품은 사무실과 재활영역이 중정을 감싸고 있어
건물의 효율을 최적화했다.
건물 주변에 설치된 산책로와 휴게공간, 옥상에
설치된 치료텃밭은 어르신 정서지원과 인지기능
증진 및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요양시설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 등 주민친화적
공간이 마련된다.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는 지난 2019년

서울시는 서울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요충지인

8월 착공하여 2년 1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으며,

청량리역 인근에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립동대문

준공이후 세부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를 지난 8월말 완료하고,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연내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02)3708-2607〕

‘시립동대문 실버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대책의 일환
으로 시행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서울시, 2021년 우수 스마트도시 인증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획득

동북권 어르신께 제공한다.
연면적 3,0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총 106명(요양 77, 데이케어 29)의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층은 북
카페와 프로그램실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 원장실 등 관리를 위한 공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금년 인증 공모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서울시를 포함하여 총 8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으로 구성되며, 2층은 식당을 비롯한 데이케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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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울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자율주행 시범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지구 조성(상암일원) 및 세계 최초 5G 커넥티드

‘도시’ 분야 본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인증 획득

서비스 도입, 민·관협력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으로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위상을 이어나가게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등 다양한 분야

되었다.

에서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스마트도시담당관 (02)2133-2917〕

기술 측면의 3개 분야,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시범
인증에 이어 올해부터 본인증이 시행되었으며 주관

서울시, 민간 공사장·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AI·IoT로 사고예방

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서울시를 포함 이번에 인증

서울시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받은 8개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 중·소형 건축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 및 스마트

공사장과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

도시 추진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잘 구축하여 공공·

관리’를 도입한다.

민간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한 것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으로 평가받았다. 대도시 부문에서는 서울시, 대구

산업기술로 대규모 비용·인력 투입 없이 사고·위험

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안양시 5곳이, 중소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

도시 부문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곳이

관리 방식이다.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요소가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서울시는 특히 신호등·가로등을 비롯해 도로 곳곳에

목표다.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엔 AI가 공사장 CCTV를

하고, 공공 와이파이·지능형 CCTV·사물인터넷·전기차

분석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충전 등 다양한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폴

경보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년 100여

(S-Pole)’

및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서울 전역을

곳에 시범 도입된다.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엔

3D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한 ‘디지털 트윈

IoT센서와 블록체인이 기울기, 균열 같은 위험요소를

S-Map’ 구축 뿐 아니라,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 알림을 해주는 ‘블록체인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분석하여 시민에게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연말에 시범

유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교통정보센터

도입된다.

TOPIS10)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력을 전산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또한 서울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및
10) 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

민간 건축공사장·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4월 가동
한다. 그동안은 자치구 등 점검 주체마다 제각각

- 13 -

관리돼 왔다.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선별적·제한적

서울시는 올 2월 전국 최초로 중·소형 민간 건축

으로 점검하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공사장에 굴토 및 해체공정 시 CCTV 설치를 의무화

실시간 관리로 전환해 해마다 증가되는 위험에

한 데 이어, 스마트 기술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한 단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 한정된 관리인력·
예산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22년 5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4개씩, 100여개

서울시가 발표한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주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시범 적용한다. 시범

내용은 ①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검증한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CCTV+AI) 시스템’ ②민간

후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 작업을

노후·위험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추진한다. 이후 서울시내 전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IoT)+블록체인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관리 플랫폼’

③민간 건축공사장·민간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둘째, 민간 노후·위험 건축물에 도입하는 ‘블록

이력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안전관리 통합

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은 사물

정보화시스템’이다.

인터넷(IoT)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기술로 노후

첫째, 민간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도입되는 ‘지능형

민간 건축물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자동으로 감지

모니터링(CCTV+AI)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건설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11월 구축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위험상황을 판별하고

완료된다.

현장에 자동으로 경보 알림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건축물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울기·균열 데이터를

AI는 건설현장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고리 같은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안전장비 미착용, 작업자와 중장비 차량 간 안전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거리 미확보, 작업자가 출입통제 구역 침입 등의

분석한다. 위험이 감지되면 자치구·건물소유자에게

위험상황을 분석해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로 경보

경보를 문자로 알려줘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알림을 보낸다. 관리자는 알림을 받는 즉시 현장

있다. PC·스마트폰으로 구조물 상태, 실시간 데이터를

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언제든 상시 모니터링·조회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현장에서 노후 건축물을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의 미착용으로 발생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하는 추락사고(61%)11)임을 감안하면, 이 시스템을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통해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선도적으로 예방하는데

위·변조가 원천 차단돼 데이터의 투명한 이력관리도
가능해진다.

11) 2018년 건설업 사망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 추락 284건(61%),
끼임/깔림 50건(11%), 맞음 48건(10%), 부딪힘 17건(4%), 무너
짐 13건(3%), 감전 10건(2%), 화재/폭발 8건(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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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올 12월 안전 등급이 낮은 재난

위험시설(D·E급),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
사면 등 약 120개(동)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서울시, 국내 최초 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내년 착공

2022년부터 서울 전역에 있는 계측관리가 필요한
노후건축물 약 90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이다. 대상을 자치구별로 선정해 건축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셋째,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은 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내년 4월
구축된다.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민간 공사장, 노후 건축물에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사고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전파되는 시간도 기존 5∼10분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에서 30초 이내로 대폭 단축돼 초동대처가 빨라

가능한 ‘아레나급(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진다. 또 수기로 관리돼온 안전점검 이력도 전산화해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효율도 높아진다.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민간 건축공사장과 노후·위험 건축물의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현황과 위치정보 안내 ▴공사장 CCTV+AI와 건축물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IoT 계측 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점검 이력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관리 ▴공사장·사용자 정보관리 ▴안전사고 발생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

시 실시간 전파 등이다.

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에 축적된
건설현장 데이터들을 분석·관리해 안전관리 합리화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또한 공사관계자가 많이 사용하는 세움터, 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기타 안전점검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시스템 등을 통합 연계한다.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자료를 입력하거나 점검, 보고하지 않아도 돼 현장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93〕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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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감성도시: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022년 착공하여 2025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

준공 예정이다.

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경계허물기: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초다.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440〕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 당선작 선정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
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최초로 건설하는 위례선 트램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노면전차)의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
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정거장 캐노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선정된 작품을 참고하여 향후
전문가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
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지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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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

소수력발전, 수열에너지 활용 등 수자원 분야의

이다.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선다.

정거장이 건설된다.

범지구적 해결과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트램) 정거장은 일반적으로 지하 정거장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서울시는

출입구를 덮는 도시철도 캐노피와는 달리 지상에

기존에 보급한 태양광, 연료전지 외에도 지열,

출입구가 없고 개방되어 있어 캐노피가 매우 중요

수열 등 열공급 부문과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하며 전체 정거장의 기능과 미관을 좌우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접수된 총 21개의 작품 중,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소수력,

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최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보급을

우수상, 우수상 등 총 6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을 받은 ‘김진화’의 ‘Flowing Stay’은 기존

주요 협력사항은 △잠실수중보를 활용한 친환경

정거장의 경직된 형태를 벗어나 유연한 곡선 형태로,

소수력 발전13) 개발 △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각 정거장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열에너지14) 적극 발굴 및 도입 △신재생에너지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이 심사위원들에게

관련 기술교류 등 이다.

높게 평가받았다.

서울시는 한강 잠실수중보의 잉여수량을 활용한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된 내용은 서울시

소수력 발전 개발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공모전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12)’에서 확인할

마친 상태로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한국

수 있다.

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구체화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02)772-7332〕

방침이다.
또한, 2014년 잠실롯데월드타워에 적용된 광역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

잠실수중보

활용해 친환경 소수력 발전 개발

상수도 배관을 활용한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우선 적용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10개소 1GW의 수력
발전시설의 개발과

상수도 배관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수력,
수열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한강
12) http://project.seoul.go.kr

13) 소수력 발전: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리고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10㎿ 이하의 수력
발전
14) 수열에너지: 댐, 하천 또는 수도관의 물 온도가 여름철에는 기온
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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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수열, 소수력 외에도 그간 활용도가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

낮았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잠재량 조사와

사고 발생 등을 일으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온실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적극

밝혔다.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56〕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18)
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
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19),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13〕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백여 곳 모든 공사장15)

산림청은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별도의 전담팀16)도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신설했다.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서울시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17)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림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1)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15) 2021.9.27. 현재 총 702곳

자격 범위를 확대

16) 건설업지도팀
17) 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시설·
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18) 2021.9.27 기준
19) 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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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안 제25조 관련 별표 1)

1)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
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2)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

확대를 위해 ‘자연휴양림 등 조성’ 법인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조경기술자’를 추가

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3)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0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 시 동의

입법예고

요건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산림청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산림보

1)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

호법」과 「폐기물관리법」간 충돌을 해소하고 산림

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소각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산불 발생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령상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매체 확대 (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제1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4일까지 의견을

1)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가.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비(안 제24조)

할 수 있도록 함

1)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위한 경우(제1호) 및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1)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

하기 위한 경우(제2호) 삭제

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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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1)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마.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특례 연장(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1)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을 마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

2025년까지 연장

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항 및 관련 별표 3, 4, 5)

1)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

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
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1)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천연농약류)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

(안 별표 7 제1호)

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881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

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됨에

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산림기술 진

20) 법률 제18338호(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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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하고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공제)증서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허가
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국토교통부는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건축법 시행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가.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자연환경보전법

증가 (제17조①)
1)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시행령」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대상 선정, 사업시행·평가·사후관리 등에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관한 절차·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가 (제27조②)
1)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
전성 향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907〕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관련
1)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을 위한 사업, 국제적
보호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 수생태계 복원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업, 하천복원사업, 그밖에 자연환경 조사

입법예고

결과 등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
21) 2021.1.5. 공포, 2022.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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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규정(안 제35조의3 신설)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작성을 위한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조사 대상에 관하여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1) 법 위반행위의 누적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

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시 누적되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에 적용되는

등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제1항 신설)

기간을 명확화 하여 권리보호 확대(안 별표4)

3)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2〕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
35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제1항 신설)

환경부는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
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5) 자연환경복원사업 완료 이후 복원목표가 지속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개선·보완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유지·관리 점검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1) 현행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 대상지의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자연·생태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생태·자연도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됨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지역계수를 정함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안 제38조제2항, 별표 제2의5)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에게

2)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시 원금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외에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받는 자의
권익 보호(안 제42조제1항 후단 신설)

조사를 제외함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을 받은 자

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또는 반환사업 대행자에게 사업 완료 전에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협력금 일부를 우선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을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증액22)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고(안 제46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제8항제1호)

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 추가

4)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반영해 용어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개선(안 별표 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22) (현행) 사업비의 50% → (개정) 사업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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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개선

소방청은 완강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기준을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

개선·보완하고자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구조개선(안 제3조)

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기초자료의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등 뿐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추가
3) 거짓·부실 작성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3～6개월)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자료 미보존 시 처분기준 강화(경고 → 업무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

정지 3개월)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1)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짓 작성의 경우는

개정(2020.6.)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인정정지 12개월, 부실 작성의 경우 인정정지

부터 실시된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6개월로 차등 처분

치러지는 산림치유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해 답안을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공개하여 수험생에 편의를 제공하며, 현행 근거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

법령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의

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비점을 개선·보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2020.6.)을 반영하여 ‘제12조의3제8항’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으로 개정(안 제1조)
나. 규정의 주어를 명확히 밝혀 주기 위해 제2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평가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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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별 평가는’으로 개정(안 제2조)

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의 [별표1]을
[별표]로 함(안 제5조)

등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변화에

라. ‘시험문제 출제’를 ‘시험문제’로 개정(안 제6조)
마. 산림치유지도사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나, 수험자
편의를 위해 답안을 공개(안 제11조의2)
바. 본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정비(안 제13조)
사. 현행 근거

법령23)에

서울특별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린뉴딜정책
부응하는 건축물의 생활환경 향상 및 공공 가치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마련함(안 제16
조)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1) 외부에 국한된 공개공지 유형 등 실외 공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의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

개공지의 한계를 해결하고, 건축물 내부공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4124〕

간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으로서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
여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속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가능한 도시 내 보행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

소방청은 건설 현장 내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2) 공공성ㆍ개방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한 실내

화재 발생을 방지해주는 “방화포”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형 공개공간 조성기준을 신설
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고자 「방화포의

로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치기준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별표 6)

행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

가. 방화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코니 설치 비율 차등 적용 기준 항목에 돌

나. 방화포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출개방형 발코니 형태, 설치 비율, 성능 기
준 추가

1) 중량, 재료, 불티관통시험, 굴곡내구성시험,
연기밀도시험

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기반을 마

라. 방화포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련하기 위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마.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0조)

유도함(안 제24조 및 제26조)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2〕

1) 신재생에너지 중 효율이 높은 태양광설비의
우선적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
출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냉ㆍ난방부하 저감을 위해 창호면적 비율
을 외벽 전체 면적의 35 이하로 계획 유도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100〕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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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3.2.1 건축계획/동선계획
- 동선계획은 크게 응급/일반차량 동선과 보행자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동선, 환자와 비환자(의료진, 관리자, 보호자 등)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동선으로 구분되며, 이상의 동선체계는 감염병

○ 접속방법

확산을 방지하면서 시설물의 이용측면에서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적용되도록 계획할 것(환자와 비환자 간의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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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방지 고려)

○ 벽면녹화 항목을 추가한 후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미기후와 미세먼지, 에너지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 제129차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설계심의

항목 추가)

○ 데크로드 여러 개가 중첩되면 구조물로 인해
인공적인 경관의 면적이 넓어지므로 삭막한

■ 제132차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2단계)

경관(특히 동절기)이 되지 않도록 식재계획을
검토할 것

설계심의
○ 사업대상지 주변 진행 중인 다른 사업계획과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설치를 검토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면밀히

할 것

검토할 것

○ 향후 필요 시 태양광 등 간접조명을 활용한

○ 기초 시공 시 근입 깊이를 확인하여 내구성에

조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

유의할 것

○ 데크 상부 물고임 방지를 위해 데크 판재 설치
시 널깔기 틈새(3∼5㎜)를 도면 note에 명시

○ 샛길 폐쇄구간 식재계획을 검토할 것
○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편백나무숲에 시행하는

할 것

사업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할

○ 데크로드 시점부(노원골) 진입폭 및 각도를 충분히

수 있도록 사업완료 시까지 품질관리에 만전을

확보하여 이용객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것

기하기 바람

■ 제130차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 제133차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용역발주심의

검토 용역발주심의

○ 기본 병원의 외장재, 색상 및 인근 보라매공원을

○ 용역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내용을 분야별로

고려하여 상호 조화되는 입면계획으로 보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용역 분담비율 확정

할 것

및 공고할 것

○ 구조설계 기준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가

○ 용역비에 현장조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는 학회, 협회 또는 연구소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최신기준을 적용함을

이를 반영하여 용역비를 현실화할 것
○ 과업내용이 광범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원칙으로 함

입찰참가자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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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기준 검토, 제정 및 개정연구 등의 업무

○ 정화조 위치가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수행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용역 입찰 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입찰에

■ 제135차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참가할 수 있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심의

○ 기준 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

○ 현재 기본계획 과정에서 생태적 환경평가가

므로 내실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결과 도출을

매우 중요하므로 생물리적 요소의 평가방법

위해서는 용역기간을 좀 더 충분히 부여하는

중 생태계서비스평가(수목의 탄소저장, 격리, 빗물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흡수, 도시열섬완화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할 것

○ 과업내용에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유형에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숲,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운영관리 업무

기후변화 관찰숲, 탄소저감 숲 등 도시숲 구상과

세부 매뉴얼 작성’을 포함할 것

LID(저영향개발기법) 계획을 공원설계 시 고려

○ 관련법령 및 적용기준을 현행화하고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의 월간보고 항목을 추가할 것

할 것
○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시 CPTED(범죄예방환경
설계)를

■ 제134차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식재계획에 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설계심의

제시할 것

○ E-02, 11, 21, 23, 04(지상7층) 창호는 바닥

○ 과업내용서 상의 각종 법령과 예규(지침) 등은

에서부터 2,500까지 오픈되므로 추락 위험이

최신 개정된 법령으로 수정할 것

있으니 바닥에서 일정부분 올려서 설치하고
개폐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기 바람

■ 제136차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 지상부 횡력시스템을 건물골조-철근콘크리트

용역발주심의

보통전단벽을 적용하였는데, 내력벽식-철근콘크

○ ‘시설 규모 및 공간계획’에 시설용도별 개략적

리트 보통전단벽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시설 규모 및 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 등 세부

○ 구조설계서에 S350 슬래브 해석근거 및 리스트가
누락되었으니 추가하고 응력 및 사용성 검토

적인 시설 요구사항을 명시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 2021년 2월 18일 개정된 KDS41 콘크리트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개정되었

설계강도에서 내구성 설계기준 미적용 근거를

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명시하기 바람(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 건축구조와 협의하여 영구배수공법 필요 시

○ 구조분야 ‘내진 안전성의 확보’ 내용에 다음

수위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지하수 유입량 검토서를
계산서에 첨부하기 바람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
- 건축 비구조 부재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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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하는 비구조재 및 요소를 지정하고,
시공단계에서 내진설계를 대상으로 지정된
비구조재 및 요소에 대한 자재선정 시 내진

■ 제140차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설계심의
○ 발전기 피더 SPD 설치를 검토할 것
○ 제트팬 설치 등 부하변동에 따른 수전 인입
용량에 대한 계산서 추가할 것

성능이 입증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일반 자재를
사용하되 내진설계를 통하여 보강해야 한다.

○ 비상발전기실과 전기실 간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

○ 기계분야 ‘2)설계기준’ (1) 일반사항 내용에

(벽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기계설비 설계기준은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법규 규정 외에 기계설비법에 이거 최근 고시된

○ 「서울시 도로터널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 기준
(2020.12.)」

기계설비 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을

방화폼 패드로 마감하여 방화구역

지침의 터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CO 및 가시거리 측정계 수량을 최적화할 것

포함하여 계획한다.

○ 전기분야 ‘6) 전력 간선 설비’ 내용 중 다음

○ 승용차 환산계수값 적용 시 ‘2차선’이 아닌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

‘다차선’ 기준 적용으로 특수트럭의 계수값을

- 건물 완공 후 일부 공간 임대 등 타용도 활용
하는 지역은 별도 전력사용량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0으로 수정바람
○ NFSC102 제8조3항4호에 의거 발전기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 제137차 하천 환경개선 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관련 검토
- MCCF, GCP, 화재수신반에 대한 내진 설계

○ 하천 구역과 자치구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2∼3개 이상의 자치구가 관할구역별로 각각

추가(앵커 규격 및 설치 개수, 근입 깊이 등)

유지관리를 하는 하천의 경우 관리 소홀이

- 발전기 및 제어반 등을 받가에 고정하는 경우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초(패드포함) 부분의 구조안전성 확보

○ 하천 간 우위 및 본류-지류의 관계로 묶여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에 대해 전략을

○ 환기팬지지 구조물은 진동 기계인 환기팬에

수립할 수 잇는 하천의 규모를 지정하거나

의해 상시 진동하중을 받으므로 환기팬의 동적

이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하중에 대한 지지구조물의 동특성을 검토할 것

할 것

○ 강지보재 Frame은 도로 터널 환경에 의해

○ 유지용수 공급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유량저하

부식에 취약함.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부적

또는 적정 유량 대비 유량이 부족한 하천에
대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하천 수변공간에 단조로운 시설(소규모 운동시설 등)

으로 제시 요망(해당 대책의 유지관리 주기 등)
○ Frame 강축에 대한 검토 외에 추가로 약축에

외에 하천 구간별 여건을 고려한 공간 특화

대하여도 최소한의 수평력(기계진동 하중, 지진력 등)을
작용하여 안정성 확인 요망

전략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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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차 시민주도형 학습플랫폼 리모델링 공사

○ 공종 난이도 구분은 200m 이상의 교량 및

용역발주심의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연결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전체 층을 철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통의 공종에서 복잡한 공종으로 변경할 것

‘내부철거 및 리모델링’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 넓은 사업구역에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시공

바람

및 개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시스템분야(전기, 기계 등) 기술자 배치를 재조정

○ 리모델링 완료 후에도 내진성능 등 목표성능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설계를 진행
하기 바람
○ ‘제시된 내진보강 방안은 목표 내진성능을 만족

■ 제144차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기본

하도록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를 추가하기

계획 용역발주심의
○ 기존 후보지 주변 자연 및 인문 등 도시환경,

바람

주민인식,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 관련 현황과

○ 세부설계지침 중 환기설비 분야에 아래 내용을

여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

추가하기 바람

할 것

-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 주민, 기관 및 관련전문가 기술협의 시 설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향후

조사,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방식을 구체화

지속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동절기

하고 자문방식, 자문시기, 횟수 등을 명기할 것

건축물의 환기 등 밀폐 공간에서의 확산 위험성을

○ 기본계획에 공급처리시설(상·하수, 전기·통신) 계획과

고려하여 전열교환기 및 환기시설 설치기준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계획을 추가할 것

강화에 대한 내용 반영을 검토할 것
■ 제145차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제143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공구) 건설사업

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시설물 분류에 따른 공사특성, 총공사비에

관리계획심의

따른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

역량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것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인원수 22(인·일)을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재산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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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

2021년 9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94,400백만 원에서 1,275백만 원

■ 제17차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설계경제성

절감(절감률 4.3%)

검토(VE)

비용(C)
(절감률)
4.3%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0건을 제안하여 46건 채택

가치(V=P/C)
(향상률)
9.7%

○ 주요대안내용

(채택률 92%)

- 시공성 향상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10,099백만 원에서 8,362백만 원

성능(P)
(개선율)
0.9%

∙ 보, 기둥, 슬라브: 합판 복잡
⇒ 보, 기둥: 유로폼 복잡, 슬라브: 합판

절감(절감률 7.6%)
비용(C)
(절감률)
7.6%

성능(P)
(개선율)
6.2%

보통 (감액 323백만 원)

가치(V=P/C)
(향상률)
4.2%

- 효율성 향상
∙ 유아풀 크기 13m×6m에서 12m×6m로

○ 주요대안내용

조정 (감액 5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기존 Serial 방식의 LDTS에 SW 수정하여
TCP/IP로 변환
⇒ 기존 LDTS와 신규 신호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감액 4,210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차량기지 공사는 차량의 입·출고 시간을
제외하면 주간 작업이 가능
⇒ 주간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성 확보
및 사업비 감소 (감액 1,337백만 원)

■ 제18차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
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9건을 제안하여 103건 채택
(채택률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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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고함량 부틸고무를 활용한 컴파운드와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필름을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SMART POWER SYSTEM) (제917호)
(보호기간 :

2021. 06. 24. ～ 2029. 06. 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아스팔트 원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고함량 부틸고무(45% 이상)를 주원료로 제조한
컴파운드와, 합성고분자계(PET+PE+PE) 3중 교차필름을 적용한 시트가 사용되는 비노출 방수공법
(SMART POWER SYSTEM)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자착식 방수시트 컴파운드의 주원료인 아스팔트를 배제하고 고함량 부틸고무
(45% 이상)로

및

대체함에 따라 기존 아스팔트 함유 시 유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흡착되는 탈유 현상

아스팔트에서 분리된 유분이 컴파운드 표면으로 유출되는 탈유 및 유막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방수시트의 유연성 상실(갈라짐 등)과 이로 인한 방수기능 상실 등의 문제 및 시공 시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 저하로 인한 들뜸, 박리, 박락 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컴파운드

상부에 합지되는 필름을 강도가 높은 PET 필름 하부에 신율이 높은 PE 필름을 2중 교차 합지한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 필름을 으로 적용함으로써 방수시트의 양방향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동시에
확보한 고내구성의 스마트 파워 시트를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방수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비노출 방수공법(SMART POWER SYSTEM) 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표 1] SMART POWER SYSTEM의 시공순서

ⓛ 바탕청소 및 정리

② 스마트 프라이머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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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 파워 시트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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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발주자

원도급사 /
시공자

공사기간

리노공업 녹산공장
2019.08.22.
리노공업㈜
성림종합건설㈜ ~2019.11.30
방수공사
원주기업도시 탑프라자
2019.01.02.
㈜우남건설
㈜삼성건업
방수공사
~2020.01.23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포항시 건설교통
2019.05.01.
부림건설㈜
방수공사
사업본부
~2019.07.3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020.01.02.
㈜미래씨티아이
㈜삼성건업
805-14번지 방수공사
~2020.02.29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020.01.20.
박영자
㈜삼성건업
146-51번지 방수공사
~2020.02.10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서울특별도시
2018.11.01.
㈜삼성건업
방수공사
기반시설본부
~ 진행중

공사규모
1,887 ㎡
596 ㎡
316 ㎡
200 ㎡
50 ㎡
12,015 ㎡

총공사금액 (원)
(신기술공사금액)
83,845
(73,620)
166.300
(23,553)
62,548
(12,636)
15,200
(7,855)
2,000
(2,000)
990,000
(474,600)

비고
-

나. 향후 활용전망
방수 신기술의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지붕 및 옥상 방수공법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에는 지하구조물이나 터널, 교량, 누수 보수기술 등 다양하고 구체화된 공법의 신기술이 개발되는
추세이며, 복합화·대형화·기술로 집약되고 있는 건축물이 다량 건설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더욱 시스템적이고, 고성능의 방수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지하 방수공사와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방수 공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노출 방수의
시장 규모가 방수 시장 규모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며, 이 신기술의 경우
주요 적용 대상 범위가 지하구조물 외방수,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정부 및 민간 주도의 대규모
건축 공사가 기대되어 본 신기술의 높은 활용성이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아스팔트 자착형 방수시트의 컴파운드 제조 시 아스팔트 소재의 함량이 높아 시일경과에
따라 아스팔트 자체에서 유분이 나오는 탈유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물성 저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컴파운드의 주원료인 아스팔트를 배제하고 고함량 고무로
대체함에 따라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 저하로 인한 들뜸, 박리, 박락 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방수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최근 건설산업은 전 세계적인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문제 등 도시 문제가 증가에 다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지하 공간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하 구조체를 대상으로 직접 외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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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적용하지 않거나(주로 건축물 지하공사의 경우),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이 사용되어 지하수 유출 문제와 구조물의 내구 안정성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신기술은 시트 하부 컴파운드 생산 시 아스팔트 원료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무 함량을 45% 이상 혼입하여 개발된 방수기술로 시공 과정24)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제하여 환경 친화성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수층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
으로써 기존 방수공법보다 장기적 방수 성능 확보가 가능하여 하자 문제들을 예방하여 시공 현장
에서 그 활용성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수재료 및 공법 현황으로는 아스팔트계 약 28%, 합성고분자계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수재료는 합성고분자계 재료로
PVC 재료가 가장 많은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인 점착 유연형 SMART POWER
SYSTEM은 합성고분자계 재료 개발에 큰 적용성을 보여주며, 아스팔트 함량 0%로 완전 배제하고,
고무 함량 45% 이상 극대화하면서 자착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지금처럼 지하주차장 상부를 포함한
외방수로 적용 가능하며 방근성능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신개념의 새로운 방수공법인 이 신기술의 수출에 기대감이 높게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및 지하구조물의 외방수(비노출)에 적용되는 시트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계 단가는 바닥의 경우 29,659원이며, 벽체의 경우 33,240원이다.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및 지하구조물의 외방수(비노출)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건설신기술 제587호
대비 바닥 약 22.41%, 벽체 약 18.01%, 건설신기술 제634호 대비 바닥 약 28.69%, 벽체 약
15.29%의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재료비

㎡

20,250

바닥
건설신기술
제587호
26,550

구 분

신기술

건설신기술
제634호
28,840

20,600

벽체
건설신기술
제587호
26,550

건설신기술
제634호
31,157

신기술

노무비

㎡

9,226

12,075

9,108

12,393

12,439

9,108

경비 및 기타

㎡

183

241

273

247

248

273

합계

㎡

29,659

38,866

38,221

33,240

39,237

40,538

경제성

▲ 기존 건설신기술 587호 대비 약 22.41 % 절감
▲ 기존 건설신기술 634호 대비 약 28.69 % 절감

24) 건식화 시공기술 : 자착형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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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설신기술 587호 대비 약 18.01 % 절감
▲ 기존 건설신기술 634호 대비 약 15.29 % 절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기존 시트방수공법 대비 전체 공정이 최대공정(3공정) 수준으로, 기존 시트방수공법과
동등수준의 공사기간을 소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절차 분류
기존기술 시공절차 (2공정)
“신기술 제587호”

순번
1

§

2
3

§

바탕처리

기존기술 시공절차 (3공정)
“신기술 제634호”

신기술 시공절차 (3공정)

§

바탕처리

§

바탕처리

- 해당 사항 없음 -

§

프라이머 바름

§

스마트 프라이머 바름

유동성 복합시트 붙임

§

명진슈퍼 복합방수시트 붙임

§

스마트 파워 시트 붙임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기존 시트방수공법 대비 LCC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건설신기술 제587호
대비 바닥 약 15.58%, 벽체 약 11.41%, 건설신기술 제634호 대비 바닥 약 17.71%, 벽체 약
10.67%의 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트방수공법과 비교
하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LCC 비교
바닥
구 분

벽체

신기술

건설신기술
제587호

건설신기술
제634호

신기술

건설신기술
제587호

건설신기술
제634호

취득원가

㎡

36,806

46,562

48,229

41,899

49,212

48,769

사용원가

㎡

32,500

35,620

36,000

33,960

36,460

36,140

해체폐기비용

㎡

311

281

374

327

327

374

총 LCC

㎡

69,617

82,463

84,603

76,186

85,999

85,283

경제성

▲ 기존 건설신기술 587호 대비 약 15.58 % 절감
▲ 기존 건설신기술 634호 대비 약 17.71 % 절감

▲ 기존 건설신기술 587호 대비 약 11.41 % 절감
▲ 기존 건설신기술 634호 대비 약 10.67 % 절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시트 하부 컴파운드 생산 시 아스팔트 원료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고무 함량을
45% 이상 혼입하여, 개발된 방수기술로 시공 과정25)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제하여 환경 친화성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제조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의 첨가 및 사용을 배제하여 작업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유기용제 중독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트 배면에 자착 특성으로 시트의 자가 부착력만으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부착되는 자착식형
방수 시트로서, 시공 시 토치, 열풍 융착기 등의 화기구의 사용을 배제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작업자 화상을 방지하여 시장의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5) 건식화 시공기술 : 자착형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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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해요소 통합 자동분석술 (제918호)
(보호기간 :

2021. 08. 24. ～ 2029. 08. 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고해상도 레이저카메라로 수집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을 AI를 통해 자동으로 균열을
검출하고, 탐지된 균열의 길이와 두께를 자동측정 및 정량화하여 스프레드시트에 기록 및 도면에
표출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로포장 표면균열 자동분석기술이며,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PR) 데이터를
활용하여 포장층의 열화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반신호패턴을 학습한 AI를 통해 도로 하부지반
공동의 3차원 위치 좌표 및 신호패턴을 검출하고 이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고, 아스팔트 도로포장
표면영상에 공동 발생위치를 마킹하여 공동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하공동 자동분석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고해상도 레이저카메라와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GPR)가 탑재된 조사차량으로 수집된
정밀 포장표면 영상과 GPR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아스
팔트 도로포장의 균열, 공동, 도로함몰, 도로침하, 열화도 등 위해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도로포장 복합조사 (iScanner)

③ 자동분석 프로그램 시행

④ 균열자동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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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면영상, GPR 데이터 수집

⑤ 공동 자동 탐지 결과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용역규모

용역기간

1

2019년 서울특별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도
3,648.9㎞

2019.05. ~
2019.12.

2

도로포장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및 품질개선

서울특별시

양천로,남부순환로,
안양천로 100㎞

2019.04. ~
2019.12.

3

2019년 포장관리시스템
조사결과 분석 용역

경기도

경기도 관할도로
3,978㎞

2019.05. ~
2019.12.

4

2019년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국도 1,210㎞

2019.06. ~
2020.03.

5

2020 노면하부
공동탐사(3-1권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도 200㎞

2020.03. ~
2020.11.

6

강원도 도로포장
관리시스템(PMS)
자료 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강원도 관할도로
1,600㎞

2020.09. ~
2021.02.

7

중부선노후포장 상태평가 및
최적 보수공법 선정연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중부선 304㎞

2020.09. ~
2020.12.

8

2020년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국도 1,236.9㎞

2020.09. ~
2021.02.

9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3-1단계) 용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리도로
전구간

2021.03. ~
2021.12.

비고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분석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학습할 경우 일반적인 균열 및 공동 분석 외 차선
표시와 열화도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도로포장상태 분석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고, 도로
포장 결함 및 지하상태에 관련된 정보의 표준화도 가능하며 통합 도로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 기준 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이 크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세부항목
균열 자동
분석 기술

공동 자동
분석 기술

기존기술

신기술

분석시간 단축

1인 1일 6㎞ 분석

1일 평균 70㎞의 균열 분석
기존대비 12배 이상의 분석속도

분석정확도

균열의 심각도 분석이 어려움
일관적 분석기준 적용 불가

90% 이상의 분석 정확도
균열 분석 시 심각도 자동구분

분석시간 단축

1인 1일 10㎞ 분석

1일 평균 80㎞ 구간의 공동분석
기존대비 8배 이상의 분석속도

분석정확도

객관적 분석이 어려움

90% 이상의 분석 정확도
일관된 기준의 공동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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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단계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도로의 상태와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도로상태에 적합한
보수 공법 제시 및 보수 우선순위 결정 자동화가 가능하게 되므로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최적화
시키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기존 인력 기반의 분석 체계를 자동으로 변환시킨 국내 첫 기업이며 인공지능 기반의
도로의 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다수보유하고 있음
- 국내 고유기술로 국외기술의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 수출가능성이 높음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재료비
항목

종별

규격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자동분석
(균열)
특급기술자

인/㎞

0.0053

288,036

1,526

1,526

고급기술자

인/㎞

0.0053

235,682

1,249

1,249

중급기술자

인/㎞

0.1398

219,451 30,679

30,679

초급기술자

인/㎞

0.0354

170,615

6,039

6,039

39,493

39,493

소계
iCavity_Pro

경비
총액

단가
iCrack_Pro

노무비

수량

자동분석
(공동)
특급기술자

인/㎞

0.0265

288,036

7,632

7,632

고급기술자

인/㎞

0.2125

235,682 50,082

50,082

중급기술자

인/㎞

0.9651

219,451 211,792

211,792

초급기술자

인/㎞

-

170,615

소계
총 계

-

-

269,506

269,506
30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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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도로포장 1㎞·차로에 대한 균열 분석 시 9,631원(19%), 공동 분석 시 156,080원
(36%) 절감 가능하다.
직종명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소 계

iCrack_Pro (1㎞당 노무비)
기존기술
신기술
1,526
1,526
1,249
1,249
10,094
30,679
36,255
6,039
49,124
39,493

iCavity_Pro (1㎞당 노무비)
기존기술
신기술
7,632
7,632
104,336
50,082
207,885
211,792
105,730
425,583
269,500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도로포장 500㎞ 균열 분석 시 76.2일, 공동 분석 시 42일 단축이 가능
구 분
1일 분석가능 연장
500㎞·차로 분석 소요일수
감소일수

기존기술
6㎞·차로
83.3일

균열분석
신기술
70㎞·차로
7.1일
76.2일

공동분석
기존기술
10㎞·차로
50일

신기술
80㎞·차로
8일
42일

(4) 유지관리비
물가상승률 5% 적용 시, 포장상태 분석비용 약 4억 원(기존대비 38%), 공동분석 비용 약 45억 원
(기존대비 58%)

절감 가능하다.

20년주기 균열분석 비용 비교

20년주기 공동분석 비용 비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 활용 시 조사, 분석, 평가, 관리의 PMS 운영주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선제적인 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도로포장의 조기파손이 방지로 장수명화 시킴으로써 신규 공사를 적게 발생
시킴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감소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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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면적 기준 산림의 40배에 해당하는 탄소를 흡수
할 수 있다. 라로셸은 해안도시라는 장점을 활용

각국의 탄소중립도시 동향

하여 해안 식생을 건강한 상태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프랑스

라로셸 도시권에 있는 기업과 인근 도시 및 도시권

라로셸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

간의 새로운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500여

프랑스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개의 경제활동지대에 대한 진단평가가 실시되었다.

라로셸(La Rochelle)은 정부의 ‘혁신 지역(Territoires

셋째,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d’Innovation)’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라로셸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증대

탄소제로도시(La Rochelle Territoire Zéro carbone)

한다. 이 프로젝트로 라로셸은 770만 유로의 지원금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라로셸시와

1,720만 유로의 투자를 받는다.

주변을

둘러싸는

Agglomération)을

라로셸

도시권(La

Rochelle

범위로 하며, 생태 및 에너지전환

<그림 1> 탄소제로도시 라로셸의 9개 우선투자지구26)

분야로 51만 7천 명의 주민 및 지역 주체가 연계
되어 있다.
정부가 실시한 ‘혁신 지역’ 공모의 목적은 내일의
국토 및 지역을 만들어갈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
하는 것이다. 총 4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
하여 15년간 지원하며, 이 중 1억 5천만 유로는
순수지원금, 3억 유로는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비용
이다. 지원 분야는 생태 에너지전환, 지방의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 농업 혁신, 지방 중심도시 및
산업의 재활성화,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하다.
2019년 9월 정부는 지역 주체 간 협력을 바탕
으로 수립된 48개 후보 프로젝트 중 24개의 프로
젝트를 선정하였다. 이 중 8개가 농촌과 식품전환,
7개가 에너지 및 생태전환, 보건, 이동성,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의
경제개발 주체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로셸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의 전략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탄소제로도시가 되기 위해
지역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흡수대(puits de carbone)를 최대한 개발한다. 만일,
해양과 갯벌이 양호한 상태로 작동한다면 동일

26) 자료: https://www.agglo-larochelle.fr/projet-de-territoire/
territoire-zerocarbone?article=les-objectifs-et-les-zones-pilotes

- 38 -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탄소제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9개의 우선지구에

25개의 기업에서 1,600명의 직접고용, 3,000명
간접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공 및 민간 분야
의 다양한 주체가(<그림 1> 참조) 참여하여 지구를

참고자료

선정하였다. 먼저 도심(Centreville)은 문화재로 지정된

Banque des T erritoires.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territoires-dinnovation
Bouygues Construction. 2020.

건물과 주택의 6%가 노후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빌뇌브레살린(Villeneuveles-Salines)
으로, 사회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아트란테크 아 라고르(Atlantech à Lagord)로,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연구, 혁신이 어우러진 저탄소
지역 개념으로 설계된 곳이다. 네 번째는 페리니
산업지대(Zone industrielle de Périgny)로, 광역자치
단위인 레지옹(Région)의 경제활동거점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는 라로셸 대학과 스마트

캠퍼스

(L’Université de La Rochelle et Smart campus)

지구로,

지속가능하고 똑똑한 해안도시 개발에 학술적으로

Les villes se donnent les moyens de la neutralité carbone, 9월 25일.
https://www.bouygues-construction.com/blog/fr/construire-durabl
ement/villes-neutralite-carbone/ (2021년 8월 5일 검색).
Comm unauté d’Agglom￩ration de La Rochelle. LA ROCHELLE T
ERRITOIRE ZRO CARBONE. https://www.agglolarochelle.
fr/projet-de-territoire/territoire-zero-carbone?article=les-objectifset-les-zones-pilotes (2021년 8월 5일 검색).
La Roc helle T erritoire Z￩ro carbone.
https://www.larochelle-zerocarbone.fr/
Territoi res D’innovation 24 projects laur￩ats.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contenu/piece-join
te/2019/09/dossier_de_presse_-_territoires_dinnovation_-_13.09.201
9.pdf (2021년 8월 5일 검색).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미국

여섯 번째는 라로셸 대서양 항구(Port Atlantique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행보

La Rochelle)로,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항구

최근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이례적인 폭염으로

도시이며,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수십 명이 사망하였고, 이상고온현상 속에서 강행된

지니고 있다. 일곱 번째는 요트 정박항(Port de

도쿄올림픽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plaisance)으로

대서양 요트항 중 가장 규모가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 곳곳

크다. 그 밖에 셰드배 어항(Port de pêche de

에서 발생하고 있다(BBC News 2021; Lampen

Chef-de-Baie)과

2021, <그림 1, 2> 참조).

(Marais&Littoral)

탄소흡수대로서 마레,

리토랄

등이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라로셸은 탄소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통해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

수 없는 현 인류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 30% 절감, 도보 및

지구의 위기상황 속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글로벌

자전거를 사용하는 인구를 두 배로 늘리기, 자동차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타기, 자율주행 교통수단 개발, 100만㎡의

함께 파리협정에 재가입한 데 이어, 친환경 에너지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연구개발 및 저탄소 인프라에 약 2조 달러를 투자

에너지 비용과 주택보수비 절감 등이다. 또한 지역

한다고 발표했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내

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습지를

carbone)를

재정비하여

탄소흡수대(puits

de

24%까지 늘릴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격적인 목표까지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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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그림 1> 미국 서부의 폭염주의보 발령 현황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2021년 6월 28일 기준)27)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해 왔는데,
2020년 4월 기준 15개 주에서 100% 클린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24개 주에서는 시
또는 카운티 정부 단위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Ricketts et al. 2020, <그림 3> 참조).
이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35년부터 내
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그림 2>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의 경기 후 모습28)

현재 전체 발전량 중 7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미국은 세계
에서 가장 많은 1억 4천만t(전년 대비 2.9%)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고, 130년 만에 처음으로 재생
에너지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Kim 2020; Bae 2020; Ricketts et al. 2020, <그림 4> 참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의 신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2019년 19%에서 2050년
3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Kim 2020).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그림 3> 2020년 미국 주별 클린에너지 정책 수행 현황30)

으로 친환경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약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는 저탄소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프로그램29)은 물론, 주별로 전체
공급량의 특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27) 자료: BBC News 코리아 2021.
28) 자료: Lampen C. 2021.
29) 생산 세액공제(Production T ax Credit: PTC): 풍력발전 kWh
당 2.3센트의 세금을 공제. 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 ax
Credit: ITC):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한 부가세
를 공제.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태양광 설비 보유자에
게 전력생산 및 소비 후 남은 전력을 보전하게 해주는 제도.

30) 자료: Ricketts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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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미국 재생에너지 및 석탄 소비량 추세31)

더불어,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
수단으로 환경이슈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 제조, 제품수명 등을
포함한 전체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탄소중립을 실현
하고, 2억 달러 규모의 ‘복원기금(restore fund)’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숲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이키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탄소배출을
30% 저감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인 마스터카드는 올해 4월 이용고객의 소비
습관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탄소
계산기’를 출시하기도 했다(Kwon 2021, <그림 5> 참조).

진행 중이다. 2019년 기준 총 43개 주에서 친환경
교통수단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법안을 발효
및 실행하고 있고, LA, 뉴욕, 시애틀 등의 도시들은
2030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전환
하기로 되어 있다(Addison 2019). 또, 인디애나주
교통국(INDOT)은 최근 퍼듀대학교와 독일의 스타트업
Magment와 함께 고속도로 주행 중에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Pyzyk 2021). 건설 분야에서는 미국 실내
건축가협회(ASID)와 그린빌딩협의회(USGBC)가 주거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REGREE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뉴욕의 대표적
명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009년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38% 이상 절감하고 연간 44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거듭
났다(CODAA 2021, <그림 6> 참조).
<그림 6>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린리모델링 개요33)

<그림 5> 마스터카드의 탄소 계산기32)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에서 활발하게
31) 자료: Bae 2020.
32) 자료: mastercard.us

33) 자료: CODA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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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국은 정부, 기업, 민간이 한마음이 되어

일본

자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의 국토교통 녹색챌린지

바이든 정부 수립으로 회복한 친환경 리더십을

프로젝트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국가를 향한 일본의 동향

또한, 주변국들에 온실가스 절감에 동조할 것을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한 일본은 기후변화에

압박하고 있고, ‘탄소조정세’ 도입 등을 통해 탄소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2050년 카본 뉴트럴’을

배출과 관련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의

선언하고, 탈(脫)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적

탈(脫)탄소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우선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탄소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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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쿄도와 교토시, 요코하마시 등 226개 지

<표 1> 국토교통 녹색챌린지 6가지 프로젝트

자체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포하였으며,
올해 중반까지 지역 내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经團連)
에서도 신성장전략을 공표(2020년 11월 17일)하고,

구분

프로젝트 내용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는
스마트하고 강인한
생활과 도시정비

•라이프사이클 탄소 마이너스화(LCCM) 건축물 보급
•에너지절약형 건물로의 개보수 촉진
•에너지절약 성능 인증·표시제도의 충실화 및 보급
•규제대책 강화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연비 향상
•물류 서비스에서의 전기차 활용 추진
•전기화에 의한 새로운 운송시스템과 녹색 슬로
모빌리티, 초소형 모빌리티 도입 촉진
•전기자동차 대응 인프라 전개를 위한 EV 충전기의
공공도로 설치 및 주행 중 충전시스템 기술연구개발 지원
•리질리언스 강화에 이바지하는 V2L(Vehicle to Load)
시스템 보급 촉진
•수소·연료 암모니아 등의 수입과 활용 확대를 꾀하는
탄소중립 항만형성 추진
•탄소배출 제로형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도입
촉진과 일본 주도의 국제기준 정비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블루카본 생태계 활용, 선박 분야의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연구개발 추진
•항만·해상교통 적응대책, 해양재생 및 보전, 자원순환 추진
•유역 치수 연계 녹색인프라를 활용한 빗물 저수 촉진
•도시녹화 추진, 생태계 네트워크의 보전·재생·활용,
건전한 물순환 확보
•그린본드 등 녹색금융 및 ESG 투자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가치 향상
•민·관연대 플랫폼 확대를 통한 녹색인프라의 전개 추진
•ETC 2.0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체증대책, 환상형
도로정비에 의한 교통흐름대책
•지역 대중교통계획과 연동한 LRT·BRT 등의 도입
촉진, MaaS 전개, 교통 간 접근성(modal connect)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물류 DX 추진, 공동 배송시스템 구축, 더블
트레일러트럭 보급, 전환교통(modal shift) 추진
•선박·철도·항공 분야에 차세대 녹색수송기관 보급
•지속성을 고려한 계획 책정, 인프라 장수명화를 통한
탄소 저감 추진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재료활용 촉진 및 기술개발
•건설 시공 분야에서의 ICT 시공 추진, 혁신적
건설기계 도입 확대
•도로조명 LED 전환, 에너지절약형 철도설비,
공항시설 및 차량의 탄소 저감화, 댐·하수도 등
인프라 서비스의 에너지절약형 전환
•질을 중시하는 건설 재활용 추진 등

저렴하고 안전한 탈탄소 에너지의 공급, 산업부문
에서의 탈탄소 생산공정 확립, 운수·민생부문에서의

전기자동차에 대응하는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혁신적 제품과 건물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향해’라는 계획을 공개(2020년
12월 7일)하였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개혁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항만·해상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화 추진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술력을 조기 확보하고자
이 계획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
에서 정리한 탄소중립사회 실현계획과 녹색성장

녹색인프라를
활용한 자연공생형
지역재생

전략은 올해 6월에 공개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 녹색 챌린지 프로젝트

디지털과 녹색에
의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서비스 전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 완화대책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변동 리스크를
고려하여 방재·감재 및 국토 리질리언스 강화나
국토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국토정책 차원에서의

인프라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탄소중립과
순환형 사회 실현

노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국토, 도시, 교통부문은
일본 내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들 분야를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은 녹색사회 워킹그룹을 발족
하여 기존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환경 분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성은 관련

에서의 각종 시책과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올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이 핵심이라 보고,

7월 ‘국토교통 녹색챌린지’를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 및 산학기관과 함께

국토·도시·지역공간에서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주택건축, 물류, 인구유동, 토목 인프라 산업, 신재생

비전으로, 탈탄소사회와 기후변동 적응사회, 자연

에너지 산업, 자동차·선박·항공기산업을 포함한

공생사회, 순환형 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

14개의 중점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과 실증시험,

까지 10년 동안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6가지 프로젝트

도입 확대, 자립 상용화 등의 분야별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정리된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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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

<표 2> 분야별 이노베이션 사업과제와 국토교통성의 주요 시책
분야

과제

국토교통성의 주요 시책

주택 및
건축산업

고성능
주택/건축물
목조건축물

•LCCM 주택·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H,
ZEB),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 향상
•목조건축물 보급
•탄소중립 항만형성
•차세대 에너지자원 획득에 기여하는 해외
항만 투자 검토
•MaaS 도입을 위한 실증, 이동에 필요한
다양한 니즈에 대응 가능한 MaaS 보급
•지역 대중교통 확보 및 유지, 계획 수립 촉진
•전기화, 자동화에 의한 저탄소배출
수송시스템 도입
•자전거 통행공간 정비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창출
•전환교통 추진
•물류시설의 저탄소화 추진
•더블 트레일러트럭 등에 의한 물류 효율화
•연료전지 철도차량 개발 및 도입
•친환경 공항 추진, 항공교통 시스템 고도화
•드론 물류 실용화
•도로조명의 에너지절약화, 주행 중 급전기술
연구지원, EV 충전기 공도설치 검토
•하수열 이용
•녹색인프라 전개
•시공 효율화 및 고도화
•디젤엔진을 기본으로 한 연비성능 향상
•혁신적 건설기계 도입 확대

탄소중립 항만형성

스마트교통 도입
자전거이용 촉진
물류,
인구유동,
토목
인프라산업

녹색물류 추진
교통네트워크·거점·
수송 효율화 및
저탄소화 추진
인프라,
도시공간의
탄소배출 제로화
건설 시공상의
탄소중립 실현

선박산업

카본프리
대체연료로의 전환
LNG 연료 선박
고효율화
에너지절약 및
탄소 저감 배출
선박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는
국제기준 정비

해상
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연료
암모니아
산업

암모니아 활용
확대
이용

수소산업

수송
분야 횡단

•연로전지 선박, EV 선박, 가스연료 선박

•신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따른 사업자
공모, 기지항만 정비
-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해외 전개
•가스연로 선박, 암모니아 연료전지 선박
•연료 암모니아에 대응하는 해외선적항이나
국내항만에서의 환경 정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의 수소
활용 추진
- 하수도에서의 수소 활용 추진
•수소운반선
•수소에 대응하는 해외선적항이나
국내항만에서의 환경 정비
•항만 및 임해부, 공항 등에서의 수소 활용 실증
•전기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 및
도시 도로 인프라 전개
- 차량 사용법의 변혁에 의한 탄소배출량
삭감과 이동 활성화 동시 실현

식재료 및
농립수산업

흡수원 대책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 생태계 활용

항공기산업

항공 탈탄소화

•환경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재 보급 촉진
•바이오 제트연료 등의 보급 촉진
•선상 탄소포집, 해상 탄소 수송,
선박에서의 메타네이션 연료 활용
•해조류 바이오 제트연료 등 보급 촉진

라이프
스타일
관련 산업

바이오매스 발전
보급
ZEH, ZEB, EV·FCV,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를 조합한
토탈 매니지먼트

민간자본과 ESG 투자를 통해 녹색금융을 활용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은 산업구조 개혁과 혁신 기술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국민과 기업의 행동양식 개혁
촉진도 ‘녹색 챌린지’에 포함되는데, 에너지절약
성능이나 탄소 저감에 대한 인증 평가제, 인센티브
도입 등은 이를 위한 것이다. 가령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해 인증을 하고, 이 제품을 구입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환경 의식 고취가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탄소중립 선행지역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최소

•신규 선박, 기존 선박에 대한 연비성능
규제

전기화 추진 및
차량사용법 변혁

CCUS 기술 보급

으로써 물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거나,

•기술개발 및 도입, 풍력 추진과의 조합

자동차 및
축·전지산업

카본
리사이클
산업
자원순환
관련 산업

기술과 GIS 데이터를 교통과 도시정비에 적용함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확대

100가지 사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탄소중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산업의 활용을 통한 지역 공간형성이라는 지방
창생과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国土交通省. 2021a.
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国土交通グリーンチャレンジ」.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12433.pdf
(2021년 8월 9일 검색).
_____. 2021b.
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国土交通分野における環境関連施策・
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グリーン社会の実現に向けた動向、検討の
視点等）.
https://www.mlit.go.jp/policy/shingikai/content/001389402.pdf
(2021년 8월 9일 검색).
日本政 府合同. 2021.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https://www.meti.go.jp/press/2021/06/20210618005/202106180053.pdf (2021년 8월 10일 검색).]

•ZEH, ZEB, EV·FCV 등의 비용 저감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79호),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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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9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133
강화기준 검토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135
수립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136
조성사업
130

용 역
발 주
심 의

137 하천 환경개선 방안 수립

142
144
129
설 계
심 의

132
134
140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설계경제성
(VE)심사

143

145

152

시민주도형 학습플랫폼
리모델링 공사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락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2단계)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사업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2공구)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2공구)

17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18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사 업 개 요
․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시설 건립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면적 28,319㎡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7,170㎡
․ 서울시 관내 하천의 수변공간에
대한 친수·이수·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천환경
개선방안 수립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1,818.84㎡
․ 서남권일대 약24만㎡
․ 순환산책로 1.68㎞ 조성
․ 무장애숲길 조성
․ 지하4층/지상7층
․ 연면적 8,198.33㎡
․ 제트팬 13대, 자탐설비 1식,
자동제어 1식 등
․ 삼성교 차로확장,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위치조정, 영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신설 등
․ 지하3층/지상2층, 119면
․ 연면적 6,467.71㎡
․ 삼성교 차로확장,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위치조정, 영동대교
남단 진입램프 신설 등
․ 신호기계실(취급실 포함) 및 현장
노후 신호시스템 개량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7,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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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30,221
(1,848)
(550)
3,900
(184)
29,500
(1,527)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400)

조건부
채택

4,105
(264)
(388)
3,550
(46)
2,118
(81)
14,200
(578)
5,045
(206)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조건부
채택

313,016
(11,982)

조건부
채택

토목

(1,417)

조건부
채택

건축

(13,654)

조건부
채택

토목

-

전기

-

건축

110,099
(1,643)
29,445
(1,607)

비고
건축
기계
조경
건축

토목

건축
조경
조경
조경
건축
기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9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건

축 공간기획 용역 등 9건

교

통

기계설비

도

명

공릉동 국수거리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
2021년 임대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설치 부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로 2022년 공동조사용역 등 21건

도시계획

상하수도

소

방

2021. 9.
전기통신

정밀진단

조경·산림

지 하 철

하

천

기

타

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등 9건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
매봉역 등 2개소 변전소 소방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
2호선 ATO 단일 신호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등 6건
2022년 가양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54건
서남권역 거점 휴식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 4건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6건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 디자인 개선
기본계획용역 등 5건
2022년 3D기반 Virtual Seoul DB 구축
용역 등 5건
141건

심 사
요청금액

현

황
심사금액

576

562

178

116

146

129

8,883

8,874

2,490

2,490

17,408

17,362

160

160

1,489

1,294

12,279

12,027

528

516

932

932

889

889

1,581

1,579

47,539

46,93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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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 2021년 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시험
발표

7.6.~7.9.

7.31.

9.10.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합격자
발 표

스마트 그린시티란,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ICT 기반의 운영관리 스마트

9.13~9.16. 10.16.~10.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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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시험
발표
7.4.

7.16.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7.19.~7.22. 8.21.~9.8.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융·복합형 도시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면서 기후
변화 대응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 마련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합격자
발 표
9.17.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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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 그린시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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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저감,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는 말레이시아의 Forest
City가 있다. 수직 녹지를 조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

< 2021년 제3∼4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실기시험
시험
발 표
발표
(인터넷)
8.8.
11.12.
7.12.~7.15. 8.18.
9.1.
9.14.~9.17. 10.16.~10.29. 11.26.
12.10.
8.17.~8.20. 9.12. 10.6. 10.19.~10.22. 11.13.~11.26. 12.24.
필기시험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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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9.7.~9.10. 10.3.~10.13. 10.22. 10.25.~10.28.

실기 합격자
시험 발 표
1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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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차량이 공원 아래로 통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차량, 대중교통 및 도보, 녹지공간이 분리되도록
다층 구조의 설계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사용하여 도시운영체제 및 자원 네트
워크를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오염정보를 집계
하고 예측·관리하여 탄소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그린
시티의 도입 논의가 제시되어 대상지 25곳을 선정
하였고, 회복력, 저배출, 생태복원, 인간 중심의 4대
분야를 토대로 추진 중이다. 도입 전략으로는 IoT
기반 환경통합 플랫폼 구축, 옥상·벽면 녹화시설 등
그린인프라 설치, 스마트 물관리 및 대기관리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폐기물 재이용 순환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을 예측하고 관리
함으로써 연간 2만 7천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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