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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기술이 잘 융합되어 경제체계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보자. 

 현재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선진국은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켜 

수익을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왔다. 그리고 향후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BIM1), AR2) 

및 VR3) 등의 기술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더욱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설계 

엔지니어링 업계는 전통적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소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활발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되기보다는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주도의 환경구축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많은 시기이므로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는 

건설선진국처럼 디지털 트윈, BIM, 원격제어 같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한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사고와 업무 방식으로 디지털기술을 맞이한다면 과거 일본 전자산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염려스럽다. 1980년대까지도 세계시장에서 일본 전자산업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지만, 전자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아날로그 방식에 안주하면서 디지털로 무장한 한국 

같은 신생국가에게 뒤처지게 되었다. 

아날로그 tv 디지털 tv

1)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 Augmented Reality

3) Virtual Reality

》  칼  럼

4차 산업혁명시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경 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맥기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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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산업과는 다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선진국들이 매뉴얼4)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때, 국내는 대규모 국책사업조차도 설계에 필요한 자체 매뉴얼 없이 과업을 진행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건설선진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철 지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디지털시대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시대에 그들과 어깨를 겨누며 그들을 앞서

갈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소 늦어다는 생각이 들어도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게임체인지 시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에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결정

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혁명의 진행

 따라서, 21세기 형식지5)인 디지털 내재화로 설계 BIM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의 전문

지식을 형식지로 만들고, 그 형식지를 디지털 내재화하여 건설선진국을 따라잡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세기 방식의 암묵지6)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20세기 방식의 형식지도 

설계 BIM을 통해 21세기에 요구되는 형식지인 디지털 내재화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적용분야가 지속적

으로 확장되는 스마트한 건설세대를 맞이해야 한다. 

인구변화와 설계회사 기술자 구성비율의 변화

 디지털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을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력확보를 위한 환경이 더욱 암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재들에게 훌륭한 근무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미 국내인구, 특히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지원자가 감소한다면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자체가 의미

가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4) 활동기준이나 업무수속들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

5)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

6)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돼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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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추이 그래프

 최근 설계회사 구성원비율을 조사해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설계사의 50대 기술자 비율이 

30대 젊은 기술자 비율을 넘어섰다. 

엔지니어링 회사 연령대 변화 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토목설계회사는 앞으로 근무조건도 개선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국내 설계회사의 

저부가가치 업무수행과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BIM설계 등 스마트 건설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실제) (가상)
싱가포르 디지털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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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엔지니어링 도약을 위한 작지만 큰 제안 

 국내 건설 시장에 스마트한 건설 산업을 위한 디지털 트윈, BIM, 원격제어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고 발전하려면 건설엔지니어링이 기술 주도의 생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 토목 학회에서 발행한 2020년 22nd Issue Paper에 있는 ‘갈 길 먼 엔지니어링 도약을 위한 

작지만 큰 제안’이라는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 토목학회 2020년 22nd 표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엔지니어링이 기술 주도의 환경을 구축하려면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7)을 보호하여 기술개발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형화된 공법에 대해서는 특허나 신기술 보호 등 권리 주장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엔지니어링 설계나 아이디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보호하는 신지식재산권 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라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상태이다. 

7)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되는 재산권



- 6 -

신기술인증서 특허증

 그리고, 설계엔지니어링 중심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꾀하려면 국내에서 개발한 

S/W에 정부차원의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설계회사에서 사용하고,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 S/W는 외산S/W를 기반하여 Add-on 방식으로 국산S/W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 시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개발 S/W가 육성되도록 일정기간 우선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산S/W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진출시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기술을 보유하므로 단순시공에서 탈피해 

설계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외산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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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봅시다 

 산업화시대에는 정부주도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지만, 4차 산업혁면 시기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중심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내

개발 S/W 육성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디지털 설계엔지니어링의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민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계엔지니어링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토목기술자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의해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빅테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설계엔지니어링의 설계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미래 

설계엔지니어링의 혁신모습을 찾는데 도움이 되므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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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기술발전 공헌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발표
 서울시가 서울시 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주어지는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 15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우종태 경복대학교 건설환경

공학과 교수다. 서울지하철·경전철 건설 및 지하

구조물 계측기술 관련 연구결과 등  최근 5년간 

7편의 우수논문·도서를 발표하며 서울지하철 건설의 

우수성과 기술을 국내·해외에 전수했다. 또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

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5일(금)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에서 ‘제6회 서울시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올해 수상자 15명에게 상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수상자는 관련 학회·기관에서 추천한 29명 

가운데 ‘2021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등 총 15명(개인 11명, 단체 4곳)

이다. 분야별로는 토복분야 7(개인 5명, 단체 2곳), 

건축분야 5(개인 4명, 단체 1곳), 설비분야 3(개인 2명, 

단체 1곳)이다. 

 최우수상은 개인 3명, 단체 1곳이다. 이재호(륜덕

종합건설 현장대리인), 김병채(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사), 전석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서유종합건설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개인 7명, 단체 3곳이다. 개인 수상자는 

권혁민(동해종합기술공사 감리단장), 김성수(이명건설 

상무), 김충원(혁성공영 현장대리인), 송차윤(대원엠이

씨 현장대리인), 정경문(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윤주상(DL이앤씨 부장), 최항석(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이다. 단체는 동산엔지니어

링㈜, 서울터널㈜, ㈜오에이티엠엔씨가 선정됐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서울시, 서서울호수공원 보행약자도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 재탄생
 서울시가 서서울호수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8)

으로 조성 완료하여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누구나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중앙호수 주변 데크로드와 

몬드리안정원 등 주요 공간의 보행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고 이외 일부 시설물들도 함께 정비하여 

공원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공원 

정문에 있는 종합안내판 교체 및 우측 하단에 

촉지안내표를 추가하였으며 안내소까지의 동선을 

유도하는 점자블럭을 설치했다.

 놀이공간 주변 음수대는 휠체어 이용객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높이를 낮춰 설치하고 

턱을 없애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녹지대에는 포켓쉼터를 신규 조성하여 주변 경사로를 

평탄화하여 휠체어 이용 가능한 야외테이블을 설치

하였고, 재생정원 데크를 확장하여 누구나 안전

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동휠체어에 있어서 중요한 휠체어 충전소 2대를 

도입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구획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별로 

1∼2개소씩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 1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공원별 접근성과 이용성, 시설노후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사업순위에 따라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천호

8)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은 공원 내 주출입구와 주요 시설 및 
동선에 대해 턱낮춤,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일반시민, 교통약
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이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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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북서울꿈의숲 ▴선유도공원 ▴서울숲 ▴
남산공원 ▴길동생태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

호수공원 등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였다.

 그간 사업 추진 시 주요 정비 사항은 출입구 

및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이며, 이외에도 공원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기타

시설들도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공에 

반영하였다.

 특히, 공간 및 동선체계에 있어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신규 동선을 

구축하여 모두가 이용 가능한 순환동선을 확립

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안내시설 

재정비와 더불어 화장실 등 주요 시설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서울시는 향후 공원 3개소9)에도 무장애 친화

공원을 조성하여 2022년까지 14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6〕

서울시, 국내 최초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적용한 신림선 우선시운전 완료
 서울시는 도시철도 신림선에 국내 최초로 적용

되는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충분한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신림선에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도입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그간 축적했던 서울시의 

도시철도 개통 경험 및 역량을 총 동원해 우수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한 것이다.

9) 용산가족공원, 간데메공원, 응봉공원

 ‘국산 무선통신기반의 열차제어시스템10)’은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양방향 무선통신을 적용해 

열차 위치, 속도 등을 제어하여 무인운전이 가능한 

열차제어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운영 중인 무선통신기반의 열차

제어시스템은 모두 외국기술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외국 제작사 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구간 연장 및 열차

노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끝임 없이 제기되었다.

 도시철도 건설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국내 신호

업체들이 수년간 힘들게 개발하여 성공해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와 해외 발주처에 외면되어 

사장될 위기에 있는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도시철도 신림선에 도입이 

확정되었다. 

 또한, 도시철도 신림선, 도시철도 동북선에 이어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산 신호시스템(KRTCS) 

구축을 통해 약 2,282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 및 길이11) 효  과
(㎞당 44.1억 원)

·신림선(7.8㎞), 
·동북선(13.34㎞) 
·위례신사선(14.76㎞), 
·서부선(15.85㎞)

·총노선 : 51.75㎞
·예상효과 : 2,282억 원

 도시철도 신림선이 개통되면 기술력과 수행능력이 

입증되어 해외 신호업체들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았던 

국내·외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에 국내 

업체의 사업 진출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02)772-7329〕

10) 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

11) 우이신설선(2017.9월 개통, 안살도STS) 신호공사비 : 44.1억원/㎞ 
[503억 원 ÷ 11.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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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 맞이 

“건·행·잡(건강잡고 행운잡고) 힐링탐방”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을 맞아 비대면

으로 “건·행·잡(건강잡고 행운잡고)힐링탐방” 행

사를 개최12)한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숲길로 

2011년에 조성 시작하여 4년만인 2015년 11월 

15일에 8개 코스 총 156.5㎞를 연결·개통한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울만의 매력 

있는 공간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자연 속에서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새로운 힐링 트렌드가 주목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혼자 또는 가족단위 ‘서울둘레길 전 코스 완주

하기, 좋아하는 코스 걷기’ 등 오프라인 행사와 

‘서울둘레길 오행시 짓기, 서울둘레길에 바란다. 

서울 둘레길 최애명소를 찾아서’ 등 온라인 행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행사는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도 사진이나 글을 이벤트에 제시된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참여13)가 

가능하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완주기념 배지, 손수건, 

마스크 스트랩 등 풍성한 기념품이 지급된다.

 행사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둘레길 홈페이지14), 

12)▸일    시: 2021.10.22.(금) ~ 2021.11.30.(화) 
   ▸장    소: 서울둘레길 1코스 ∼ 8코스

   ▸행사내용: 전 코스 156.5㎞ 완주하기, 좋아하는 코스걷기, 

서울둘레길 오행시 짓기 등 비대면 행사 및 

온라인 이벤트 진행

13) 제출처: 서울둘레길 안내센터(직접 내방), 서울둘레길 메일
(seoultrail@komount.or.kr), 서울둘레길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seoultrail157)

14) https://gil.seoul.go.kr

서울둘레길 다음카페15), 서울의 공원 인스타그램16), 

서울시 산림휴양 인스타그램17)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축제문의는 서울시 자연생태과18) 또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19)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10.22.(금)~11.30.(화) 전 코스 156.5㎞ 완주하기

10.22.(금)~11.30.(화) 좋아하는 코스 걷기

11.02.(화)~11.20.(토) 서울둘레길 찐사연 올리기

11.09.(화)~11.20.(토)
서울둘레길 오행시와 
서울둘레길에 바란다

11.16.(화)~11.27.(토)
서울둘레길 나의 최애명소를 
찾아서

 - 전 코스 완주하기 : 둘레길 156.5㎞ 전 구간 완주하고 
완주 스탬프(28개)를 찍는다

 - 좋아하는 코스 걷기 : 1코스~8코스 중 좋아하는 4개 
코스 이상 스탬프를 찍는다

 - 서울둘레길 찐사연 올리기 : 서울둘레길에 얽힌 각종 
사연을 글과 사진으로 만든다 

 - 서울둘레길 오행시와 서울둘레길에 바란다 : 서울둘
레길 오행시와 서울둘레길에 바라는 점을 작성한다.

 - 나의 최애 명소를 찾아서 : 서울둘레길중 가장 좋아하는 
한 곳을 찾아 인증사진, 풍경사진, 멋진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만든다.

 또한, 서울시는 그간 주변여건 변화와 시설노후화로 

수정 및 교체가 필요한 노선, 안내지도, 안내판 

등 서울둘레길 안내체계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편의성 

제고로 보다 더 Up-grade된 서울둘레길을 선보일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63〕

15) http://cafe.daum.net/seoultrail157

16) @seoul_parks_official

17) @i.forest.u

18) ☎ 02-2133-2163

19) ☎ 02-779-7901~4

mailto:seoultrail@komount.or.kr
http://cafe.daum.net/seoultrail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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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항)

  1)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86조

제3항제2호나목)

  1)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신설[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

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2 비고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입법예고(7.20.∼8.23.)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지 못하여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추가하고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

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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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021.4.20.)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1)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부터 20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20)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법률 제16739호, 2019.12.3. 일부개정, 2021.12.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6. . 일부개정, 2021.12.4. 시행

가.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
(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나. 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

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

하도록 함

다. 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1)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96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재택

활동·시간의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도심 내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 및 공간구성 제한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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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 이하

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7제곱미터 

이상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

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

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
(안 제5조제1항)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

의2제1항)

  1)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다.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1)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라.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1)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탈자 수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58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

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

장·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1)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

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

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21)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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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한 법 개정안 반영(안 제4조, 

제13조∼제21조, 제23조∼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제45조, 별표 제1∼9호, 제12호 개정)

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 (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

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안 별표12 제2호 개정)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군·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추가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30조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시 그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

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

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22)됨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과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는 

22) 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방법 신설(안 제6조의2)

  1)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안 제15조의4

제3항)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연간 

평가계획 수립·서류심사·현장평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자에 

대한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별표 4)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법 제38조)과 업 등록에 관한 법 

조문(법 제51조) 정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중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가능 분야를 

수질분야로 명확히 규정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

시공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비목 정비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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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4호의4·제4호의7)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속·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행

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련 지위승계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3항

제9호다목)

  1) 강우 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1) 강우 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 

등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1)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2022.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의3제2항·제5항, 

제1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8 제2호라목·마목·

자목(종전 아목)·하목(종전 너목)·러목(종전 더목))

  2)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제15조제3항·제6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별표 4)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3)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
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
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     
(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0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          
(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1) 건설업 등록·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1)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23)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공포, 20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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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
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
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혁신·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1)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신산업의 조달
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2)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3)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1)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2)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
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안 제111조1항 개정)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
(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2)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급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지를 명확히 
정의(안 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도지사
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함

나.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사유를 
확대하고 교체등록 기간을 건설기계 말소 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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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
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로 포함하는 한편, 말소 후 교체
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다.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1년 
초과한 건설기계 미등록분만큼 신규 등록을 
허용(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1)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함.

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
하는 신규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
(안 제3조의3제4항)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등록하는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 산정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함

마.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
(시·도)명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
되는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
하는 규정을 삭제함

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사유 중 등록
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안 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하나,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 사유
에서 삭제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7〕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 및 시행(2021.12.23)에 

따라 고층건축물 주변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검토를 위한 풍환경 평가를 고시 기준에서 명확히 

하고, 울산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2020.10.8)와 

같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시 재실자 피난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 검토

항목을 신설하여, 허가 전 계획설계 단계부터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재난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안 [별표1])

  1) 풍동실험보고서 중 풍환경실험 결과 등 필수

제출 사항을 명시하고, 피난계획 검토를 위한 

제출서류 항목을 신설

나.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안 [별표2])

  1)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난 능력의 평가를 

위한 피난계획의 적정성 항목 신설

다. 문구 수정(안 제2조)

  1)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기관 

명칭 수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20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

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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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서 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

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

방법을 구분하여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

함 (안 별표 4)

라.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 내용을 

구체화함 (안 별표 3, 안 별표 5)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별표 9의2 신설)

바.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등 작성 규정을 

현행화함

  1)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 동 고시에 통합 

규정 (안 제7조의4 신설, 안 별표 2의2)

  2) “평가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안 별표 2)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규정에 통합 (안 제40조의2 신설)

  4) 평가의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

(환경부 고시)」으로 이동 (안 별표 1 삭제)

  5) 현황조사 시 신규 데이터 및 공간정보(연안

침식관리구역 지정,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구조 

설정 등)를 반영함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2021년 10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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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1차 강일육교 정밀안전진단심의(재심의)

○ 보수보강 방안

  - 바닥판 상면두께조절(하중제거)를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은 구조물의 중대한 보수보강 사안

으로 별도의 구조전문가에 의한 실시설계와 

공법선정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보강안 검토 

필요

○ 안전성 평가

  - 볼트연결부 NG는 검토된 단면의 적용응력

(실제응력 또는 허용응력의 75%)과 볼트갯수 및 

Splice판 두께 부족 등을 확인 후 별도의 

조치 검토 필요

○ 유지관리 방안

  - 강일육교의 처짐, 신축이음 파손 등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

하여 설계·시공 오류, 유지관리 시 중차량 

통행, 인접공사의 영향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록하기 바람

■ 제138차 마포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원인 및 분석에서 백태 

손상의 원인(균열부 누수, 균열부 내부습윤, 면상의 

누수, 면상의 결로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보수방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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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 기존에 실시된 안전성검토에 대한 검토 기준, 

조건, 검토결과 등을 요약정리 및 결과의 타당성 

검토 수록할 것

  - 금회 진단 시 검토 조건 변화에 대한 이유 

및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배수문 특성상 우기 감안 시 보수기간이 매우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설비 물량을 반영하여 

우기를 고려해도 원활한 보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문의 스킨플레이트 부착방향 등을 언급 

시 동일 방향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

하여(문비전면, 상류, 제내지, 펌프장측 등) 혼동을 

유발하므로 일치시킬 것

■ 제139차 성내유수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설계 당시와의 비교검토 시 설계당시의 기준, 

하중조건 등을 비교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음

○ 기둥부재에 축하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둥

철근이 축하중을 저항할 수 있는 띠철근의 

역할이 필요한 바, 가능하다면 기둥하단부를 

폐합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건의

하고 현실적 여건이 곤란하다면 계속해서 주의

관찰·점검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바람

■ 제141차 4호선 충무로∼명동역 등 4개 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세부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는 반발경도와 

초음파 속도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반영할 것

○ 기존 보수 불량으로 인한 구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구간의 환기구에서 조사 불가로 표기한 

항목에 대해 조사 불가 사유 및 향후 점검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할 것

■ 제146차 2호선 대림∼신도림역 등 10개 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발생된 손상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유발하는 

결함들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보수순위를 조정

하여 즉각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구조계 안전성 증가원인은 안전율 최소 위치 

및 수치가 변경됨에 의한 것으로 분석결과를 

수정할 것 

○ 양천구청∼신정네거리역 철근노출 보수부 재손상 

발생구간은 본 구간이 중점관찰구간임을 감안

하여 보수 이후 기 점검자료 등을 확인하여 

보수부 건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따라 손상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 제147차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발주심의

○ 청량리역 환승센터로 인해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가 유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교통

소통대책을 마련할 것

○ 타당성조사 시 현재/장래 환승센터 이용 승

객의 영향권, 버스와 지하철/지하철과 지하철 

간 환승량,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필요

○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

과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규모·구조·설비·용도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제시할 것

■ 제148차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우선시공분) 

실시설계심의

○ 설계보고서 상 회전교차로 및 주변도로 계획 

관련 설계 추진단계별 교통소통 분석결과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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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삼성교 보도부가 차도교로 확장되는 포장
면의 접속부와 동부간선 진출램프 설치로 확장
되는 기존 교량구간의 종방향 신축이음의 유지
관리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 향후 강교의 재도장을 고려 시 삼성교와 신설
보도교의 이격거리는 공중비계 설치가 곤란한 바,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등 향후 재도장 
및 점검을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

○ 기초 설계 시 한계상태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
법을 검토하여 지지력 및 수평지지력 등 말뚝
설계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것

○ 교량 곡선부에서 편구배 및 종단선형을 검토
하여 물고임을 배제하는 배수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49차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설계심의

○ 시스템 자재 단가는 업체별 최저가를 비교하였
으나, 현장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등 호환이 
가능한 설비는 장비별 최저가를 비교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건설계획의 관리 구간별 시공일정에 따라 단계별 
일정표를 작성하여 반영할 것

○ 5호선 신호설비 개량에 따른 신규설비(통합감시

장치, 구간제어컴퓨터 등)의 유지관리 지침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철거되는 신호기계실 설비는 사용가능과 폐기로 
구분하여 사용가능 설비는 향후 7호선 및 8호선의 
유지보수용 예비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

○ 신호기계실 시스템 구축 시 내진방지를 고려
하여 검토할 것

■ 제150차 양천구 보건소 신정지소(가칭) 신축
공사 설계심의

○ 지하수위 대책에서 강제배수방식과 비배수형
으로 구조물을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시고, 배수방법에 대해 건축 및 토목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선큰가든 외벽의 침하대책 및 하부 건물외벽의 
설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하부 건물 외벽의 
전단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람

○ ‘A-A’ 단면 우측의 굴착을 주변에 영향이 없다면 
좌측과 같이 Open Cut 공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현장 주변 주택가 근접으로 인한 민원, 환경 
관리계획 수립으로 시공 간 마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정화조 환기설비 계획 중 급기계획 및 관리층 
내 설비(덕트, 휀 등)의 부식방지 대책을 검토
하기 바람

○ 상용전원과 비상용 발전기 회로 절체용 ATS를 
무정전으로 절체 가능한 CTTS 설치로 검토
하기 바람

■ 제151차 송파구(하남시) 하천유지용수 공급
개선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사업 여건을 파악하여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
하고 상주 건설사업기술자 배치 시 분야별로 
주 공정 시행시기에 맞춰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7.14.)」에 따라 시공단계 
안전관리 기준인원수를 재검토할 것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

■ 제153차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심의

○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도 중요
하나,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강도가 증가로 
도심하천이 범람할 경우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계획할 것

○ 홍수 시 위험을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
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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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에 대해서는 계단 개소 수의 
조정 등 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치수대책방안을 
강구할 것

○ PC콘크리트 모듈이 크면 무겁고 운반과정에서 
모서리가 손상될 수 있어 향후 교체 시에도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모듈크기를 재검토할 것

○ 비닐 가림막 설치보다는 악취저감을 위한 근본
적인 방법을 검토할 것

■ 제154차 공영주차장(종묘) 법정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심의

○ 안전성평가에서 각 부재의 안전율이 0.9 미만인 
부재가 다수인 것으로 검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성평가 시 부재내력에 반영되지 않았
으므로 재검토 필요

○ 외관조사에서 발견된 손상에 대하여는 보수
우선순위를 통한 보수시기 등을 제시하여 관리
주체가 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시

○ 누수 및 백화현상 부위는 내구성 측면에서 
보수를 실시, 철저히 유지관리 할 것

■ 제155차 4호선(진접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공사 궤도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제출토록 할 것

○ 궤도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 시방과 시험 및 
검측 방법 등을 제시토록 할 것

○ 향후 철도운영기관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예비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제156차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심의

○ 위원회의 기계분야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의견으로 제시된 발주부서의 조치의견과 

같이 설계도서에 실적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의 개별 확인을 거친 후 용역이 준공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면도로(8m)가 지적도에는 막다른 도로로 

건축의 배치도 등 설계도서에는 통과도로로 

표현되어 있는 바, 향후 인접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어 막다른 도로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량의 

회전을 위한 계획을 반영할 것

○ 에너지효율계획(1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등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적용 및 검토

내용 등을 설계도서(보고서)에 수록할 것

○ 지하수 처리계획에서 지하수를 펌핑하는 방식의 

유지관리비와 비배수형으로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비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 경제적인 방안을 

채택할 것

○ 전기자동차의 증가를 고려하여 충전설비(급속, 

완속, 이동식)을 모두 수용가능토록 검토할 것
(현 완속충전기 3대)

■ 제157차 2021년 터미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

진단심의

○ 구조체의 보수·보강은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지 

않고 미루어질 경우,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공사 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보수 우선순위 결정 시 “구조물의 직접적인 

안전성”을 우선으로 균열 보수를 1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중이용 상가시설이므로 추가

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1순위에 배정

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

○ 외관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에서 단면손상에 

해당되는 콘크리트부재의 손상(재료분리, 박락 등)에 

대해서는 손상범위(면적)와 손상깊이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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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차원의 분석 뿐 아니라 구조적 단면손실의 

유무를 분석하여 대책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 전차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상태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차이점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할 것

■ 제176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10.28.(목)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답변서 및 조치계획서 검토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기본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

    ∙ 설계평가 및 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대우건설 적격 85.86

■ 제177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건설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10.29.(금) 14: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입찰업체 답변서 및 조치계획서 검토

    ∙ 보충·추가 질문 및 진위여부 심의

    ∙ 기본설계 적격여부 심의 의결

    ∙ 설계평가 및 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결과 발표(적격여부, 종합점수)

○ 심의결과

입찰업체 설계
적격여부

종합
평가점수 비고

한신공영 적격 90.35

2021년 10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12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1~3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0건을 제안하여 54건 채택 

(채택률 77.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조 6,638억 원에서 1,405억 원 절감

(절감률 5.3%)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5.3% 14.4% 14.6%

○ 주요대안내용

  - 환경성 향상 (감액 43,258백만 원)

    ∙ 터널 발생암 매각(사토처리→판매)

      ⇒ 발생암 매각(모암 판매) 및 재활용으로 

경제성 및 환경성 제고

  - 시공성 향상 (감액 58,553백만 원)

    ∙ 시트파일 자재 손료 70% 재검토

      ⇒ 단계별 시공을 고려한 가시설 재활용 

계획으로 경제성 향상

  - 시공성 향상 (감액 2,089백만 원)

    ∙ 가시설 상단 1, 2단 앵커 삭제(2공구)

      ⇒ 가성토 적용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절감

■ 제12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4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1건을 제안하여 53건 채택 

(채택률 86.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418억 원에서 265억 원 절감  

(절감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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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7.8% 2.9% 11.6%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감액 1,878백만 원)

    ∙ 장래 연결구간 부대공 삭제

      ⇒ 장래 연결구간(본선)에 적용된 포장, 부대

시설, 전기, 기계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절감

  - 시공성 향상 (감액 1,135백만 원)

    ∙ 굴진창 확대

      ⇒ 굴진창 확대(3m→4m) 시 굴착시간 단축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확보

  - 편의성 향상 (증액 47백만 원)

    ∙ 버스베이 설치

      ⇒ 버스와 일반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불

필요한 교통 상충 최소화

■ 제20차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3건을 제안하여 68건 채택 

(채택률 81.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800백만 원에서 57백만 원 절감

(절감률 0.4%)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4% 29.1% 29.6%

○ 주요대안내용

  - 경제성 향상 (감액 70백만 원)

    ∙ 중간말뚝, 측면말뚝 근입장 조정(2m→1m)

      ⇒ 기초암반을 고려한 적정근입심도 적용

으로 시공성, 경제성 향상

  - 시공성 향상

    ∙ 지하4층에 위치한 정화조를 처리수조 쪽

으로 이동

      ⇒ 기초 터파기와 구조체 생성구간이 축소

되어 구조물량 저감과 동시에 시공성 

향상

  - 유지관리성 향상 (증액 19백만 원)

    ∙ 옥상게이트볼장 마감 변경

      ⇒ 탄성우레탄 포장마감을 친환경 코르크 

탄성포장마감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건강 및 사용성 향상

■ 제22차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33건을 제안하여 29건 채택 

(채택률 87.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184백만 원에서 333백만 원 절감

(절감률 2.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5% 13.1% 16.0%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감액 262백만 원)

    ∙ 설계지하수위+강우강도를 고려한 차수 시공

길이 변경

      ⇒ 시추조사 수위, 강우강도를 고려한 설계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 편의성 향상

    ∙ 장애인 통행로 출입문 및 화장실 문 위치 변경

      ⇒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성 및 프라이버시 확보

  - 안전성 향상 (증액 188백만 원)

    ∙ 장비 및 자재 적치를 위한 복공판 설치

      ⇒ 작업공간 확보 및 도로점용공간 축소로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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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원 복합곡선의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선배수시스템 공법 (제862호)

(보호기간 :  2019. 03. 15. ～ 2027. 03. 14.)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형상이며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고 단면적이 큰 

풍선 부채꼴 형상인 다심원 복합곡선을 단면으로 하는 원추발룬난형의 관거에 연속 슬릿 집수홀이 

설치된 배수로 겸용 측구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고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맞게 하부단면은 경심이 큰 원추부채꼴 모양으로 작은 수심비

에서 유속이 빨라 세정력이 높고, 상부단면은 경심이 작으면서 단면적이 큰 풍선부채꼴 모양으로 

큰 수심비에서 유속이 느려 세굴력이 감소되고 유량이 최대가 되는 원추발룬난형 관거에 집수능력을 

높이도록 연속 슬릿이 일체화된 측구관거를 모듈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선배수시스템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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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 절차

제작단계 1단계 터파기 2단계 관거 기초공

3단계 관거 부설 4단계 되메우기 5단계 공사완료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의 선배수시스템 시공순서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비고

1 오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

경기도 
오산시 부소종합건설㈜ 2015.12.∼

2017.08.
L=82.0m

D400(41본)
2,567,840,000원
(11,316,000원)

발주청
확인

2 대전문전중 운동장 
재조성공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
지원청

동신토건 2018.01.~
2018.03.

L=460.0m
D250(230본)

21,781.000원
(21,781,000원)

발주청
확인

3 청림동 운동장 입구 
배수로 복개공사

포항시 
건설교통
사업본부

승우건설 2017.09.~
2017.11.

L=80.0m
D200(40본)

8,960,000원
(8,960,000원)

발주청
확인

4 빗물받이 보수공사 서울지방
조달청 도청산업㈜ 2013.01. L=1040.0m

D200(520본)
41,005,000원
(41,005,000원)

조달청
확인

외 8개 공사 적용됨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의 난형 측구관거 선배수시스템과 유사한 종래의 기술로서는 원형 측구관거가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기술 원형은 수심비가 작은 경우는 신기술 유속 보다 1.78배 정도까지 늦어짐

으로서 고형물 퇴적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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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수심비가 큰 경우에 유속이 신기술보다 1.04배 정도 빨라 세굴력 증가에 의해 관거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통수유량을 유출 시 신기술 보다 한 단계 큰 

직경 사용에 의한 물량 증가로 인하여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공사량에 

대해 신기술 적용 시 종래 원형 측구관거 적용 시 보다 약 202억 원/년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수리특성과 집수특성 및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효과 등을 감안

하게 되면, 신기술의 활용전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 원추발룬난형 관거의 수리특성 우수성과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기술 난형관거 

D250과 통수 유량과 등가하는 종래 원형관거 D300에 대해서 실물 유속실험과 이론해석을 실시

하였다. 상기 관거들에 대한 구배별 유속 및 유량 특성, V/Vfull 및 Q/Qfull 등 수리특성 분석

결과, 종래 원형관거보다 신기술 난형측구가 직경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특성이 기존기술에 

비하여 월등하게 진보된 기술임을 입증함으로서 우리나라 강수특성에 신기술이 가장 적합한 관거임을 

확인하였다.

     이 신기술 난형 측구관거 선배수시스템과 종래 점배수템별 집수 효율 능력 분석 결과, 신기술 

배수시스템이 연속 슬릿 집수구에 의한 집수효율이 월등히 높아 진보된 기술임과 우리나라의 집중적 

강수특성에 가장 적합한 배수시스템 임을 확인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 원추발룬난형 측구관거는 종래 계란형관거 단면제원 및 선진국에서 최근 조정 중인 

계란형관거 단면제원 보다도 더욱 개선을 통해서 하부단면은 예민한 원추부채꼴, 상부단면은 불룩한 

발룬부채꼴 단면 형상을 이루고 이를 제작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향후 동종분야의 유사기술에 

비해서 독보적 기술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 난형 단면형상은 세계 최초로 하부단면은 예민한 원추부채꼴, 상부단면은 불룩한 발룬

부채꼴로 개발된 독보적 기술로서 국내 및 해외에도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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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와 공사비

배수시스템별 공사비 비교 (단위 m당)

구  분 종래기술(D=300) 신기술(D=250) 비고
일반공종 74,210 44,515

신청기술관련공종 190,613 117,108
직접공사비 264,823 161,623
총공사비 391,748 242,951

    ＊ 기존공법 대비 38%의 공사비 절감효과

측구관거별 공사비 비교 (단위 m당)

구  분 종래기술(D=300) 신기술(D=250) 비고
제작 92,000 79,760
설치 40,615 37,348

직접공사비 132,615 117,108
총공사비 196,175 176,036

    ＊ 기존공법 대비 10.3%의 공사비 절감효과

   (2) 공사기간

     (가) 배수시스템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효과

 관거 연장 10㎞ 기준으로 할 때 상기 공정 생략, 물량 및 시간 감소에 따라 단축되는 공사

기간을 분석한 결과, 신기술의 공기가 기존기술의 공기에 비해 약 90일 정도 공기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기존기술 전체 공사기간 대비로 환산하게 되면 약 44%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관거별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효과

이 신기술의 제작시간이 기존기술의 제작시간에 비하여 양생시간을 제외하고 약 5분 정도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기존기술 제작기간 대비로 환산하게 되면 약 

45%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유지관리비

     관거를 10㎞에 대해서 50년(n)동안에 신기술이 적용 시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는 약 116억원 

정도이다. 이의 비용에 상기 미고려 사항을 감안한다면 신기술의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는 상당히 

증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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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자재 절약만으로 인하여, CO2 배출량이 기존기술 보다 약 57% 또는 35% 정도 

감축하였다. 상기 외에 신기술이 기존기술의 원형관거보다 월등한 수리특성에 의한 유지관리횟수 

감소, 공사기간 단축 등에 의해 CO2 배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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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 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 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 (제865호)

(보호기간 :  2019. 05. 17. ～ 2027. 05. 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의 범위는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의 향상과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태양열 반사/방사 기능과 방수 성능이 동시에 확보된 인체위해성 VOCs 발생(방출)이 저감된 수계 

CHMA-실리콘 아크릴계 도막방수조성물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한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EcoCoolRoofⓇ System)에 관한 것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의 내용은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아크릴레이트(Acrylates)에 반응성 실리콘(Reactive 

Silicone)과 시클로핵실메타크릴레이트(Cyclohexyl Methacrylate)를 가교 반응시킨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이 

향상된 수계 공중합수지와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하여 종·횡 방향 모두 우수한 인장강도를 확보한 

섬유시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서 불안정한 방수층 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방수층 전체의 고내구성을 

확보하였으며, 상기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수계 공중합수지에 산화 티타늄(TiO2), 적외선을 반사

/방사하는 구형 나노세라믹 무기질 미세안료 등을 첨가하여 방수적 측면의 성능 외에 태양광 반사와 

축적된 열을 대기 중으로 방사할 수 있는 차열성능을 동시에 확보하여 도심열섬현상의 저감이 

가능한 쿨루프 복합차열방수(EcoCoolRoofⓇ System)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바탕면 정리 ② 에코크릿트® 76 슬러리 도포 ③ 에코쿨루프® 베이스코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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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코루프® 패브릭 함침 ③ 에코쿨루프® 베이스코트 도포 ④ 에코쿨루프® 피니시코트 도포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비고

1 쿨루프시스템 현장설치공사 
(층간소음 실험동 옥상 외 2동)

한국건설기술
연구원(KICT)

우림매스틱
공업㈜ 84㎡ 2017.06.28.~2017.07.26.

(￦ 5,244,000원) -

2 강남구 보건소 옥상 쿨루프 
융합방수기술 샘플시공 서울특별시청 우림매스틱

공업㈜ 367㎡ 2014.11.17.~2014.11.30.
(￦ 11,010,000원) -

3 창덕여자중학교 본관 
옥상 방수공사

창덕여자
중학교 ㈜우원건업 513㎡ 2017.08.01.~2017.08.21.

(￦ 49,998,000원) -

4   김해시청(본관) 외 4곳 김해시청 ㈜방수산업 9,511㎡ 2016.04.21.~2016.06.19.
(￦ 588,010,000원) -

5
환경부선도사업 김해시청 및

김해 문화의전당
쿨루프시스템 설치공사

김해시청 보승건설(주) 998.4㎡ 2016.05.20.~2016.06.20.
(\ 129,424,195원) -

6
오산비행장 부대 내_Osan

AB 지붕보수공사
[IDIQ-D0078-DO#0006&0007]

411th,CBS
Korea

이안종합
건설(주) 9,813㎡ 2016.04.06.~2016.07.22.

(\ 510,268,000원) -

7

Apply acrylic fluid applied 
waterproofing roof coating 

system on the existing asphalt 
shingle roof in Camp Carroll

411th,CBS
Korea ㈜디딤 1,532㎡ 2014.05.01.~2014.07.30.

(\ 76,604,876원) -

상기 외 76건 현장 적용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나. 향후 활용전망

     쿨루프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현상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널리 활용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국가별 환경요건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능규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신기술은 사용자의 

요구에 의거하여 KS 옥상 지붕용 방수성능규격과 ASTM 옥상 지붕용 방수성능규격에 근거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쿨루프 적용 시 국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 

LEED의 일정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세금 우대 정책 등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쿨루프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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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도심열섬현상, 폭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쿨루프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쿨루프 기술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함유된 쿨루프 기술로 

이를 극소화한 친환경 기술이 절실하다.

     이 신기술인 EcoCoolRoofⓇ System은 환경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 등의 첨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쿨루프 복합 차열방수공법으로, 쿨루프 기술의 

우수성 및 친환경적 측면의 우수성을 바탕 삼아 공공부문 및 친환경 건축물 부문의 다수 시설물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적용에 있어 높은 활용성이 예상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독자적인 CHMA-실리콘 아크릴 수지 제조기술과 적외선을 반사/방사하는 구형 나노 

세라믹 국제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기술 대비 내자외선성 및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티치본딩법으로 제조된 섬유시트를 활용하여 기존기술 대비 방수층 전체의 고내구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방수기술과 차열기술을 융복합하여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 부하 및 미세

먼지, 도심열섬현상, 폭염 재난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차열기술들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생산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배제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문제와 작업자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방수 성능 및 쿨루프(차열) 성능의 동시 발현이 가능하여 기술적인 진보성을 확보하였

으며,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배제를 통해 세계적인 녹색 흐름에 

부합하는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건설시장에 있어 융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성을 갖춘 그린빌딩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

기술의 향후 해외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시공성이 우수하고 방수재로서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반사/방사하는 우수한 쿨루프 차열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신기술로 광범위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며,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해외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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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토목 구조물에 적용되는 복합차열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설계 단가는 바닥의 

경우 60,283원이다.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EcoCoolRoof® System 건설신기술 제 527호 건설신기술 제 599호
재료비 ㎡ 29,344 32,780 34,805
노무비 ㎡ 26,334 28,220 26,702

경비 및 기타 ㎡ 4,605 5,010 4,953
합  계 ㎡ 60,283 66,010 66,460

경제성 기존 신기술 527호 대비 약 8.67 % 절감
기존 신기술 599호 대비 약 9.29 % 절감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의 공사기간의 경우 [표 3]과 같이 Fabric 포설 및 Base Coat 도포를 동시에 진행

함으로써 기존 일반 노출 복합방수공법 대비 전체 공정이 감소(6공정→4공정)되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전체적인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기술 제 527호 시공절차 (6공정) 신기술 제 599호 시공절차 (6공정) 신기술 시공절차 (4공정)
➀ 바탕정리 ➀ 바탕정리 ➀ 바탕정리

- 해당 사항 없음 - ➁ LLPP 프라이머 도포 ➁ 에코크릿트76 슬러리 도포

➁ 노출용 H·P시트 깔기 ➂ LLPP 시트 포설
➂ 에코루프 패브릭 포설 및 에코쿨루

프 베이스코트 도포
➂ 시트 조인트 보강 - 해당 사항 없음 - - 해당 사항 없음 -
➃ 우레탄 방수재 1차 도포 ➃ LLPP 코트 도포 1차도포 ➃ 에코쿨루프 피니시코트 도포
➄ 우레탄 방수재 2차 도포 ➄ LLPP 코트 도포 2차도포 - 해당 사항 없음 -
➅ 탑코트 도포 ➅ LLPP 탑코트 도포 - 해당 사항 없음 -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절차 분류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기존기술

EcoCoolRoof® System 건설신기술 제 527호 건설신기술 제 599호
취득원가 72,244 78.965 79.107
사용원가 40,520 45.820 42.560
폐기원가 - - -
합  계 112,764 124,785 121,667

경제성 기존 신기술 527호 대비 약 9.63 % 절감
기존 신기술 599호 대비 약 7.32 % 절감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유지관리비 비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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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유지정책

프랑스
코로나19 이후 국유지 활용의 새로운 방향 설정

 프랑스 재정부 국공유지관리국24)은 ‘보건위기와 

새로운 일하는 방식, 국유지의 변화방향은?25)’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22일 공개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 부처의 부동산 관리

책임자, 민간전문가, 학술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작업환경과 재택근무는 어떤 방향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논의는 세 가지로 첫 번째, 새로운 세계와 과거의 

세계,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일하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두 번째, 근무공간의 변화와 공공서비스, 

내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공간디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오피스 면적의 최적화, 공간을 

축소하기보다는 공간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기의 세부주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7개의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공간을 좀 더 알맞게 사용

하기 위해 여러 사용형태에 대해 질문한다. 예를 

들어 개인공간은 닫힌 공간으로서 콤팩트한 공간

이지만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공간의 

목적에 따라 달리 조성하며,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

한다. 공동공간의 경우에는 작업자 수에 맞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실, 교육실, 연구실 

등 목적에 맞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개인과 공동이 

함께 있는 공간의 경우 가구, 소음방지 가벽, 식물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공존하면서도 

24) Direction de l’Immobilier de l’Etat

25) Nouveaux modes de travail, crise sanitaire: comment 
l’immobilier public se réinvente-t-il?

각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에 활기를 주는 휴식공간에는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음료, 식수대를 설치하고 휴식용 가구를 

배치하며, 부드럽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개인 및 공동근무공간의 

틀에서 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보서비스

와의 연계하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디지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소리, 온도, 공기의 질, 조명, 

사무용 가구 등을 통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편안한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사무공간과 외부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외부 연결통로, 

교통수단과 상업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어린이집, 재활용 물품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세 번째 권고사항은 탄력회복성이 있는 부동산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듈성, 전환성을 갖춘 업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사용목적과 조직이 바뀌는 데 

대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축 구조상 모듈성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벽보다는 기둥과 대를 사용

하여 구조를 만든 건물, 가천장, 가벽 등을 사용해 

기술설비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물이나 빛이 통과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두께가 얇게 설계된 것 등을 

선호한다. 이렇게 모듈성을 확보하여 개인 작업, 

팀 작업, 원격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알맞은 작업

공간을 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네 번째 권고사항은 공간의 배정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통로나 여분의 공간, 디지털화해야 할 

기록문서 등이 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식별해 내어 이 공간들을 협업공간이나 작업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다. 

전체 유효면적26)보다는 사무에 필요한 순수 유효

면적27)의 개념으로 공간을 파악하고 공간의 타입에 

따라 분석한다.

26) Surface Utile Brute : SUB

27) Surface Utile Nette : SUN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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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는 공무원의 현재 일상적인 공간이용

(활동, 교류 등)에 기반한 절차를 밟아 변화를 이끌어

낸다. 직접 관련된 주체가 참여하여 의견 청취와 

교환을 통해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필요

하다면 건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헌장 등을 

작성하여 내부 소통과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근무

환경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검토, 

실험을 통해 신중하게 새로운 공간을 기획하고 

그 후에도 평가 및 사용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공간조성 경험을 참조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새로운 근무공간을 조성하여 테스트 중이며, 이 

공간은 직장도 집도 아닌 제3의 장소(Tiers-lieux)

이다. 제3의 장소는 열린 공간으로서 활력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다. 도시 내부

보다는 도시 외곽, 농촌이나 공간이 여유로운 곳에 

코워킹(coworking), 숙소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일곱 번째 권고사항은 제3의 장소를 개발하기 

위한 자산관리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양적·질적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 전반에 걸쳐 

국유지가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본다. 제3의 장소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리방식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3의 장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일반화를 실시

한다.

 공공회계 국무장관은 이번 보건위기를 통해 국가는 

좀 더 유연한 대응력을 갖추고 국유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사무

공간을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근무조건에 알맞은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안은 

조만간 각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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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제3섹터에 대한 국유지 임대를 통해 주택난 해결

 바르셀로나의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투자를 

통한 사회주택을 건설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사회단체, 즉 제3섹터 단체 

및 조합들이 사회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유지의 

지상권을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새로 건설되는 사회주택은 비영리 민간협동조합을 

통해 총 1천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그 중 

40%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60%는 저가의 사회주택으로 건설된다. 4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 및 운영은 공동주택 및 

협동주택 부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Sostre 

Cívic 및 Vida Cooperativa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40%의 공동주택은 노인 및 지적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주거사업 중 하나

이며, 60%의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어 홍보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임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된다. 지상층에는 공공행정 

시설이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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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회단체와 공공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회주택정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시가 

2015년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사회단체 및 조합에 

국유지를 장기간 양도하는 프로젝트의 연장선이

라고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2015년부터 지금

까지 이러한 제3섹터와의 협력을 통해 246세대의 

주택을 비영리 사회단체 및 조합에 국유지 임대의 

방식으로 건설하였으며, 현재 진행이 예정된 프로

모션을 포함하면 총 600세대의 주택을 이러한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제3섹터인 비영리 사회단체

와의 협력을 통해 건설하는 사회주택의 형태는 

북유럽과 미국의 이웃공동체 및 사회단체가 보호

주택단지의 관리인이 되는 주거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빈, 암스테르담, 베를린 등 유럽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선례를 참고하여 공공과 사회의 

협력을 통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이기도 하다.

<그림 1> La B alma 입주행사28)

 이 사회주택공급 프로젝트에서 토지의 소유주는 

바르셀로나 시청이며, 지상권은 협동조합 및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 수수료는 25년 후 지불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건설 및 운영 초기의 

28) 공동주택 건설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비영리 사회단체 
Sostre Civic이 바르셀로나 시청을 통해 국유지를 임대하여 
임대협동조합 형태로 2016년 건설한 사회주택 ‘La B alma’의 
입주행사. (자료: Ajuntament de B arcelona 2021c.)

재정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대출금이 상환

되면 단체는 운영을 통한 이윤의 50%를 

IMHAB29) 또는 해당기관에 할당하고, 이 기금은 

새로운 임대사회주택 개발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

된다. 또한 해당 국유지에 낙찰되는 단체 및 조합은 

99년 동안 지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리 및 홍보를 위임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공개 입찰과정 없이 건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건설회사 위탁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바르셀로나 시청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정을 통해 수립된 공동 거버넌스와 

메커니즘은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주택조합을 통한 저가의 사회주택공급은 거주민 

중심의 이상적인 주택개발형태이지만, 진행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커뮤니티 

중심의 국유지 지상권 임대를 통한 공공과 제3섹터의 

협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공동체 중심의 미래 주거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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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유지 관리 현황과 정책

 미국은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30)에 의해 연방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 중 토지관리국31)이 관리

하는 토지를 국유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 국토

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 정도이다. 

특히 서부지역의 국유지 비율은 47%로 상당히 

높은데, 네바다주의 경우 국유지 비율은 80%에 

이르고, 유타, 오리건, 알래스카주도 절반 이상의 

토지가 연방정부 소유이다32).

 역사적으로 미국의 국유지 관리정책은 매입, 매

각, 보존, 활용의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1700년

대부터 1867년까지는 다른 국가나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 면적을 확대하였고, 

1860년부터 1935년까지는 다양한 토지법을 통

해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개인이나 주

정부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림 1> 미국의 국유지 분포 현황33)

30)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FLPMA

31)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32) Bui and Sanger-Katz 2016; 심지수, 문새하 2021, <그림 1>, 
<표 1> 참조

33) 자료: B ui and Sanger-Katz 2016

<표 1> 미국 국유지 면적
(단위: 에이커)

구분 국유지면적 주 전체면적 주면적대비 
국유지(%)

앨라배마 880,188 32,678,400 2.7
알래스카 222,666,580 365,481,600 60.9
애리조나 28,077,992 72,688,000 38.6
아칸소 3,159,486 33,599,360 9.4
캘리포니아 45,493,133 100,206,720 45.4
콜로라도 24,100,247 66,485,760 36.2
코네티컷 9,100 3,135,360 0.3
댈러웨이 29,918 1,265,920 2.4
콜롬비아 9,649 39,040 24.7
플로리다 4,491,200 34,721,280 12.9
조지아 1,946,492 37,295,360 5.2
하와이 829,830 4,105,600 20.2
아이다호 32,789,648 52,933,120 61.9
일리노이 423,782 35,795,200 1.2
인디애나 384,726 23,158,400 1.7
아이오와 97,509 35,860,480 0.3
캔자스 253,919 52,510,720 0.5
켄터키 1,100,160 25,512,320 4.3
루이지애나 1,353,291 28,867,840 4.7
메인 301,481 19,847,680 1.5
메릴랜드 205,362 6,319,360 3.2
메사추세츠 62,680 5,034,880 1.2
미시건 3,637,599 36,492,160 10.0
미네소타 3,503,977 51,205,760 6.8
미시시피 1,552,634 30,222,720 5.1
미주리 1,702,983 44,248,320 3.8
몬태나 27,082,401 93,271,040 29.0
네브라스카 546,852 49,031,680 1.1
네바다 56,262,610 70,264,320 80.1
뉴햄프셔 805,472 5,768,960 14.0
뉴저지 171,956 4,813,440 3.6
뉴멕시코 24,665,774 77,766,400 31.7
뉴욕 230,992 30,680,960 0.8
노스캐롤라이나 2,434,801 31,402,880 7.8
노스다코타 1,733,641 44,452,480 3.9
오하이오 305,502 26,222,080 1.2
오클라호마 683,289 44,087,680 1.5
오리건 32,244,257 61,598,720 52.3
펜실베이니 622,160 28,804,480 2.2
로드아일랜드 4,513 677,120 0.7
사우스캐롤라이나 875,316 19,374,080 4.5
사우스다코타 2,640,005 48,881,920 5.4
테네시 1,281,362 26,727,680 4.8
텍사스 3,231,198 168,217,600 1.9
유타 33,267,621 52,696,960 63.1
버몬트 465,888 5,936,640 7.8
버지니아 2,373,616 25,496,320 9.3
워싱턴 12,192,855 42,693,760 28.6
웨스트버지니아 1,134,138 15,410,560 7.4
위스콘신 1,854,085 35,011,200 5.3
와이오밍 29,137,722 62,343,040 46.7
미국 전체 615,311,596 2,271,343,360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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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1862년 제정된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

에는 이주민의 서부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미개발 

토지를 5년간 점유해서 개간하면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160만 명의 자영농이 총 2억 7천만 

에이커의 땅을 불하받았다(빅토리아 2019). 이후에는 

1891년 산림 보존법(Forest Reserve Act), 1934년 

테일러 방목에 관한 법(Taylor Grazing Act) 등을 

제정하면서 민간에게 소유권을 처분하고 남은 

국유지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연방정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면서 지역개발 및 저렴한 주택개발, 

에너지공급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총 6억 5천만 

에이커의 토지 중 95% 이상은 네 곳의 국유지 

관리기구인 토지관리국, 산림청34), 어류 또는 야생

동물국35), 국립공원관리국36)이 관리하고 있다. 

토지관리국은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관할 토지 내 여가, 목축, 목재, 에너지, 광물자산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산림청은 목재 수확, 여가, 

방목, 유역 보호,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 등을 위해 

약 2억 에이커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어류 또는 

야생동물국은 주로 어류,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연방토지를 관리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 전쟁터, 

국립 보전지역의 역사자원과 자연자원 보존을 담당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특정 목적에 따라 국유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임대를 

하기도 하고 상업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34) Forest Service: FS

35) 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36) National Park Service: NPS

미국 의회는 네 기관이 소관하는 국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방정부 소유의 다른 

토지와 영토, 재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또한 

행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소유의 재산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정부 재산시스템37)을 통해 

자산관리번호, 활용기능, 임대차계약 정보 등 모든 

정보가 민간에 공개되고 있다38). 이 외에도 의사

결정 정보39), 부동산 관리도구40), 자산통합 관리

도구41) 등 의사결정 모델을 별도로 제공하여 국유

재산 담당자들이 연방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

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GSA n.d.).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유지는 

자연보존을 위해 유지되기도 하고, 여가, 목재생산, 

방목, 광물 채취 등의 산업에 이용되기도 하며, 

임대 등을 통해 상업활동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이어서 

연방정부의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한 임차를 동결했으며, 2030년까지 연안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 에너지를 2배 증가시키겠다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앞으로 미국의 국유지는 재생

에너지 생산과 그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가 팬데믹 사태로 

겪은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37) Federal Real Property Profile Management System: FRPP MS

38) 심지수, 문새하 2021

39) Data 2 Decisions: D2D

40) Real Property Management Tool: RPMT

41) Asset Consolidation To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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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대처가 오히려 수리시설, 

교통, 에너지 등 사회 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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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공유지 현황과 활용전략

일본의 국·공유지 현황

 국토교통성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보유한 국유지는 739만 4천㏊4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318만 9천㏊로, 일본 전국 토지 

총면적 3729만 7천㏊의 각각 19.8%와 8.5%를 

차지한다. 이들 국·공유지를 권역별로 보면 17.4%가 

도쿄도, 30.6%가 지방권에 있고, 지방권의 53.0%가 

홋카이도에 몰려 있다(国土交通省 2021).

 금액으로 보면 일본 부동산 총 2,562조 엔분 중 

국·공유지는 600조 엔분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이 중 75%인 450조 엔분이 지자체의 

부동산이다(国土交通省 2019). 면적대비 금액이 비싼 

곳이 공유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의 

공유지 면적 비율과 지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도쿄도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 17.4% 중

42) 거의 대부분(717만 5천ha)은 국유림.

에서 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3%에 달하고, 

전체 국·공유지 면적의 8.2%에 해당하는 오사카의 

경우 64.4%가 공유지이다. 반면 지방권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의 71.2%가 국유지이고, 공유지는 

28.8%일 뿐이다. 이는 부유한 대도시권 지자체와 

가난한 지방권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차이를 간접적

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림 1> 일본의 소유자별 토지 구성43)

국·공유지의 활용과 PRE 전략

 그동안 지자체들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정책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인구유출과 초고령화로 인한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전략적 관리 

및 운용의 부재로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였다. 국토

교통성은 이들 국·공유지, 즉 ‘공적 부동산44)’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른바 

‘PRE 전략’을 추진해 왔다(国土交通省 2015a). 이는 

미이용 토지나 잉여 토지를 민간에 대여하여 개발을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RE 전략의 핵심은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다. 지자체는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통해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는 

43) 자료: 国土交通省 2021

44) Public Real Estat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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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사업부지를 획득하고 쾌적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은 

매력적인 시설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성으로서는 공공시설의 재배치와 부족한 

민간기능의 유도를 통한 도시개발 및 정비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PRE 전략은 계약 내용에 따라 리츠와 

같은 부동산 증권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의 유동성을 높여 부지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사업자가 추후 부동산 증권을 사들일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PRE 

전략이 활성화되면 소규모의 개별 부동산개발을 

넘어 도시 전반의 재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공유지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민간

기업으로서는 개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일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

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PRE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함께 PRE 

활용 가이드라인과 사업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5b).

 국토교통성과 별개로 재무성은 2019년 6월 발표한 

‘앞으로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방침’을 통해 미사용 

국유지의 민간 개방과 공공성 강화를 밝힌 바 

있다(財務省 2019).

<그림 2> PRE 전략의 활용 주체별 이점45)

45)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050345.pdf 
(2021년 8월 31일 검색).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기본 방침

• 국유지의 매각 등에 대해서는 공용·공공용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신속하고 투명·
공평한 절차를 위해 일관된 규칙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2019년 6월 ‘재정제도 등 심의회 국유재산분과회’의 
답신을 고려하여 유용성이 높고 희소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유보
재산으로 하여 소유권을 유보하고, 지역·사회 
니즈를 고려하여, 정기 임차권에 의한 대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유보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지방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등 희망접수를 실시
하고, 접수기간 중에 취득 등 희망이 없는 경우
에는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등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공공단체 
등에 대해 2년 이내의 계약체결을 요구한다.

• 또, 국유지 매각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지
관리 비용의 삭감이나 토지 유효활용을 위한 
일시적 대여를 시행하는 등의 잠정적 활용을 
추진한다.

• 이밖에, 폐지가 결정된 청사·관사 터 등의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 정비계획에 이바지하기 이해 지방 
공공단체로 부터의 취득 등 희망을 접수하는 
이전부터 지방 공공단체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
하고 있다.

 요컨대 PRE 전략과 유사하게, 국유지를 지자체나 

민간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되, 

공공성 우선원칙에 따라 지역 생활 편의시설을 

민간주도로 건설하여 지역 재생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활용성이 높고 희소한 국유지는 

‘유보재산’으로 재분류하고 대여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래 수요에 대응토록 했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시설 등의 건립에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항목

이다.

<그림 3> PRE 전략을 활용한 도시개발의 예46)

(도쿄 롯폰기 미드타운)

46) 자료: https://www.tokyo-midtown.com/jp/about/history/ 
(2021년 9월 1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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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와 과제

 대표적인 PRE 활용사례에는 도쿄 롯폰기에 위치한 

‘도쿄 미드타운’을 개발한 프로젝트가 있다. 방위청

(현 방위성)이 이전하면서 비는 부지를 민관이 합동

으로 개발한 사업이다. 일본정부는 정부기관의 

이전통합에 따른 유휴지를 매각하여 재정 기여를 

도모하고, 도쿄도와 미나토구는 부지재개발에 있어 

롯폰기 일대 지구계획 수립과 행정적 편의 제공 

등 부분적으로 관여하였다. 부지를 낙찰 받은 민간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 도쿄 미드타운 개발계획

에는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공원 등 문화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단순한 재개발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 분위기가 쾌적하게 개선되었고, 

이는 정주인구 확보로 이어져 업무, 상업, 문화, 

교류, 거주 등의 기능이 융합된 고도 복합시가지의 

형성이 실현되었다.

 한편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위해 부동산 증권화가 선행되었다. 덕분에 사업 

최대 난관으로 여겨졌던 3,700억 엔 규모의 자금

조달은 부동산 지분 공유를 조건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면서 예상외로 쉽게 풀렸고, 확보된 유동성은 

더 많은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위치한 이와키역 앞을 

재개발한 사업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와키시 인구는 

1980∼1990년대 대비 23% 이상 감소하면서 

빈 점포 문제와 도시공동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거주지 및 대형 쇼핑몰의 교외 입지 등 도시확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가지 정비가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이와키시에서는 시가지에 복수의 도시중심축을 

정비하고, 그 축 사이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도시

재생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와키역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운 민간

시설의 융합이다. 이와키시에서는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부지를 대여하고, 개발기업에서는 대형 

건물을 건축하여 상업 및 공공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이와키시는 다시 그 건물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기본적 수요가 있는 도서관 및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쇼핑몰을 복합적으로 구축한 

형태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인 것

이다. 그 결과 1년 만에 500만 명, 5년 간 2천만 

명의 누적방문자가 이곳을 찾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의 지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공적 부동산의 성공적인 활용은 도시를 

탈바꿈시키는 이점이 분명하나, 이러한 사례는 

전국의 지자체를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는 향후 공적 부동산의 

유효한 활용을 진전시킴에 있어 여러 과제, 예컨대 

행정절차의 복잡성, 민·관 소통의 한계, 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이 놓여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자체별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정리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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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10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용 역
발 주
심 의

147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기본)
계획 수립

-
(169,900)

조건부
채택 토목

155
4호선(진접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궤도 실시설계

․ 인입선 9,0㎞(단선 1.9㎞ ,복선 
7.1㎞), 차량기지 25.2㎞(단선)

35,485
(1,489)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48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우선시공분)

․ 3공구: 삼성교 확장 L=260m 등
․ 4공구: 진출입연결로 2,469m 등

45,700
(5,886)

조건부
채택

토목

149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 ․ 5호선 26개소 신호기계실(취급실
포함) 및 현장 신호설비 개량

134,156
(1,649)

조건부
채택 전기

150
양천구 보건소 신정지소(가칭) 
신축공사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7,658.19㎡

25,200
(1,023)

조건부
채택 건축

153 홍제천 상류 보행환경 개선사업 ․ 홍제천 상류시점~홍지문(탕춘대성 
일대) 약 3㎞ 보행환경 개선

3,130
(215)

조건부
채택

조경

156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7,478.08㎡

28,390
(1,607)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151 송파구(하남시) 하천유지용수 

공급개선공사
․ 유지용수관로 D300~800㎜, L=8㎞, 
유지용수 펌프장 설치 1식

12,000
(1,205)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적격
심의

176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1공구 건설 일괄입찰공사

․ 연장 1,348.147m, 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2개소 등

148,749 적격 토목

177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3공구 건설 일괄입찰공사

․ 연장 1,485.253m, 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2개소 등

133,278 적격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51-1 강일육교(재심의) ․ STB, 폭 26.0m, 연장 51.2m -
(108)

조건부
채택

토목

138 마포배수문 ․ 4개소 -
(57)

조건부
채택 토목

139 성내유수지교 ․ 폭 40m, 연장 390m
-

(165)
조건부
채택 토목

141 4호선 충무로∼명동역 등 4개 
구간

․ L=4,717m -
(631)

조건부
채택

토목

146 2호선 대림∼신도림역 등 10개 
구간 ․ L=10,785.9m -

(1,098)
조건부
채택 토목

154 공영주차장(종묘) 법정시설물
․ 지하5층/지상1층
․ 연면적 55,188.06㎡

-
(182)

조건부
채택 건축

157 2021년 터미널 지하도상가 ․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105)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경제성
(VE)심사

1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 (동부) 터널 4∼6차로(병렬), 연장 11.4㎞
․ (영동) 터널 4차로(병렬), 연장 2.4㎞

1,726,200
(13,767) - 토목

20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영 
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 지하4층/지상2층
․ 연면적 4,683,69㎡, 86ㅁㄴ

13,853
(598) - 건축

22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지하2층, 지상부 공원
․ 연면적 5,973.59㎡, 168면

15,336
(570)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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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10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 10.

건     축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8건
8,454 8,444

교 통 2022년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 등 10건 6,154 6,093

기 계 설 비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7,065 6,906

도 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 용역 등 29건
6,873 6,732

도 시 계 획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등 

30건
10,800 10,766

상 하 수 도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2건
14,295 13,703

소 방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소방설비증설사업 

소방감리 기술용역 등 3건
106 96

전 기 통 신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 등 13건 2,428 2,405

정 밀 진 단
빗물펌프장 및 수문 8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128건
9,513 9,389

조 경 · 산 림
2022년 남산공원(북측순환로 등 5개소) 

산사태 예방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9건
755 742

지 하 철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궤도실시설계용역 등 2건
1,639 1,623

하 천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등 

10건
2,597 2,583

기 타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판독현황도 

제작('22년) 등 9건
3,000 2,979

 계 320건 73,679 72,461



- 42 -

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125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7.6.~7.9. 7.31. 9.10. 9.13~9.16. 10.16.~10.26. 11.12.

< 2021년 제3∼4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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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8.20. 9.12. 10.6. 10.18.~10.21. 11.13.~11.26. 12.10.
12.24.

< 2021년 제3∼4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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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8.17.~8.20. 9.12. 10.6. 10.19.~10.22. 11.13.~11.26. 12.10.
12.24.

< 2021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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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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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상식 용어

 보령해저터널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27m 규모 
해저터널로 상하행 2차로 분리된 구조이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까지 총 
14.1㎞를 잇는 보령-태안 국도의 일부인 보령해저
터널은 육상 구간에서 암반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암벽에 죔쇠를 박으며 터널을 파고들어가는 
NATM 공법이 사용됐다. 또 시공 과정에서 바닷물 
유입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막장에서 단계별로 
TSP 탐사, 선진수평시추, 감지공 작업을 시행했으며 
차수그라우팅으로 안전을 확보했다. 2012년 11월 
착공을 시작한 후 2019년 2월 20일 상행선이 관통
됐고, 같은 해 6월 10일 하행선이 관통되면서 7년여 
만에 양방향 굴착이 완료됐다. 
 한편, 총 사업비 6,879억 원이 투입된 보령-태안 
국도는 2021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령해저터널이 포함된 대천항∼원산도 구간은 
2021년 말에, 해량 교량이 포함된 원산도∼안면도 
구간은 2019년 12월에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보령해저터널은 일본의 동경아쿠아라인(9.5㎞), 노르
웨이의 봄나피요르드(7.9㎞), 에이커선더(7.8㎞), 오슬로
피요르드(7.2㎞)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국내에서는 기존 최장 해저터널이었던 인천
북항터널(5.46㎞)보다 약 1.5㎞ 더 길고, 지상터널과 
비교해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10.96㎞), 
동해고속도로의 양북1터널(7.54㎞)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