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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언

 서울은 전국 대비 0.6%의 면적에 19%의 인구(990만 명, 2020년)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시민의 

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기반시설은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유지관리 시점 및 방법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행위 등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체계적인 

‘자산관리’라는 시설물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산관리체계를 적용하면 

수많은 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자산관리의 필요성 검토

 서울은 8,197㎞의 도로, 13,791㎞의 상수관로, 10,392㎞의 하수관로 및 460개 이상의 교량 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설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 건설된 것으로 2021년 현재 약 40∼

50년 정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향후 10년부터는 고령화 시설물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량, 상하수도 등은 내구연한이 타 시설물에 비해 짧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 시점에 적정한 유지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제한된 

예산의 분산 투입이 필요함에도,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복지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지관리 시점 및 대상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여건에서 예산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산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산관리는 각 기반시설을 자산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유지비용의 감소 및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배분 및 시스템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다. 각 기관이 관리해야 할 자산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세분

하면 금융자산, 건물자산, 인적자산(Human asset), IT 자산 및 기반시설 자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칼  럼

 서울시 기반시설 자산관리체계 구축 제언

   김 형 건

    ㈜삼안 부사장,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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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는 자의 주체에 따라 자산소유자, 자산관리자 및 자산사용자로 나눌 수 있다.

 자산에 대한 주체별 요구사항도 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사용자에 따라 관심항목이 다르며 본 원고

에서 다룰 기반시설은 민간자산 및 공공자산으로 나뉜다(그림 1 참조). 

  · 자산소유자 : 자산 소유현황, 투자수익률, 향후 투자 및 관리전략 및 계획

  · 자산관리자 : 합리적인 자산평가, 신속한 자산정보 획득, 자산관리 프로세스

  · 자산사용자 : 사용자산의 서비스 수준(서비스 시간, 비용, 품질적 수준 등)

실물자산
(Real Asset)

유동 실물자산
(Current Real Asset)

자    산
(Asset)

고정 실물자산
(Fixed Real Asset)

민간자산
(Private Asset)

금융자산
(Financial Asset) 공공자산

(Public Asset)

인적자산
(Human Asset)

[그림 1] 자산의 분류

3. 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자산관리 대상으로서의 기반시설은 법령1) 및 지침2) 등에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

시설 및 하천부속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도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 호주 : 도로, 철도, 전기, 가스, 항만, 상하수도, 공항

  · 미국 : 교통/도로/교량, 상하수도, 공원 우수시설, 전기·가스시설 및 공공빌딩 

  · 영국 : 도로, 철도, 공항, 전기, 가스, 정유 및 가스 생산, 상하수도, 공공교육시설, 국방시설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본 제언에서 주장하는 ‘자산관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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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는 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공학적 대책 중심의 활동’을 말한다.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내구성

이나 기능회복 등을 재료 및 역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단기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유지관리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자산관리는 ‘자산으로 대체된 기반시설의 운영 측면(금융공학, 경영학, 경제학적 수법 적용)과 

관리적 측면(경역학적 방법과 공학적 대책 적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는 

시설물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치 유지 측면과 투자수익률3)을 강조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기법을 말한다. 자산관리의 핵심 요소는 공학적 요소(비용 대비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 경제적 요소

(최적화된 자원배분) 및 비즈니스적 활동(프로세스 개선)의 결합 활동이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관리자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 관점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예산 사용계획에 따라 자산관리 

전략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유 지 관 리 자 산 관 리

[그림 2] 유지관리와 자산관리의 결정 프로세스

 위 그림 2에서 유지관리와 자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지관리는 

개별시설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되지만, 자산관리는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과 상태를 분석함은 물론 자산으로 평가하여 LCC4) 개념과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자료축적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산관리는 이런 절차적 판단 과정을 통해 기반시설별 가치를 자산으로 환산하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목표로 하는 수준에서 감소되는 양만큼의 자산 가치를 보완하고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

로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된다.

3) ROI, Return of Investment

4) Life Cycl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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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 목표·목적 수립 : 자산의 관리 목표 설정

  · 자산관리 데이터 수집 : 자산목록의 변경, 자산가치의 변경, 자산상태 및 성능 데이터 등

  · 데이터 통합 및 분석 :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성능, 서비스 수준 관련 정보 

분석·통합

  · 다양한 대안 도출 및 제시 : 프로젝트 수준, 시설물단위의 네트워크 등 자산관리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들 제시

  ·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 최적의 대안 도출 및 적정한 관리자에 맞는 프로그램 단위 구성

  ·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결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

  · 모니터링 피드백 : 실행계획 시행 및 이에 대한 피드백

4. 자산가치의 평가방법

 지금까지 기반시설의 자산으로서의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다음은 자산

가치 평가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조직이나 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의 가치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표시되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의 평가는 기반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발주하는 용역 등에서 

비용과 투자의 양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자산의 가치화’는 기반시설 자산관리의 핵심 요소이며 미래 자산관리업무의 총량을 표현하며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GASB 34)5)이나 영국(RAB)6) 등은 자산회계의 하나로 기반시설을 포함

하는 프로세스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자산가치의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 장부가격7) : 과거에 기반을 둔 평가 방법으로서, 노후도를 반영한 역사적 원가에 기반을 

둔 현재 가격(Book value)

  · 대체가격 : 현재에 기반을 둔 평가 방법으로서, 자산의 대체/재생 비용에 기반을 둔 

가격(Replacement value)

  · 감가상각 대체비용 : 미래에 기반을 둔 평가 방법으로서, 자산의 현재 상태를 감가 상각한 대체

비용에 기반을 둔 현재 가격(Written down replacement value)

  · 순 잔존가격 : 미래에 기반을 둔 평가 방법으로서 새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비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대체비용(Net salvage value)

5) http://www.gasb.org/,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6) 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7) 자산의 장부가격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되나 결산 때의 감가상각 공제, 평가 등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변동된다. 예를 들면 최초 

연도의 고정자산 장부가격은 취득원가이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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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산가치 평가방법별 장단점 분석

방법 특   징 장   점 단   점

장부가격

재무회계 목적 사용
역사적 구매원가 사용, 현재

가치 감가상각 가능
시간 흐름에 따른 직접 비교 

제공

단순하며, 일반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

가격 변화 미반영
기술 및 서비스 변화에 소홀
자산의 연장, 인플레이션이 미반영된 

수평적 가격
현재 자산의 왜곡(가치는 자산의 연수와 

관련된다는 왜곡 발생)

대체가격
기반시설물 등에 대해 관리

기관에서 사용
단순하며 이해 쉬움 자산 가치 왜곡(신자산과 구자산의 

가치 동일)

감가상각 
대체비용

관리회계 목적 사용
대체/재생에 대한 현재 시장

가격  반영
현재 상태 자산가치 하락을 

반영하는데 활용

기술자 측면에서 이해 용이
자산의 비교 가능
미래 예산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현재 가격과 기술 반영

우수한 성능 모델링 필요
대체비용의 추산(주관적)
개선 및 대체를 다루는 방법 고민 

필요

순잔존
가격

폐기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가치 
대표

일반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
미래 건설가격 예측 불가능
시장에 따라 주관적

5. 기반시설 자산관리 분석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 자산관리체계를 적용했을 때의 이익 및 효과분석과 국내의 기반시설 자산

관리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산관리 기법 적용에 따른 이익과 효과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반시설의 자산

관리 체계 도입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효과는 기반시설의 생애주기 연장 및 비용감소라고 할 수 있다. 

시설별, 부재별, 단위별로 평가된 가치 등 기초 데이터가 계속 관리되면 자산에 감가상각률을 적용

하여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쉬움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유지관리 시점을 결정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학적 해석과 의사결정자(전문가 포함)의 경험에 의존하였던 의사결정과정을 향상시켜 

확보된 예산의 규모에 따라 투자효율성8)이 극대화 되도록 자산관리자의 선택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자산관리 

시스템은 시설의 현재 상태의 명확한 자산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 서비스 수준이 제시되면 투입

하여야 할 정량적인 자산관리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리시점 선택이 쉽다는 것이다.  

8) 투입되는 비용 대비 성능 유지 또는 개선의 정도,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가치 확보 등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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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국내 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도입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국내 법령상 자산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유재산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도면관리, 대장 관리 정도만 규정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가치의 

산정과 증감 등은 적용이 제외된 상태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관행적인 

시설물의 관리에 따라 시설물별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 따라 시스템적인 유지관리 관련 의사결정이 

미확립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앞의 문제점에 비해서는 다소 보완하기가 쉬운 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6. 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매우 다양하고 많아서 기존의 유지관리 기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기반시설 관리의 바뀐 환경에 적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설물 자산관리체계는 외국에서는 이미 적용 중인 방법으로서 국제기구(ISO55000)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이다. 자산관리를 통한 시설물 관리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설의 

성능개선 등 우선순위와 비용을 동시에 비교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합리적으로 

관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자산관리의 최종 목표는 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서 위험과 비용 및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기반시설은 설치 위치, 특성, 재령과 

시설물의 중요도 및 시급성 등 특성을 감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위를 결정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 기반시설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데이터 정리 등을 추진

하여 필요시점에 자연스럽게 자산관리체계에 포함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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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노후 새록어린이놀이터, 

서울시·기업·주민 협력으로 개장

 도심 내 노후된 낡은 놀이터들이 어린이들의 

발길을 끌지 못하고, 종종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은평구에 위치한 ‘새록어린이공원 놀이터’ 

또한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주변에 쓰레기들이 

쌓이며 어린이놀이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놀이터가 생동감 넘치는 

장소로 새롭게 개장하였다.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이 6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코오롱의 사업비 후원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재능기부,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주민들의 참여가 맞물려 이룩한 성과이다.9)

 사업 초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주민을 대상

으로 주민협의체인 ‘놀세이버’를 구성한다. 새록

어린이놀이터 놀세이버는 총 23명으로 그 중 어린이가 

11명이며, 어린이디자인단 및 어린이안전감리단 

활동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 전반에 참여하였다.

 사업 초반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함께 대면으로 의견을 나눌 수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린이는 물론 

지역주민, 인근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 치안센터 

등 여러 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모든 사업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재탄생한 새록어린이놀이터의 대표 컨셉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다. 이는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안으로 대표 놀이시설에 꽃 조합

놀이대가 있다. 이 외에도 트리하우스, 멀티스윙, 

트램펄린 등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을 

9)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민간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서울시내 노후 어린이놀이터 12개소를 재조성하였고, 필요경
비 총 34억 원을 유치하였다.

설치하였고, 유아들의 놀이활동을 위해 모래놀이터도 

조성하였다.

 아울러 놀이시설 주변으로는 부모님의 돌봄과 

휴식, 이웃 간 소통이 가능한 바 테이블을 설치

하였고, 기존 공원 내에 산재해 있던 운동기구도 

동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였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0〕

서울시, 한강다리↔한강공원 수직연결 

승강기 전면 확충…한강 남북 이동 

편해진다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는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 

남↔북을 이동하거나 한강공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한강다리의 남·북 지점엔 다리

에서 지상의 한강공원으로 수직 연결되는 접근

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단이나 경사로여서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남쪽↔북쪽의 연결성을 높이고 

보행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다리를 통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강다리에 

승강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시가 관리하는 23개 한강다리 중 접근시설이 

불필요한 교량(5개)10), 접근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교량(2개)11), 승강기가 이미 설치된 교량(3개)12)을 

제외한 총 13개 한강다리의 18개 지점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승강기를 2026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한강다리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시설이 없었던 

8개 지점13)엔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다. 계단·

10) 청담대교(자동차전용), 당산철도교(철도교), 행주대교․구리암사
대교(접근수요 미미), 반포대교(잠수교 이용)

11) 동호(북단), 한남(북단)

12) 가양대교, 동작대교, 성수대교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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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만 있었던 지점 10개 지점14)엔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서강대교(북단) 1대, 내년

에는 양화대교(북단) 1대, 월드컵대교(남단) 2대를 

시작으로 총 18대의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확충

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2133-0677〕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12월17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내년 3월에 230명 규모로 새롭게 구성

하게 될 제17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12월 17일(금)까지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근거를 

둔 법정 위원회이다. 

 그간 활동하던 제16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내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17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공모한다.  

 이번에 구성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

이며, 위원은 총 230명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228명을 위촉하게 

된다.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부위원장은 

13) 월드컵(남단 2개소), 성산(남단), 서강(북단), 한강(노들섬), 동
호(남단), 천호(북단), 광진(북단)

14) 성산(북단), 양화(북단), 서강(남단), 마포(남단), 원효(남단), 영
동(북단), 잠실(북단), 올림픽(북단), 천호(남단), 광진(남단)

기술심사담당관이 맡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20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또한 

위촉직 228명중 연임위원과 신규위원의 조화와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위원 중 

약 30∼35%를 연임시킬 예정이며, 나머지 65∼

70%는 새로이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규후보자를 공개 

모집함으로써, 각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모 지원은 12월 17일까지 전자우편

(kimdalkuk@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급 이상,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심의위원 신청 요령 및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 → 주택 → 건설기술 → 위원회명단 참조)

 위원회 선임은 각 기술인 협회와 학회, 대학교,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폭 넓게 전문가를 

추천받은 후 3차례의 공정한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며, 선정

위원회 심사 시 전문분야 별로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회사, 설계용역회사 등 골고루 안배할 예정이다.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7〕

서울기술연구원, 2021년 하반기 채용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혁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갈 2021년도 하반기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은 2018년 

12월에 개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응용·실증 연구기관으로 서울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도 하반기의 채용인원은 총 3명이며 부문별

mailto:cccki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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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일반직 2명, 연구직(대체인력) 1명을 모집

할 예정이다. 일반직은 경영관리 분야에서 총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회계총무 1명, IT 1명을 모집

한다. 또, 연구직 계약직(대체인력)으로 생활환경

분야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직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 ▲온라인 인·

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최종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대체인력 선발절차는 ▲서류심사 ▲

최종면접심사 등이다.

   〔서울기술연구원 경영관리실 (02)6912-0931〕

서울시, 뚝섬·망원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 완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착공한 

뚝섬·망원한강공원의 자연형 호안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자연형 호안’이란, 흐르는 강물에 의한 침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등 인공재로 조성한 호안을 

흙·자갈·바위 등 자연소재로 복원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면, 하천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수변 경관을 향상시켜 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번에 조성한 자연형 호안은 뚝섬한강공원 중랑천 

합류부에서 성수대교까지 0.8㎞와 망원한강공원 

마포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0.9㎞로, 총 1.7㎞ 

규모다.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호안을 조성한 것뿐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다양한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조류가 휴식할 수 있는 

나무장대를 배치했다.

 특히 강가의 비탈면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억새, 수크령 등 물과 친밀한 식물로 만든 식물

매트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수변 생태계를 복

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뚝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조성 구간인 

중랑천 합수부에는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해넘이 쉼터’도 조성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소나무, 팽나무, 

물푸레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했다.

 한강변 남쪽과 북쪽을 합하면 총 82㎞에 이른다. 

이 중 접안 시설이 있거나 교량이 지나가는 곳 등 

자연형 호안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역을 제외

한 자연형 호안 복원 대상지는 총 57.1㎞이다.

 서울시는 금번 개방한 뚝섬·망원한강공원 조성

구간을 더해 현재까지 총 46.1㎞의 구간을 자연형 

소재로 탈바꿈하여 총 약 80%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내년에는 잠실한강공원 ‘잠실선착장∼

잠실대교’ 0.8㎞ 구간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남은 11㎞에 대해서도 수변완충

지대를 확보하고 생물 서식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02)378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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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부순환로 광복교∼사성교 

6차로 확장 개통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 구로구 광복교∼사성교

(옛 안양교15)) 1.1㎞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11.20.(토) 

06시부터 완전 개통했다.

 남부순환로 광복교∼사성교 구간의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크게 개선된다. 

차량 평균통행속도가 현재 32㎞/h에서 37.6㎞/h로 

약 5.6㎞/h 빨라지고, 등급별(A∼F)로 나타나는 

서비스 수준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사성교는 1977년 건설되어 노후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수려한 디자인의 아치교(L=275m)로 

재탄생되었다. 제외지 내 교각수를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이고, 교각 사이의 간격을 25m에서 

37.5m으로 넓게 아치교로 설치함으로써 수려한 

미관으로 안양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광복교와 주변도로는 6차로로 확장(L=835m)

되었다. 오류방향에 폭 9.3m의 교량이 신설되어 

붙이고, 구로방향은 폭 4.4m의 보도교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도로 양측에 보도가 신설되어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수변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8662〕

1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을 잇는 ‘안
양교’는 ‘16.3월 국토지리정보원이 구로구와 광명시가 합의한 
‘사성교’로 지명을 변경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16)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

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

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6) 법률 제18469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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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

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2) 분야별 업무를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둠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 2)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별표 

2에 정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다)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사업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

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 및 적응 전략 등을 고려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및 목표

관리 방법(안 제25조 및 제26조)

  1)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2)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위원회는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1) 부문별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임업·

축산·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

(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

통부: 건물·교통(해운·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 분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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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

량톤(tCO2-eq) 이상인 업체

    나)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

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

적인 기준 및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절차 등(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1)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도시를 공동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아. 녹색건축물의 기준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1)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정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

학 등으로 정함

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안 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측정 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

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차.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1) 부문별관장기관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고, 사업

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안 제55조)

  1) 부문별관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부문별 및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에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및 

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 

통계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타.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안 제56조 및 제57조)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등을 위한 

기상업무를 총괄·지원 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체계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 국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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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함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안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1)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취약기관을 교통·수송, 에너지, 용수, 

환경 시설 등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함

  2)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취약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고용상태 영향조사(안 제7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

마다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후

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너.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안 제73조)

  1)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더. 녹색기술·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 확인(안 제83조)

  1) 녹색기술·녹색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등
(안 제86조 및 제87조)

  1)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실천연대 운영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연대의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해 실천연대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의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함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044)201-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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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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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

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7)됨에 따라, 시행령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

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 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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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

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하고,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을 마련

하는 한편, 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1차 위반을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안 별표12 개정)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군·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추가(안 제30조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

17) 법률 제18350호, 2021.7.2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안 별표1 제2호)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실 단위로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국토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구체화하며,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2)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나.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 

(안 제119조의4제5항 신설)

  1)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상담·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를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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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 「정부출연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1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

의4제1항3호 개정)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

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나. 「건축공간연구원」 명칭변경 사항 반영

  1)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0〕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수종에 대해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수종을 확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판매토록 제한

하는 규정에 대해 완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용 종자 및 묘목 고시 수종 중 조림 권장

수종, 기후변화 대응수종, 밀원수 등 53개 

수종 추가

나. 고시문의 단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산림사업용 생산 및 판매하는 사항으로 개선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79〕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

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을 이용한 

지표지질조사, GPS 장비 활용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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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 전 지형 및 주변 보안 건물, 시추

조사 등에 대한 드론을 잉요한 조사 위치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KDS 11 10 10(지반조사)),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나. 지반굴착 안정성 강화

  1) 지반조사 시 지반 굴착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굴착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지하수법 제9조의 4 법률 추가로 기준 강화

(KDS 11 10 10(지반조사))

  2) 지반굴착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흙막이 

벽체 지하연속벽체 하단 추가 천공 고려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지반굴착에 따른 이상 징후

(변위)에 대하여 관측과 대책 등을 명시하고 

계측결과 분석과 함께 공사 관계자에게 보고 

조치하도록 강화

  3) 벽체변형에 대하여 안전율 초과 단계에서 

현장기술자와 공사감독자 협의 및 역해석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KCS 11 

10 10(시공 중 지반조사))

  4) 연약지반의 판정을 위함에 있어서 피에조콘 

관입시험(CPT)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약지반을 판정토록 함(KDS 11 30 05(연약

지반 설계일반))

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기준의 현실화 및 

명칭변경

  1)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 자연산 모래”는 

모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정(KCS 11 30 30(연약지반 

고결공))

  2) 타 기준과 동일한 기준명칭 사용애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약지반 명칭을 추가한 기준명 변경

(KCS 11 30 15(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라. 기타

  1)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강재 관련 KS 표준 

부합화 등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

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제·개정

  1) 스마트 측량기술을 활용한 3차원 측량계획 

수립 및 측량 데이터기록 방법, 머신가이던스 

활용을 위한 측량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

(시공측량))

  2)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시 보정방법, 자동화 

수심측량 프로그램 사용 등 측심자료 전산

처리 방법 등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15(수심측량))

  3)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계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KCS 10 50 00(계측))

  4) 지능형 다짐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다짐도 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정하여 제정(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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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준 활용성 향상을 위한 개정

  1)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와 

코드명을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50 00(계측))

  2) 건설기준 사용자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행정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KCS 10 30 

05(시공측량), KCS 10 30 15(수심측량), 

KCS 10 50 00(계측))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으로 산림사업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으로 정하고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을 추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고자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명확화 

및 중복제출 방지를 위한 사항 반영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명확화

다. 사업시행내역 및 공간정보 시스템 등록확인서 

등 감리용역 준공서류 반영

라. 조림사업 원가 작성기준에 기타경비 반영 

및 대운반비 단가산출 기준 명확화(별표1)

마. 감리보고서 작성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한 감리 품셈 반영

바.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서식 신설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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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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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차 강동구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위원회의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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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층 방수공법을 ‘외방수’로 결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바, 해당 공법의 성능은 우수하나, 현장

에서의 실시공이 난이한 점을 감안하여 특기

시방을 별도로 작성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숙지토록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각도를 재검토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 하부 휴게공간으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조안전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둥 간격 및 옥상 휴게공간을 재배치할 것

○ 2021.12.13.이전 건축허가(공용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용

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인허가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 규정 적용을 확행할 것

■ 제159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가용인력 산정에 제어 및 환경분야는 실무 

경력이 낮지 않은지 검토 필요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등 배치인력은 실제 

참여 기술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근거 

공 사  직 원 이  감 독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공 사 는  건 설 사업관리 자체수행 

가능

   - 본 공사는 준공 후 자체 운영 플랜트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

하더라도 차후 프로젝트부터는 자체수행 추천

■ 제160차 매봉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상행선 포장부 물고임과 관련하여 우기철 지하

수위 상승, 유공관 막힘 등을 원인으로 제시

하였으나 라이닝부 누수, 포장면 상태 등을 

종합하여 원인 분석 필요

○ 하행선 라이닝 내부균열과 관련하여 재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회 제시한 보수공법(초저

점도+섬유보강)에 대한 시공실적 확인 등 철저한 

조사 및 적용 필요

○ 인도부 방음벽 앵커볼트 주변 손상이 계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면보수, 지주 교

체 등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아스팔트포장 횡방향 균열에 대하여 하부 콘크

리트포장 반사균열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축이음 등 추가적인 원인 분석 필요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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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차 이수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 조사

   - 각 시험항목별 시험위치에 대해 전차 진

단, 점검과 비교하여 금회 시험위치를 선

정한 사유를 제시하여 향후 진단 시 연계

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안전성 평가

   - 기 검토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후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기관에 

확인하고, 가동여유량 부족, 금회 안전성 

검토결과 받침용량 부족, 부반력이 발생되는 

받침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명시하기 바람

■ 제162차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2단계) 

실시설계심의

○ 서리풀공원의 특화된 경관, 지역, 장소 등을 

활용한 기존 서울시 무장애길 조성사업과 차별성을 

검토할 것

○ 데크쉼터(A,B)의 장애운동시설, 야외테이블, 

직선형 연결의자 등 이용자 행동반경,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토록 배치를 

조정하고 이용자들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할아버지쉼터에서 방배중학교 방향좌측 파고라 

진입계단 교차부분에 운동시설과 무장애길 

이용자와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데크로드 중첩 경관을 고려 자연식생과 조화

되는 상록성 교목을 도입하고, 장선·멍에·기둥·

보강재 접합부 등 우수가 유입되어 녹발생과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을 예방하는 용접방법과 

주의사항을 도면에 명기할 것

■ 제163차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유수지 

상부 복개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

의

○ 기존 차집관로의 수리계산 범위가 불분명함. 

해당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차집 후 

하류부 차집관로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치 

않으므로 수정 필요

○ 1.4.8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6항 추가

   - 6.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 적용 시에는 

우리시 조례에 의거 건설알림이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기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해야 한다.

○ 제4절 일반사항 ‘1.4.11 하도급사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 제164차 마포빗물펌프장 외 4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전차 점검 또는 진단 시 시행한 각종 재료시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재료

시험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시

할 것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필요성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진행하는 점검 및 

진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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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빗물펌프장 2동의 경우 시설물 전체 안전

등급은 B등급이나, 건축구조물은 안전성평가

에서 부재 내력 부족으로 인해 C등급으로 

평가된 것을 고려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할 것

■ 제165차 서초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방식제 손상(녹물, 박락), 내부배관 및 관로 

손상, 방식충 시공 등의 보수·보강 실시를 물청소 

일정에 맞춰 보완할 것

○ 3지 용탈시험 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 용탈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A(양호)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B(경미)로 수정 보완할 것

○ 서초배수지 손상별 보수공법 비용산출 시 가장 

높은 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공종에 

사용되는 공종별 평균단가(근거자료 제시)를 

산정하여 현장에 맞는 공종 단가를 제시할 것

■ 제166차 법원가압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정성 평가 하중계산 부분의 펌프 등 기계

장비에 대해 동적하중을 적용한 구조설계기준을 

제시할 것

○ 발주처에서는 각 시설물별로 보수·보강 이력을 

관리할 것

○ 상수도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시 구조물에 대한 

해석 외에도 수리부문(수리계통, 급수범위 등)도 

보고서에 포함하여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압장 내 펌프기동반인 전기패널이 급수배관과 

인접설치 되어 있어 배관 누수 시 단수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원거리로 

이격 또는 침수대책을 보강할 것

■ 제167차 개봉7련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시설물(개봉7련수문, 

개봉1자연방류수문, 개봉1유입수문)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보완할 것

○ 개봉1자연방류수문 앞 하상 토사 침식에 대한 

보강 시 유속을 고려하여 세굴보호공(블록) 

설치 검토할 것

○ 시설물의 전체적인 상태평가 지수가 양호함

에도 개별 부재별 상태평가지수는 크게 하락

된 부재에 대해 재검토 후 만회대책을 보완

할 것

■ 제168차 시흥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전차 점검 또는 진단 시 시행한 각종 재료시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재료

시험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시

할 것

○ 준공도면 보유 중인 외수문 외의 시설물에 

대한 복원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금회 진단 

시 실측값과 비교하여 검토한 자료를 추가할 것

○ 철도구간을 횡단하는 시설물로 철도하중에 

따른 암거의 신규 손상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중점유지관리가 되도록 

보완할 것

■ 제169차 보광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pⅢ-54∼pⅢ-55 외부 입면에 타일균열 및 

타일들뜸/파손, 배면측 담장 균열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므로 타일손상 현황도 및 분포도, 담장 

균열 및 보수 현황도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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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구조물 안전성 평가 시 해당 구조도면과 

부재일람표를 단면력 검토 전에 첨부하여 도면과 

검토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제170차 동부간선도로 노곡중학교 앞 진출램

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장래수요예측, 버스노선, 자전거도로 등 진출

램프 사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중복 또는 

필요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지장물 조사 과업내용에 기존 수목현황과 이식 

수목 관련 조사내용을 추가할 것

○ 환경영향검토 과업내용에 주변도로 소음 및 

공사장 소음민원에 대한 측정과 해석 관련내용을 

추가할 것

○ 보도설계와 관련하여 턱낮춤, 볼라드 설치, 

서울시의 설계시공 매뉴얼 및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내용서를 보완할 것

○ 배수시설 설계관련 공사 중 지하수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

므로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토록 

과업내용서에 명시할 것

■ 제171차 2, 4호선 한양대∼뚝섬역 등 12개 

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향후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과도한 발주물량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내실있는 용역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진단 시 일관성 있는 시험결과 도출을 위해 

‘비파과시험 유지관리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시험위치를 명확히 명시·관리할 것

○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주기적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혹한기 외관조사를 추가

하여 검토할 것

■ 제172차 영등포 빗물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토목구조물에 적용한 건축구조물의 하중반력은 

금회 해석을 실시한 경우 구조계산서 참조한 

값보다는 금회 해석반력값을 적용하기 바람

○ 건축구조물 안전성 평가 시 해당 구조도면과 

부재일람표를 단면력 검토 전에 첨부하여 도면과 

검토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제173차 잠실주경기장 및 야구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성능평가 관련 추가적인 내용 보완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기 

바라며,

   - 아울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된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추가하기 바람

○ Level 평가등급에서 기존 ‘A’등급에서 일부가 

‘C’으로 2단계 하락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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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추정치가 많이 있으니 진행 중인 리모

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일부를 파취하는 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 조사결과 D∼E등급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 

보수·보강 우선순위에 1순위로 적용하기 바람

■ 제174차 공릉1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각종 시험 위치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동일 위치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문비 및 기계설비의 상태평가가 C로 평가되었고, 

A∼B로 평가된 다른 개별 시설물보다 우선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보수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

○ 차기 점검 수행 시 금회 측량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측량 결과 자료 및 기준점의 조서 

등을 부록에 첨부할 것

■ 제175차 상계2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각종 시험 위치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동일 위치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배수암거가 동부간선도로 하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연결부의 부등침하 또는 

균열 등에 의한 누수나 토사유입 여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구조물 점검주기 및 방안 등을 

유지관리방안에 제시할 것

○ 2010년 수문본체 이설에 관한 자료가 수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178차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작품감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1층 화장실은 ‘개방형 공용

화장실’로 공원 이용자 및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안내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을 계획하기 바람

○ 안양천이 근접하여 기초판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초판에 수압 자체가 

작용하지 않도록 영구배수시스템을 고려하기 바람

○ 지상1층 로비, 기획전시실 등 바닥마감 레벨 

EL±0.00이므로 장마철 실내로 빗물유입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흙막이 벽체 pile 및 중앙 pile을 각각 분리

하여 구조 검토하기 바람

○ 지하1층 중앙 썬큰가든 식재지역과 포장지역의 

경계면 처리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포장면 

포장재료 및 단면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

■ 제185차 옥인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영

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설계심의

○ 강우 시 지하수위를 고려한 기초하부 부력 

안정성 검토를 반드시 할 것

○ 구조재료의 강도는 현장 시공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검토할 것

○ 일일 지하수처리량 산출 등을 통해 지하수 

재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 게이트볼장 마감을 슈퍼클레이로 변경 시 옥상의 

적재하중에 대한 구조적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

○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2층, 옥상층 

조경공간은 안전난간(H=1.2m이상) 설치 등 

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것



- 24 -

■ 제186차 작동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시설물

안전법 제12조)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은 내진

성능 예비평가만 시행된 상태로 금회 진단 

시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행방안 검토 필요

○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 강도시험 결과, 

27.3∼33.6㎫로 측정되어 설계강도(24㎫)를 

상회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하여 현장 코어시험을 통한 비교 검토 필요

○ 하나의 시설물이 시 경계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점검 및 진단이 시행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부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점검, 진단에 한해서

라도 시설물 전체에 대해 시행되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제187차 궁동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시설물

안전법 제12조)하여야 하나, 해당 시설은 내진

성능 예비평가만 시행된 상태로 금회 진단 시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시행방안 검토 필요

○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 강도시험 결과, 

27.3∼33.6㎫로 측정되어 설계강도(24㎫)를 

상회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하여 현장 코어시험을 통한 비교 검토 필요

○ 타일에 많은 균열이 조사된 바, 대표적 균열에 

대하여 터널 구조체 균열에 따른 반사균열인지 

타일에만 발생한 균열인지 확인하고 상태평가 

반영 여부 결정

○ 외부 충격이 발생 시 타일이 일시적으로 붕괴될 

우려가 예상되어 주행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수 우선 순위 1순위 

지정 필요

■ 제188차 외발산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해석 시 적용된 단면제원 및 발생력도(축력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하기 바라며, 자료수집 

관련 BOX와 U-Type 구간을 구분하여 설계

조건 정리

○ 상부 슬래브 누수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제안한 

천공 후 배면주입공법은 차량통제, 천공에 

따른 2차 누수 우려 등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상부 그라우팅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지표수 처리방안 검토 추가 필요

○ 벽체 타일 파손과 관련하여 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연계하여 파손원인을 

재검토 할 것

○ 재료시험관련 시험 위치, 종류, 시험결과 등

을 정리한 별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향후 

진단· 점검 시 재료시험에 대한 이력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지하차도 신축이음부는 손상 및 누수에 취약

하므로 U-Type, Box 구간 신축이음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수·보강 이력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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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 용역발주심의

○ 발주기관 제공자료에 철거건물 도서 포함할 것

○ 소방설비, 전기설비, 가스설비, 고중량 기계설비

에는 내진설계 반영을 권장할 것

○ 물놀이형 수경시설 계획 시에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

○ 설계도서 작성 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것

○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감시카메라는 건물 기둥 등을 고려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를 검토할 것

■ 제198차 안암동 문화가로 및 안전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에 의거

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할 것

○ 국토교통부 「설계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공정계획서,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것

○ ‘배수시설 조사’ 및 ‘배수시설 설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되 강우·강도식은 최신기준을 

적용할 것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조경편)」 및 조경설

계기준(국토부)를 참고하여 과업내용서를 보

완할 것

■ 제206차 홍지문, 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

매설치사업 설계심의

○ 변압기 적정 용량 산정을 위해 최근 3년간의 

각 전기실 부하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설치 후 20여년 간 사용하여야 하는 설비이므로 

계통구성, 변압기 용량계산서·고장전류 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보호계전 방식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용량 전동기 기동 시 전압강하 및 변압기 

충격내전압을 검토할 것

○ 변압기 2차측 지락사고 시 보호 장치가 미비

하므로 검토 후 구성할 것

○ 공사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근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반영할 것

○ 물품 구매설치 사업이므로 물품 제작·납품과 

설치공사 포함 부대전기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도서를 작성할 것

○ 몰드변압기 최고허용온도 등을 고려하여 발

열대책을 강구할 것

○ 정류기반 고장, 배터리 전압 저하 등 중요 감시 

정보 중앙제어실 연동 및 경보기능 구축할 것

○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통전 중인 PNL은 근무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할 것

■ 제207차 길동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지 1지, 2지 보수완료 이후 점검 실시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수록하였으나, 기존 손상

물량 및 보수현황을 기록하여 보수이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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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 조사에 따른 반발경도 측정 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 및 1개소만 측정하고 보정계수 

적용하였으니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 진단

보고서에서 기록한 콘크리트 강도(21.7∼29.9㎫)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할 것

   - 초기점검 콘크리트 강도 30㎫에 대한 객관적 

검토자료 확보 필요

   - 반발경도 측정을 위한 코어천공 개소를 다수 

확보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것

   - 1개소 측정 후 보정계수 적용한 곳에 대해서는 

보정 근거를 제시할 것

○ 안전성 평가에 따른 상시 해석 시 하중산정, 

하중재하, 하중조합 지반 경계조건 등의 기본적 

해석 근거 및 구조검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Input, Output 파일 등 누락되어 있으니 안정성 

평가의 적정성 재확인이 필요함

○ 배수지 유출입 변실 내부의 제수밸브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작동상태와 강관용접부 및 도장

상태, 관두께 등에 대한 외관조사 현황이 없으니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212차 응봉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응봉배수지의 주재료는 스테인리스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강재에 준하는 현장조사 및 

내구성평가 항목을 제안하여 향후 시행되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효율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 용접부 녹발생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한 

녹변환제 도포에 대해서는 효율성 및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2021년 11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21차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1건을 제안하여 51건 채택 

(채택률 10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37,025백만 원에서 1,045백만 원 

증액 (조정률 증 2.8%)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8% 5.3% 2.4%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철도 횡단구간 등 거푸집을 바닥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변경

      ⇒ 거푸집 해체 작업이 불필요해 공기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증액 297백만 원)

  - 환경민원성 향상

    ∙ 철거 시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는 파쇄

공법 적용

      ⇒ 주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철거

공법 적용으로 민원 저감 (증액 218

백만 원)

  - 경관성 향상

    ∙ 교량 경간장을 조정하고 연속화

      ⇒ 교량 경간장 재구성 및 연속화를 통해 

신축이음을 축소하여 주행성, 유지관리성 

등 향상 (증액 189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콘크리트 L형 옹벽을 보강토옹벽으로 변경

      ⇒ 지지력 및 침하에 유리하고 미관개선·

시공성 측면에서 유리 (감액 236백만 원)

 - 계획성 향상

    ∙ 옹벽 및 교대 철거 시 소분할을 대분할로 변경

      ⇒ 블록 개수 축소로 시공성 및 공기 단축에 

유리 (감액 12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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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삼청공원입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0건을 제안하여 80건 채택 

(채택률 88.9%)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8,000백만 원에서 2,785백만 원 

절감 (절감률 13.5%)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13.5% 38.2% 59.8%

○ 주요대안내용

  - 유지관리성 향상

    ∙ 버퍼공간측 가시설은 흙막이 구조벽 적용, 

구조물과 강결연결

      ⇒ 누수, 결로에 관한 유지관리성 등 확보 

(감액 264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철근수량 및 철근가공을 현장에서 공장으로 

변경

      ⇒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자재야적 어려움 

해결 (감액 2,460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수형이 양호한 수목 일부 존치 또는 이식 

재활용

      ⇒ 주변 산림경관과 연계(증액 10백만 원)

■ 제27차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의시설 

신축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4건을 제안하여 68건 채택 

(채택률 81.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0,167백만 원에서 567백만 원 

절감 (절감률 2.8%)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2.8% 23.2% 23.2%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1층(7.5m→6.9m), 수영장 피트(1m→

1.2m) 층고 조정 (감액 227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SRC 기둥(철골보)을 RC기둥(RC보)로 구조

형식 변경 (감액 241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수영장 환기회수를 4.3회/h에서 6.0회/h로 

변경 (증액 125백만 원)

■ 제30차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2건을 제안하여 97건 채택 

(채택률 95.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717백만 원에서 436백만 원 

절감 (절감률 3.2%)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2% 7.9% 12.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복합방수 보호층 재질 변경

      ⇒ 방수보호성능, 공사기간 및 공사비 개

선 (감액 75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전기차 충전기 관제장치를 삭제

      ⇒ 별도 관리인력 불필요 (감액 54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지상주차장 배치계획 조정 및 주차면 추가 확보

      ⇒ 1대 주차면 추가 및 주차 편의성 배

려(증액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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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과 박스형 복합단면구조 및 지점부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한 강합성 

거더공법 (제919호)

(보호기간 : 2021.9.24. ～ 2029.9.2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거더 중앙부에는 강I형 단면 2개를 단일 블록화한 단면을, 지점부에는 강박스형의 

단면을 적용하여 부모멘트부 박스 단면 하부 플랜지 상면에 일정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강

합성거더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경간 중앙부에는 강I형 단면을 적용하고 지점부는 폐합 강박스 단면을 적용한 복합

거더 형식으로 거더의 고정하중을 줄였고, 2개의 강I형 거더를 단일 블록화하였으며, 지점부 하부 

플랜지 상면에 일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중합성 교량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시공절차는 기존 기술인 강박스 거더와 유사하다. 공장제작 및 가조립 후 도장하여 

거더가 현장으로 반입되며, 현장에서 크레인을 통한 가설과 시공이 이루어짐. 신기술의 특허 사항인 

지점부 강박스 하부플랜지에 콘크리트 타설시 별도의 거푸집없이 강박스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장경간 교량에 본 신기술 적용함으로서 강재량 절감이 가능하여, 사회적 편익을 도모한 기술이다.

신기술 개념도 ① 거더 제작 ② 이중합성부 제작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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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더 거치 ④ 지점부 콘크리트 충진 ⑤바닥판, 상부 구조물 시공 후 완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공사 기간
공사규모

신기술공사금액, 원
폭(m) 연장(m)

1
상무지구~하수처리장 

진입도로(교량) 개설공사
광주

광역시
2018.11.07.~
2019.05.30.

13.5m~
23.5m

39.25+44.5+39.25
=123.0m

815,500,000

2
김천시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김천시

2018.07.27.~
2021.07.11.

20.85m
40+55+40

=135m
2,241,0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건설 인프라 관련 예산 절감으로 인해, 경제성이 요구되는 강합성 교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 영향 급변으로 인해 하천 횡단 및 도시간 연결교량의 장경간화가 필요하다. 

장경간이 가능한 기존 기술은 공사비가 고가이므로, 경제성이 확보된 본 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완공된 교량의 성능평가와 실물시험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어 장경간교 

및 곡선교 등의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거더 단면이 단순하여 제작이 편리하고, 발생 부재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면을 구성하여 사용 강재량을 절감시킨다. 압축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모멘트 지점부에 볼트형 

전단연결재를 사용한 이중합성단면을 적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함. 강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와 

하부가 개방된 단면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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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기술 유사기술1 유사기술2 유사기술3 유사기술4

개요도

공법

특징

·지점부 이중합

구조 적용

·중앙부는 2개의 

I형 단면을 하나의 

블록으로 형상한 

거더

· 내 측 지 점 부 는 

이 중 합 성 구 조 

및 캔틸레버부 

T형 브라켓 설치

· 중 앙 부 경 간 은 

개구형박스 단면 

적용

·내측 지점부 상부

슬래브에 프리

스트레스(PS)를 

도입하는 강구

조와 PC구조 혼합

·박스형과 I형이 

결합된 강거더에 

아치형상의 콘크

리트를 합성

·개구형 박스단면 

적용

·슬래브에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한 

강구조와 PC구조 

혼합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발생 부재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한 단면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부각시켜 사용 강재량을 

절감시킨 기술로서, 공사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장경간과 곡선교에 적용되었던 기존 기술인 아치교 

및 강박스거더 형식을 대체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강박스 형식에서 벗어나, 플레이트 형식과 강박스 형식, 이중합성 구조가 

효율적으로 구성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형상으로 경제성이 강조된 기술이므로, 국내의 

기존 강박스 형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강박스 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현지 대형 철구사 및 협회와 협업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해외로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강합성 거더 형식인 본 신기술은 현장여건을 반영한 최적 설계를 통해 산출된 사용 강재량을 

기반으로 설계 단가가 결정되므로, 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경간별 사용 단위 강재량을 제시

한다.

구분 60m 70m 80m 90m 비고

단위강중(kg/m2) 241 263 305 356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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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인 개구형 강박스거더 및 유사기술들과 비교하여 사용 강재량을 약 10∼

20% 절감 가능하다.

구분

단위 면적당 강재량(kg/m2)

신기술
개구형 강박스 

형식
개량형 강박스 거더 형식

유사기술1 유사기술2 유사기술3

60m 241 307 280 245 240

70m 263 343 320 290 280

80m 305 368 360 330 330

90m 356 405 400 370 420

  (3) 공사기간 

    단면이 단순하여 개구형 강박스와 비교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급속시공 가능하다.

구분 신기술 개단면 박스 거더

기간당 제작 길이 1.73 m/day 1.12 m/day

기간당 제작 면적 23.39 m2/day 7.46 m2/day

기간당 제작 물량 5.07 톤/day 2.39 톤/day

  (4) 유지관리비

    경간의 대부분이 상부 및 하부 개방형인 플레이트 단면으로 구성되어 사용 강재량 감소되므로 

초기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개구형 강박스 거더 대비 약 10%, 50년 생애주기 

비용은 약 15%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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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트 단면을 다수 적용하여 거더 제작 및 도장, 운반의 편의성을 개선함. 사용 강재량을 절감

시켜 기존 기술인 개구형 박스 거더와 비교하여 환경부하율을 약 36% 절감 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은 약 20% 절감 가능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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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 보강형 프리캐스트 더블 월(Precast Double Wall)을 이용한 복합화 

공법 (제920호)
(보호기간 :  2021.10.20. ～ 2029.10.1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및 내용

    이 신기술은 두개의 PC패널 사이에 현장 타설을 위한 중공부를 형성하면서 두 PC 패널 단부를 

보강용 철물로 보강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 월을 공장 제작한 후, 현장에서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체와 일체화하는 단부 보강형 PC 더블 월 복합화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두 개의 얇은 PC 패널이 이격 공간(중공부)을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철물로 연결

하고 부재 단부에서 두 PC 패널을 보강 연결 철물로 보강하는 PC 부재인 단부 보강형 PC 더블 

월을 공장 제작하여 현장 조립을 마친 후 중공부에 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구조체와 일체화

하는 복합화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현장 시공 사진

1  먹매김 4 슬래브 상부
철근 배근

2 벽체조립
(더블 월) 5 콘크리트 타설

3 슬래브 조립
(하프 슬래브) 6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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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지하주차장 지하외벽, 주동하부 등)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1 힐스테이트
 운정 지하주자장 공사 인창개발㈜ 현대건설 2016.1.

~2018.7. 2,988세대 11,413,900,000
(443,210,000)

2 힐스테이트 영통 
지하주차장 공사 ㈜하나자산신탁 현대건설 2015.10. 2,140세대 7,430,900,000

(26,835,600)

3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2차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현대건설 2016.10.

~2020.2. 889세대 4,456,800,000
(29,935,000)

4 가산테라타워 ㈜비에이스타 현대
엔지니어링

2018.5.
~2020.2.

지식산업 
514실

11,780,000,000
(1,650,000,000)

5 힐스테이트 봉담 
PC공사

㈜HS봉담대한제6
호뉴스테이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현대건설 2019.2.
~2021.5. 1,004세대 3,027,000,000

(188,160,000)

6 힐스테이트
레이크송도3차

송도랜드마크시티
유산회사 현대건설 2020.5.

~2023.10. 1,100세대 8,832,140,600
(469,560,000)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의 벽식조 PC공법은 정부 주도하에 급격하게 도입됨에 따라 기술적, 경험적 준비가 부족했고, 

접합부에서의 차음 및 차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PC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벽식조 PC공법은 RC구조와 동등한 성능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필요로 하였다. 이 신기술은 PC 공법을 기반으로 현장 타설 공법(이하 RC공법)을 융합한 

프리캐스트 더블 월 공법(이하 더블 월 공법)으로 거푸집 조립, 해체 작업 및 철근 배근 작업을 

공장에서 완료하여 공정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게 하고 기존 PC 벽체 공법이 안고 

있던 구조안정성, 차음 및 차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신기술은 일반적인 더블 

월뿐만 아니라 더블 월 단부를 횡방향 띠철근으로 보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체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연성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강화된 내진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벽식조 PC공법의 

적용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향후 활용전망이 매우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기존의 PC 솔리드 월 공법이 해결해야 할 차수 및 차음성능과 구조일체성을 해결

하고 벽체 단부에 횡방향 띠철근을 배근하여 보강함으로써 지진하중과 같은 횡력에 저항하는 구조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더블 월 공법의 보다 넓은 적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 34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일체성을 확보하는 PC 기반 RC 복합화 

공법으로 국내 건설 산업이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건설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을 유발하는 노동집약적 공법을 탈피할 수 있는 선진화 

공법이기에 본 신기술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PC 벽식조 공법의 한계(접합부 차음, 차수 등)를 해결하여 사용성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전통적인 현장중심적인 공법과는 달리 공장에서 제작하므로 기상 상황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 높은 품질수준과 안전사고 발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또한, PC판넬 사이의 중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존 RC공법과 동등한 수준의 구조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부 보강을 통한 연성능력 향상으로 국내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단부 보강형 

더블 월이며, 특수 전단벽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법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단위:원)

품   명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합   계 비고

신기술 77,620,023 79,782,991 9,088,462 166,491,476 　

RC공법 127,368,846 39,115,038 556,118 167,040,002 　

  (2)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더블 월 공법 기존기술: RC공법

1  ① 먹매김  ① 먹매김

2  ② 벽체조립(더블 월)
 ② 벽체 철근 배근
 ③ 벽 거푸집 설치

3  ③  슬래브 조립  ④ 슬래브 거푸집 설치

4  ④ 슬래브 상부 철근배근  ⑤ 슬래브 철근 배근

5  ⑤ 콘크리트 타설  ⑥ 콘크리트 타설

6  ⑥ 양생  ⑦ 양생

7  ⑧ 벽/슬래브 거푸집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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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RC공법과 달리 40㎫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성화 등에 유리

하고 공장 제작이기 때문에 균열 발생량이 작아 균열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상 연간 균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CS센터를 통해 2014∼2017년 대상 건설 현장 기준으로 세대당 202,704원 

정도 발생되었으나, PC공사로 전환 시 균열보수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34.31억원 가량 예상된다.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인은 건설현장에서도 별도로 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반영구적인 몰드 시스템(Shuttering)을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부재의 

형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몰드제작을 위한 공정이 생략되어 부재 타입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재 제작 및 시공을 위한 에너지 및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첨부] 기본설계도(상세도면 및 개념도)

개념도

구성도

[평면도]

[더블 월-슬래브 접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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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 인증제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18) 인증은 1985년에 

시작된 것으로, 프랑스 문화부가 예술·역사적 도시 

국가위원회19)의 의견에 근거하여 코뮌20)이나 코뮌 

연합에 부여한다. 인증부여 대상은 주민, 방문객, 

어린이들에게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건축, 생활

양식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

으로 펴는 곳이다. ‘예술의 도시21)’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2005년에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로 

재탄생하였다. 현재까지 190개의 예술과 역사적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119개가 도시이고 

71개가 마을이다.

<그림 1>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 인증22)

18) 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19) Conseil national des 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CNVPah

20) commune, 기초자치단체 단위
21) ville d’art

22) 자료: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 
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Label-Ville-et-Paysd-art-et-
d-histoire (2021년 10월 10일 검색).

 인증을 받으면 10년마다 갱신하는 협약에 서명

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간에 협력관계가 형성

된다. 인증부여 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먼저 

후보 지자체가 문화, 건축, 문화유산 개발사업을 

실행할 실질적인 정책적 의지가 있는가이다. 두 번째는 

역사, 지리, 인구, 문화적인 측면을 연계하는 기준

으로, 도시 내 예술·역사와 관련된 일정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가이다. 세 번째는 경관, 건축, 문화

유산을 관리할 지식, 보존, 보호, 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과 물질, 재정, 인력의 측면에서 인증

부여 시 지자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인증부여에 

따르는 이행조건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다. 마지막으로 후보지의 지역정책에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 프로젝트를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 후보 등록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프로젝트 반경을 정의한 

후 해당 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후보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예술·역사적 도시 국가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후보지는 

특히 문화부의 문화유산총국23)과 지방분권기관인 

레지옹 문화사업국24)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안해내야 한다. 예술·역사적 도시 국가

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 지자체와 레지옹 

문화부 간에 10년 단위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협약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건축과 문화유산 관련 활동가 

고용,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 

건축물을 홍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내의 

건축·경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책 실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축과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건축과 문화유산 지역센터 

23) Direction générale des patrimoines

24)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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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을 통한 학술적, 교육적 홍보 등이다.

 중앙부처인 문화부에서 발행한 인증을 받은 도시는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또한, 인증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의 

보존, 보수, 문화전시, 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

교육, 출판 등에 있어서 레지옹 문화사업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역사적 도시와 마을은 국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건축과 문화유산관리 및 보존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며, 각종 

활동은 문화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문화부 문화

유산총국은 각 도시와 마을의 건축 및 문화유산 

활동가를 모두 초청해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개최

하고, 이를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
-appellations/Label-Ville-et-Pays-d-artet-d-histoire (2021년 10월 
10일 검색).]

스페인
스마트 관광지 프로젝트

 관광대국 스페인에는 여러 관광도시가 있고, 

그중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들도 많다. 

이런 도시들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것이 

바로 도시경제가 지나치게 관광산업에 의존한다

는 것이다. 기존의 관광산업은 도시들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단지 볼거리로만 인식하게 했다면, 

스마트 관광지는 살아 있는 도시로서 방문객과 

소통하며 거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관광지 프로젝트25)는 공동책임을 기반

으로 관광산업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25) Destinos Turisticos Inteligentes: DTI

관광모델을 구현하고자 스페인 관광청에서 시도

하는 국제 시범 프로젝트이다.

<그림 1> 스마트 관광지(DTI) 모델 인포그래픽26)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지 스마트화의 가속화27)

 관광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생활이 디지털

화되면서, 이들의 관광지 행동 패턴도 달라졌다.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의 기본적인 소통을 개

선하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관광지의 혁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시행했던 2012~2015년 스페인 관광종합계획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6) 자료: DTI 백서.

27) 자료: https://www.destinosinteligent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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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지란 선구적인 기술 인프라가 강화된 

혁신적인 관광지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지의 개발을 보장한다. 

이러한 스마트 관광지는 방문자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통합과 소통을 촉진하고, 관광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스마트 관광지 프로젝트는 분석 및 계획단계와 

실행 및 후속단계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기술, 혁신, 지속

가능성, 접근성 등 다섯 개의 축으로 구성된 통합

분석과정을 통해 관광지 및 그 주변 지역 모두를 

포함한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적용하여 

스마트 관광지로 변화하기 위해 관광지정책에 

통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설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행을 통해 해당 

관광지가 ‘스마트 관광지’로 분류될 가능성을 만들어

가게 되고,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사회 및 기술적인 환경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페인의 여러 관광도시가 

‘스마트 관광지’로 인정받았는데, 스페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해외 관광도시에도 이 

프로젝트가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관광지’로 

인정받은 약 220여 개의 관광지들과 50여 개 

관련 기관, 68개 기업이 RED DTI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혁신과 기술을 통한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오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및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네트워크는, 회원들의 자문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회원 간의 경험 및 모범사례 교환을 촉진한다.

 스마트 관광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지들은 거버

넌스와 지속가능성,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기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 삶의 질과 방문객 경험의 질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으며, 경쟁 관광지와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기존 관광자원의 더 나은 활용과 그 외 

다른 자원의 식별 및 생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및 사회문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자료
DTI 누리집. https://www.destinosinteligentes.es.
DTI 백서. 2015. https://www.segittur.es/wp-content/uploads/ 
2019/11/Libro-Blanco-Destinos-Tursticos-Inteligentes.pdf (2021년
10월 16일 검색).
SEGITTUR. https://www.segittur.es

미국
고도보존정책과 역사지구제도

 고도란 과거 정치,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지역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역사도시, 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역사문화도 시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주변 경관을 보호, 복원, 

재건, 재생하여 현대인들에게 그 전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도보존과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국의 고도보존정책과 그 일환으로 실행

하고 있는 역사지구28)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고고학적 유적 보존을 위해 

1906년 고미술법29)을 제정하였고, 1935년에는 

28) Historic District

29) Antiquit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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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법30)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공식적으로 마련하였다31). 

1966년에는 국가역사보전법32)을 제정하여 국가

등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역사적 미국 

건축물 조사,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역사적 미국 

기술기록 조사를 실시하면서 미국의 역사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체제를 정비했다33). 이 법을 통해 

국가사적지34)를 구축하고, 국립 역사보존신탁35)의 

지원을 받아 사적지 지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역사보존 자문단36)을 설립하기도 했다37). 이외

에도 고고학적 유산관리 강화를 위해 1979년에는 

고고학 자원보호법38)을 제정하기도 했다. 주정부는 

국가역사보전법에 따라 주지사로부터 임명된 주 역사

보전관39)을 배치하고, 연방 보조금 또는 주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 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도 겸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역사위원회40)나 역사지구별로 역사지구위원회41)를 

두어 역사지구의 독특한 역사 및 건축요소가 보호, 

보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정부는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사적(史跡)이 밀집된 곳을 

역사지구로 지정하여 국가사적지에 등록하고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1960년 제정한 역사지구법42)에 

의해 역사지구 지정권을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30) Historic Sites Act
31) Elia 2014

32)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
33) 이창호 2012

34)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NRHP
35)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NTHP
36)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ACHP

37) DeSantis 2020
38) Archa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ARPA

39)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r: SHPO
40) Local Historical Commission
41) Historic District Commission

42) Historic District Act

역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건물 외관이나 

디자인 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역사지구

제도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최초의 역사지구로 

지정된 곳은 193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지구이며, 이후 지방정부 단위의 역사지구 지정이 

허용되면서 현재 미국 전역에는 수천 개 이상의 

역사지구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은 역사지구제도를 활용하여 역사적 

도시경관을 잘 보전하고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보스턴에는 1955년 비컨힐 지구를 시작으로 총 

9개의 역사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43)가 지정하는 수십여 개의 

랜드마크가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보스턴 

랜드마크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중 시장의 

임명에 의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데, 지구지정에 

대한 검토, 역사적 자산과 환경보호를 위한 디자인 

설계와 가이드라인 검토 등에 다양하게 참여한다.

<그림 1> 보스턴의 역사지구 지정 현황44)

43) Boston Landmarks Commission

44) 자료: City of Boston Land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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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스턴의 주요 역사지구 보존사례45)

베이 빌리지 역사지구 전경 
(1983)

백 베이 지구의 
알링턴 교회 

(1978)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역사문화

도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개 체제로 

나누어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강력하게 관리되고 

있다.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서는 역사지구제도를 

통해서 상세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골자로 문화재 보존을 

실시해 왔는데, 주로 단일 문화재 보존에 국한

되어 왔고 문화재를 주변 지역과 조화시키고 관리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2000년대 이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일부 고도를 역사지구로 지정

하고 보존 및 육성하고 있지만, 광역적인 역사

문화환경 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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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고도 보존의 근간을 이루는 법들

 일본의 고도는 1900년대 중반 태평양 전쟁 때 

일부 유적이 폐허가 되었을 뿐, 역사적으로 외침을 

받지 않아 옛 풍경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고도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교토는 

794년부터 1800년대까지 천 년 가까이 수도로 

기능하면서 문화재가 다수 축조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해가면서 유려한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그런 

교토조차 고도경제성장 시대를 피할 수 없었다. 

땅을 팔려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를 개발하려는 

개발업자, 여기에 투자하려는 부동산투자자가 뒤섞이

면서 천 년 고도의 경관이 바뀔 위기 앞에서, 

고도보존을 위한 법률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고도보존법과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일본의 경제성장이 가속된 195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주택과 휴양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

했다.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조물과 유적을 둘러싼 경관 훼손 문제가 심각

해졌다. 이에 시민사회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경관

보존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자체 

중에서는 교토시와 나라시, 카마쿠라시가 연대하여 

‘고도보존 연락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 전반

에서 역사적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역사적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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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1966년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법46)’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47).

 ‘고도보존법’은 후세에 물려줄 고도의 역사적 

풍토48)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문화적 자산으로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역사적 풍토란 

‘역사상 의의를 가지는 건조물과 유적 등이 주변의 

자연적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에서의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태’를 의미

한다. 현재 10개 지역49)이 ‘고도보존법’에 의거한 

고도로서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및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관련된 보존계획에 따라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 등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50).

《 역사적 풍토보존구역 내 규제 대상 》

1)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
3) 목재류 벌채
4) 석재류 채취
5) 야외에서의 석재, 폐기물, 재생자원 매립·저장

《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내 규제 대상 》

1)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 신축, 개축,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
3) 목재류 벌채
4) 석재류 채취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색채 변경
6) 옥외 광고물 표시 또는 게시
7) 수면 매립 또는 간척
8) 야외에서의 석재, 폐기물, 재생 자원 매립·저장 허가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도지사는 원상복구를 명령
할 수 있다.

《 역사적 풍토보존계획의 범위 》

1) 행위 규제, 그 밖의 역사적 풍토 유지 보존에 관한 사항
2)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3)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행위 제한에 동반되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46) 古都保存法, 이하 고도보존법
47) 国土交通省 2021a
48) ‘고도보존법’에서 일본의 역사상 의의를 가지는 건조물과 유

적 등이 주변의 자연적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에서의 전
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태를 의미함.

49) 교토시, 나라시, 나라현 이카루가정, 나라현 아스카촌, 가마쿠
라시, 텐리시, 카시하라시, 사쿠라이시, 즈시시, 오츠시 등 총 
8개 시(市), 1개 정(町) 1개 촌(村)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음.

50) 国土交通省 2021b

 이 법의 특징은, 역사 유적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와 자연환경까지 묶어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도 전반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문화재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와 연관된 거리, 분위기, 경관

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고도로서의 기능과 

역사적 풍토가 유지, 보존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발에 규제를 받게 되며, 보존구역 내에서도 

특히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림 1> 고도보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역사적 풍토

보존구역: 교토, 나라, 카마쿠라의 풍경51)

51) 교토는 14개 지구 8,513㏊, 나라는 3개 지구 2,776㏊, 카마쿠라는 
5개 지구 989㏊가 역사적 풍토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 중 각각 
2,861㏊, 1,809㏊, 573.6㏊가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음. 
교토와 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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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위 규제로 인해 개발 

및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광역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되어 있다. 또 토지 소유자들

에게는 상속세 납부 유예 및 이자율 경감,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 아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는 

2,000만 엔(약 2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보존구역 지정이나 보상, 갈등 중재 등 제반 행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

자본정비 심의회를 정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관법과 경관 정비

 고도보존법이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도시 경관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일관성 

없는 도시 디자인이 난립한다는 지적과 맞물려, 

일본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도시 경관 계획과 경관

지구의 설정, 녹지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관법

(景観法)’을 2004년에 통과시켰다. 경관법 자체는 

고도 경제성장과 경제성 우선주의의 산물로 나타난 

무질서한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도 경관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지만, 법 이념에 ‘양호한 경관은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과의 

조화’라고 명시함으로써 역사적 경관 규제와 개

선에 관한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52).

<그림 2> 경관법에 따라 지원, 정비된 교토의 거리 풍경53)

 경관법에 의거해 각 지자체가 수립한 ‘경관 계획’은 

도시 건조물의 형태, 색채, 재질 등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조물 높이와 벽면, 위치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경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변경을 권고하고, 조례에 따라서는 명령도 

가능하다. 행정지도에 따라 외관을 정비하게 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 공동 부담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그 지역의 역사적 풍토와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수목의 경우 중요 건조물 

및 수목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역사적 풍토보존구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있다.

경관 정비는 광역단체와 주민단체의 주도로 체계적

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내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52) E-GOV法令検索 2018

53) 자료: 京都市, 国土交通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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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의회’를 조직하면, 경관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공익법인이 경관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경관 정비를 위한 조사 연구를 진행

한다. 여기에 기초단체가 참여하여 행정적인 방법과 

지원책 등을 담은 경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하면,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정비 원칙을 세우고 

경관 중요 건조물 및 수목을 선정한다. 이렇게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 지구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게 된다54).

 그러나 고도와 역사적 풍토의 큰 틀과 규제 사항을 

정하는 ‘고도보존법’과, 도시 외관의 디테일한 

부분을 정돈하는 ‘경관법’ 모두 하드웨어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소프트

웨어라고 볼 수 있는 풍토나 분위기를 보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것이 ‘역사마을계획법’이다.

역사마을계획법과 전통문화 발전

 고도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성곽이나 신사, 사찰 

등 문화재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건조물이 어울려 

형성된 역사적 거리가 전국에 존재한다. 이들 

중 많은 곳이 건축이나 경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공예품 제조 판매나 제례, 마을 행사 등이 동네 

풍경과 일체화되어 독특한 정서와 분위기(역사적 

풍치)를 내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도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도시 및 역사적 건조물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유지·관리가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역사적 경관의 보존·계승과, 소실 우려가 

있는 역사적 경관 재생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및 특례 조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역사적 시가지 

54) 国土交通省 2018

환경을 유지·정비하려는 국토교통성과, 문화재와 

주변 환경을 보존·활용하려는 문화청의 정책 방향이 

일치하면서, 2008년에 ‘지역에서의 역사적 경관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55)’이 통과되었다56).

 ‘역사마을계획법’은 ‘고도보존법’의 ‘역사적 풍토’

와는 다른, ‘역사적 풍치’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 범위는 1)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조물, 2)그 주변 

시가지, 3)지역 고유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체화되어 

형성된 뛰어난 시가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하드웨어가 강조된 역사적 풍토와 

달리 역사적 풍치는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개념

이다. 이 둘의 시너지를 통해 역사 보존을 넘어 

문화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역사마을계획법’은 기존 법들이 다루지 않는 대상

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초

단체가 종합 방침과 중점 구역, 필요 지원 대상 

등을 기재한 ‘역사적 풍치 유지 향상 계획’을 작성

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관법상 경관 계획 

수립에서와 유사하게, 사업계획 조사와 작성은 

기초단체와 지역 주민 간 협력 조직인 ‘역사적 

풍토 유지 향상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협의회는 

관련 전문 지식이나 성과를 보유한 시민단체를 

‘역사적 풍치 향상 지원 법인’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시민단체는 역사적 건조물 소유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협의회 일원으로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작성된 계획은 국토교통성, 문부

과학성(문화청), 농림수산성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승인되어 역사마을로 

인정된 곳은 일본 전국 83곳에 달한다57).

55) 歴史まちづくり法, 역사마을계획법

56) 国土交通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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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마을계획법에서 추가된 지원 대상 》

(거리 환경 정비 사업)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는 주요 건조물의 매입 또는 이전·
수리·복원

(도시공원사업)
고분, 성터 등의 유적 또는 이를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도시 재생정비 계획사업)
지원금 교부율 상한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여 
토성, 해자 정비 등을 기간 사업에 추가

《 지원 예시 》

(하드사업)
성곽, 천수각, 중요 전통 건조물에 대한 보존·수리·수복
문화재청의 기술적 지도
도로 미장화, 전선 지중화, 정비 허가단계 간소화
유물 전시시설 건설 등

(소프트사업)
전통 제례 의장 및 도구 정비, 전통 축제 부흥 사업
문화재 설명판, 도보 안내판 설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축 및 홍보
지역 전통산업 활동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앞서 언급했듯 이 법이 수립된 배경 중 하나가 

초고령화라는 점에서, 하드사업과 소프트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단순히 역사적 시설과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방 창생에 

대한 비전을 내포한다. 각 지역 특유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물론 고도 보존과 전통 

유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사업 육성만으로는 

눈에 띄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꾸준히 다른 지방창생 및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규제와 

지원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역사적 풍토와 풍치를 보존, 계승하면서 지역산업 

발전을 꾀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57) 「歴まち」情報サイト(国土交通省国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 2021

참고자료
国土交通省. 2018. 景観まちづくりの制度について. 
https://www.mlit.go.jp/crd/townscape/gakushu/data1/
demaekouza_all.pdf (2021년 10월 18일 검색).
_______. 2020. 歴史まちづくり. 
https://www.mlit.go.jp/toshi/rekimachi/content/001347749.pdf 
(2021년 10월 18일 검색).
_______. 2021a. 古都を守り、継承する〜古都保存法の概要〜. 
https://www.mlit.go.jp/common/000221199.pdf (2021년 10월 
17일 검색).
_______. 2021b. 古都指定都市の概要. 
https://www.mlit.go.jp/toshi/rekimachi/toshi_history_tk_000008.htm
l (2021년 10월 17일 검색).
_______. 2021c. 
古都における歴史的風土の保存に関する特別措置法（古都保存法）. 
https://www.mlit.go.jp/toshi/rekimachi/
toshi_history_tk_000006.html (2021년 10월 17일 검색).
E-GOV法令検索. 2018. 景観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AC0000000110 
(2021년 10월 18일 검색).
「歴まち」情報サイト（国土交通省国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 2021. 
認定都市について. http://www.nilim.go.jp/lab/ddg/
rekimachidb/city_list.html (2021년 10월 18일 검색).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81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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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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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유수지 상부 복개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CSOs) 
저류조 설치 4,000㎥

3,853
(280)

조건부
채택

토목

170
동부간선도로 노곡중학교 
앞 진출램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 진출램프 신설 B=5m, L=495m
․ 철거 및 재설치(160m)

38,200
(1,800)

조건부
채택

토목

189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및 수산동 건립 용역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146,328㎡

295,388
(75)

조건부
채택

건축

198
안암동 문화가로 및 
안전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범죄예방환경(CPTED) 기법 적용 
및 지역주민참여형 도로개선

․ 지능형 CCTV 설치, LED 가로등 
교체 및 비상벨 설치

3,804
(242)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58
강동구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지하3층/지상6층
․ 연면적 4,479.4㎡

17,958
(840)

조건부
채택

건축

162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사업(2단계)

․ 무장애길 조성 0.82㎞
1,700
(70)

조건부
채택

조경

178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7,098.72㎡

26,600
(1,637)

조건부
채택

건축

185
옥인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

․ 지하4층/지상2층
․ 연면적 4,683.69㎡

13,853
(598)

조건부
채택

건축

206
홍지문, 구룡터널 노후 
수배전반 구매설치사업

․ 홍지문: 22,900V, 9,000KVA
․ 내곡: 22,900V, 950KVA

3,100
(42)

조건부
채택

전기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159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 형식: 가스터빈-증기터빈 
복합싸이클 발전방식 

․ 연료: LNG

179,575
(13,354)

조건부
채택

전기

정밀안전
진단심의

160 매봉터널 ․ 폭 10.55m 2열, 연장 250m (155)
조건부
채택

토목

161 이수고가

․ A-Line 폭8.5m, 연장 731m
․ B-Line 폭8.5m, 연장 552m
․ C-Line 폭8.5m, 연장 838m
․ D-Line 폭8.5m, 연장 222m

(269)
조건부
채택

토목

164 마포빗물펌프장 외 4개소 ․ 5개소 정밀안전진단 (465)
조건부
채택

토목

165 서초배수지 등 3개소
․ 진단 - 서초배수지, 
․ 점검 - 반포배수지, 

반포아리수올림터
(78)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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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166 법원가압장

․ 정밀안전진단 1개소(법원가압장), 
정밀점검 9개소(배수지1, 아리수
올림터 3), 내진성능평가 9개소
(배수지1, 아리수올림터 3)

(120)
조건부
채택

토목

167 개봉7련수문 외 4개소 ․ 수문 5개소 정밀안전진단 (191) 재심의 토목

168 시흥배수문 ․ 수문 1개소 정밀안전진단 (48)
조건부
채택

토목

169 보광빗물펌프장 외 1개소 ․ 펌프장 2개소 정밀안전진단 (76)
조건부
채택

토목

171
2, 4호선 한양대∼뚝섬역 
등 12개 구간

․ 지하철역 12개 구간 정밀안전진단 (1,154)
조건부
채택

토목

172 영등포 빗물펌프장 4개소 ․ 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진단 (344)
조건부
채택

토목

173 잠실주경기장 및 야구장

․ 주경기장: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00,151㎡
․ 야구장: 지하1층/지상3층
        45,312㎡

(346) 재심의 건축

174 공릉1수문 ․ 정밀안전진단 (42)
조건부
채택

토목

175 상계2수문 ․ 정밀안전진단 (42)
조건부
채택

토목

186 작동터널 ․ 정밀안전진단 (135)
조건부
채택

토목

187 궁동터널 ․ 정밀안전진단 (136)
조건부
채택

토목

188 외발산 지하차도 ․ 정밀안전진단 (245)
조건부
채택

토목

207 길동배수지 ․ 정밀안전진단 (77) 재심의 토목

212 응봉배수지 ․ 정밀안전진단(용량 450㎥) (50) 재심의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21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

․ 기존교량 철거(L=493m, B=15m)
․ 신설 구조물 설치(L=545m, B=15m)

29,100
(634)

- 토목

23
삼청공원입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 지하2층, 주차대수 178면
․ 연면적 5,350㎡

28,093
(609)

- 토목

27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의시설 신축사업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5,155.35㎡

20,167
(1,079)

- 건축

30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544.7㎡

13,718
(505)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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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11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11.

건     축 
2022년 1차(서북권 도심권 동북권)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용역 등 20건

1,674 1,673

교 통

사당역 등 7개소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872 887

기 계 설 비
2022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용역 등 7건

875 862

도 로
영동,신이촌나들목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1건

4,228 4,202

도 시 계 획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

4,004 3,978

상 하 수 도
서남센터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8건

4,123 4,109

전 기 통 신
2022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등 2건

351 351

정 밀 진 단
2022년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3건

246 241

조 경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7건

1,368 1,386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5호선 목동~마포역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3건

2,530 2,451

하 천
망원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275 275

기 타
2022년 노인복지시설 등 실내 3D DB구축 
등 5건

886 885

 계 건 21,432 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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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1년 제4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8.17.~8.20. 9.12. 10.6. 10.18.
~10.21.

11.13.
~11.28.

12.10.
12.24.

< 2021년 제4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8.17.~8.20. 9.5.~
9.15. 10.6. 10.19.

~10.22.
11.13.
~11.28.

12.10.
12.24.

< 2021년 제4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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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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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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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 OR CAT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꼽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범띠 해를 이끌 10대 트렌드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
하느냐에 따라 호랑이가 될 수도, 아니면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IGER OR CAT에 포함된 키워드로는 
1)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나노사회), 
2)Incoming! Money Rush(머니러시), 3)Gotcha 
Power(득템력), 4)Escaping the Concrete 
Jungle(러스틱 라이프), 5)Revelers in Health
(헬시플레저), 6)Opening the X-teen 
Generation(엑스틴 이즈 백), 7)Routinize Yourself
(바른생활 루틴이), 8)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실재감테크), 
9)Actualizing Consumer Power(라이크 커머스), 
10)Tell Me Your Narrative(내러티브 자본) 등이다.

 이 가운데 '나노사회'는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만능주의 등으로 공동체가 개인으로 쪼개져 
고립된 섬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머니러시'는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득템력'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획득하는 
역량을, '러스틱 라이프'는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
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킨다. '헬시
플레저'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재미있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엑스틴'은 10대 자녀(Teen)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X세대를 일컫는 말로 김 교수는 
MZ세대에 가려졌던 X세대가 2022년 들어 부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른생활 루틴이'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신인류를 가리키며, '실재감테크'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공간을 창조해 
생활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라이크 
커머스'는 SNS를 하다가 '태그(#)'나 '좋아요'를 따라 
들어가 구매하는 트렌드를, '내러티브 자본'은 자본
에서도 그 비중이 커져가는 '서사'의 힘을 강조하는 
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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