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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 서론

 건축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의식주 중에 하나로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고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이고 

마감재 등이 하자 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공공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짓는 세대수가 많으므로 건축물 설계와 시공 시 국가의 건설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품질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은 일종의 준공공재로써 국민이 자연재난 및 인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엔지니어들의 국가관과 사명감이 건축물을 

짓는 현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건축물을 짓고 나면 현장에 참여한 모든 엔지니어는 철수 하고 다른 

현장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건설사업자의 본사 고객서비스팀이 해당 현장의 마무리 손질과 

하자보수를 담당하므로 입주자가 원하는 시간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불만을 넘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공동주택의 건설은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이 아니라 대부분 반제품의 건설재료를 가지고 시공을 

하다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저급품의 재료를 현장에 투입하여 

건설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특성과 품질기준을 현장 감리인이 상주 또는 비상주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꼼꼼하게 검측하고 확인해야 한다.

2.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감리인제도와 역할

 1) 건축공학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내력이 외력보다 큰 건축물을 짓도록 감리해야 한다.

 힘(Force)이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나 운동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용으로, 힘의 단위는 Newton의 법칙에 의해 [질량] ×[가속도] =[힘]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질량은 물체의 무게이며, 가속도는 지구의 중심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가속도1)로 

구조에서는 이러한 힘을 하중이라고 표현한다. 즉, 건축물의 하중은 외력(外力)으로 고정하중, 적설하중, 

활하중(적재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토압, 수압, 온도하중 등이 있는데 이를 받쳐주는 내력2)이 외력

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림 1]과 같이 그 건물은 안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약 9.8m/sec²

2) 內力: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

》  칼  럼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감리인의 제도와 역할

   장 덕 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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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은 공장에서 제조한 물건처럼 불만족 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설계와 시공 

시 과정 단계마다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반입된 재료의 품질특성과 기준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건축 재료는 공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육안, 화학적 또는 물리적 시험과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저급품의 건축재료가 시공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림 1] 건물에 작용하는 힘과 건축물의 안정조건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감리인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다년간 공학전문기술 

바탕 하에서 경험을 쌓고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리에 관한 공학적인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학제가 건축학과 건축공학으로 나누어져 있어 설계분야를 전공하는 

감리인은 건축공학적인 전문기술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소규모 현장은 건축사사무소

에서 설계 경력만을 보유한 감리인이 상주 또는 비상주로 현장에 감리역할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감리제도의 문제점이다. 현장에 품질점검 및 안전점검 시 감리인 확인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학을 전공하고 바로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건축공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감리인 배치 시 건축공학적인 전문기술을 보유한 감리인을 선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건축물이 외력보다 내력이 큰 건축물을 지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의 원리,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공과정을 이해하고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업은 건축사사무소와 기술사사무소가 같이 병행해야 한다.

 과거 건설책임감리업 분야가 활성화 된 계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감리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 정착하게 되었으며, 강교의 경우 접합부의 강성확보와 시공 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검측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강교의 감리는 토목시공 감리가 

아닌 강교경험보유 자격자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체와 마감공사를 감리하는 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하고 건축시공기술사를 보유한 전문기술사와 같이 감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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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의 숫자가 충분하고 기술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현재는 건축시공기술사도 많이 배출되어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었으므로 건축사와 함께 기술사도 감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건축현장의 책임감리인의 자격은 거의 대부분 건축시공기술사이며, 건축사의 책임감리인 배치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책임감리인의 자격이 건축시공기술사이어야 하는 것은 건축현장의 시공감리는 시공

단계마다 건축공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리를 할 수 

있는 건축시공의 전문기술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현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사와 함께 건축시공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감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축현장의 각 시공단계마다 철저한 검측과 확인이 있어야 한다.

 토목현장은 많은 공정단계마다 건설장비가 시공을 하는 반면, 건축현장은 건축재료를 반입하여 건축 

전문공종 기능인이 시공하는 손끝에서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단계마다 철저한 검측과 확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철도기관사가 운영한다면 건설사업은 버스운전사와 비교할 수 있다. 철도기관사는 

아무나 철도차량을 운행해도 시스템에 따라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스톱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이 느끼는 

것은 동일하지만, 버스운전사는 성격과 습관에 따라 버스를 운전하므로 고객이 느끼는 안락함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제조업은 생산라인에 따라 어느 사람이 생산해도 품질의 수준이 동일하지만 건설현장은 같은 회사라 

해도 현장소장의 품질철학이 다르고 현장 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기능인도 사람마다 모두 기능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의 수준이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감리인은 철저한 검측과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건축현장의 품질점검 시 시공단계마다 검측과 확인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면 건설사업자가 알아서 

잘하겠지 또는 나중에 서류로만 확인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측과 확인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건축재료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가공하거나 현장에서 시공하므로 각종 건축재료가 현장에 반입

하기 전에 공장에 방문하여 품질기준에 맞는지 검측과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샘플(Sample)시공을 통해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검측하고 확인하는 감리인이 되어야 한다.

 건축현장의 구조체 및 마감공사의 품질수준은 전문공종 기능인의 기능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샘플3)시공을 사전에 

3) Sample :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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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종의 단계마다 시행하고, 샘플시공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한 검측과 확인이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척도이다. 원래 건축현장에서 샘플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샘플시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공종이 시작될 때 그냥 시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현장에서 공사 착수 전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최종검토를 거쳐 시공에 

착수하게 되는데 제반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비교 검토하여 샘플시공 후 해당 

공종을 착공하도록 공사초기부터 현장의 건설사업자와 감리자간에 약속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외국의 건설현장은 반드시 사전에 샘플시공을 통해 사전에 품질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공에 

착수하므로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어느 현장이든 해당공종이 착수될 때 

사전에 건설사업자, 감리인, 전문공종 기능인이 논의하고 샘플시공 후 시공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감리인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5)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감리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감리인은 건설사업자 직원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감리사무실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KS규정 그리고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살펴보고 숙지하여 건설사업자에게 지도하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감리사무실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보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품질점검 시 감리사무실에서 보는 

공사시방서가 깨끗하고 중간에 글자 밑에 언더라인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곳도 없는 것을 보면 

공사시방서를 평소에 보지 않고 감리를 한다는 반증이다. 

 건축현장의 품질관리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의 규격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감리인의 기본 

역할이다.

 따라서 감리인은 평소에 건축공학에 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KS규정, 최신 기술과 정부 또는 지자체의 

품질제도 등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보이지 않은 곳을 더 철저히 감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시공과정은 공종마다 각 단계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공정이 바로 진행되고 또한 

잘못 시공해도 되돌릴 수 없는 특성상 보이지 않고 속으로 들어가는 부위를 더 철저히 검측하고 확인

해야 한다.

 과거보다 품질인식이 많이 높아져 이제 보이지 않은 부위의 시공도 품질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은 부위 즉, 잘 못 배근된 구조부 콘크리트 타설, 곰보 등 부실한 콘크리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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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 천장속의 구멍 및 배관주위 틈이 있는 상태로 천장마감, 조적벽체 통줄눈 및 구멍이 많이 있는 

부위 석고보드마감, 화장실 등 벽체 떠붙임타일공법의 뒷채움 모르타르 80 % 부족하게 충전 등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시공한다면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감리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은 부위는 더 철저하게 검측하고 확인하는 감리역할을 해야 한다.

 7) 전문공종 기능근로인 실명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건설은 3D업종으로 특히 골조공사의 기능근로인은 외국인이 많아 실명제 취지가 물색케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공종의 기능근로인 실명부 작성은 다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각 공종마다 

실명부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기능근로인에게 교육을 통해 시공 후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책임을 일정부분 짓게 하면 견실하고 우수한 시공을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능근로인 실명부 작성은 근로자의 경력관리, 책임시공, 부실시공예방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장 감리인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투입하는 기능근로인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실명부가 되도록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책임감리인에게 분리발주한 공종의 최종 서명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건축공종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분리발주하여 각 공종마다 책임감리인이 

있어 건축 총괄 책임감리인이 책임은 있지만 최종 서명하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협업이 되지 않아, 공종 간 

간섭과 책임한계가 없으므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져도 책임을 서로 전가하게 된다. 건축 책임감리인에게 

분리발주한 공종의 최종 서명권한을 부여해 공종간의 원할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 공종을 분리발주 하더라도 건축책임감리인에게 최종 서명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부실시공을 막고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9)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은 철저히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 24)의 내용과 같이 해당되는 부위의 시공단계 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하여 시공 및 준공 후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보이지 않은 부위나 주요구조부의 철근배근 등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규정대로 실시한다면 상당

부분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현장에서는 번거롭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아니면 나중에 다른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소급해서 만들어 점검에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현장 감리인은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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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울시 품질시험소 알기 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매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발행하여 현장 품질점검 시 건설

사업자와 감리인에게 배포한다.

 본 책자는 건설 품질관리에 관한 중앙부처의 품질기준, 지자체의 품질관련 조례, 품질관리 관련 정부 

질의회신, 각 공종별 품질관리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현장 시공 시 참조하여 감리를 수행하면 

품질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본하여 배포하기도 하지만 서울시 품질

시험소 홈페이지에 책자의 내용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을 참조하여 현장감리에 활용한다면 품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대지가 좁아 고층의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는데 입주 후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후 평가 시 불만족에 대한 의견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다.

 입주자들의 거주 후 평가 시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감리인은 건축공학의 전문기술력을 확보하여 

철저한 감리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짓고 건설사업자와 감리인은 철수하게 되면 나와 상관없다는 인식을 버리고 준공공재인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쾌적하여 건강에 좋고 거주 후 생애주기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공동주택을 짓는데 감리인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감리인은 미래 후손들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상태의 구조물,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경제적인 생애주기비용, 오래 거주해도 결로, 균열, 누수, 백화 등이 없는 우수한 공동주택을 

짓도록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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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멸종

위기 1급 ‘수달’ 서식 확인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이하 여의샛강생태공원)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5)’이 그 주인공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여의샛강생태공원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주요 지천 중 이미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됐던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생태계가 한층 더 개선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샛강생태공원에는 수달 외에도 멸종위기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와 수리부엉이(324-2호) 등이 

관찰됐으며, 올해는 서울시 보호야생생물종인 꺽정이,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등이 

확인됐다. 기존 문헌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1종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운영

단체는 샛강의 생태계가 개선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2016∼2017년 수질정화 사업 이후 대규모 

준설 중단과 샛강의 물리적 환경 다양성 증진에 

따라 자연성이 회복되었다.

5)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반수생동물로,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둘째, 무분별한 출입이 이루어지던 주요 서식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꾸준한 나무심기와 

생태 교란종 관리로 서식처가 안정되고 먹이가 

풍부해졌다.

 셋째, 샛강의 용수 공급방법을 간헐적 방류에서 

지속 방류로 변경하고, 못과 여울을 다수 조성하면서 

생물 서식처가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한강 곳곳의 생태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서식하는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성 회복에 중심을 둔 공원 관리와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02)3780-0849〕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서울시설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6)｣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

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7)’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6)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7)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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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

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

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8)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

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

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8)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안전처 (02)2290-6185〕

서울식물원, 한국특산종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동산 만든다

 올해 봄부터 서울에서도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왕벚나무는 

그동안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제주가 

자생지인 것이 밝혀진 바, 한국특산종인 왕벚나무가 

서울식물원에 도입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으로부터 

한라산 자생 특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조직배양 묘목 50주를 서울식물원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겨울동안 왕벚나무 묘목을 가식(假植)

하여 적응기간을 거친 뒤에 내년 봄 호수원 주변에 

심을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총 200주를 

심어 왕벚나무 동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1908년 제주에서 자생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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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왕벚나무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8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이 증명되었다.9)

 이번에 서울식물원에 도입된 묘목 50주는 제주

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 연구진이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10)를 조직배양 하여 증식한 개체로, 왕

벚나무의 우수 형질 유전자원 보존과 기후변화 적

응 연구에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 (02)2104-9760〕

서울시, 건축물 높이제한 합리화 필

요한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

변11)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공람 

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9) 국립수목원(산림청)이 2018년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제주도 자생 왕벚나무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 일본 왕벚나무와는 다른 종임을 입증했다. 국내에 자생
하는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자연교잡에 의해 형성된 종으로 
세계에서 제주도와 전라도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
이며, 현재까지 발견된 자생지는 한라산이 유일하다.

10)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증명된 당시 제주시 봉개
동,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등에 14그루만 남아 멸종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제주 한라생태숲 연구팀이 2013년 조직배양
(tissue culture)에 성공, 현재는 매년 3천 여 본을 생산하여 
제주도 내 가로수, 공원 조경수, 산지 식재묘로 활발히 공급하
고 있다.

11)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

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

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

싸인 지역을 말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

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의 넓이 등에 따라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산정구역)으로 

56.2㎢가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는 5가지 분석계수12)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

구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

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 구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

203013)*)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14)’도 

12) 분석계수: ①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②역세권 ③개발규모 높은 용도지역 ④중심지체계(높은 곳) 
⑤신축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

13) 2011서울도시기본계획(1도심 4부도심 11지역중심 54지구중심)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

14) https://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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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

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15)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16)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9년∼2020년 4개 가로

구역17)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02)2133-7102〕

서울시, 신림선 철도종합시험운행 본격 

추진…2022년 5월 개통

 서울시는 올해 5월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시설물검증시험(2021.11.∼2022.1.), 영업

시운전(2022.1.~4.)의 철도종합시험운행18)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5) 높이는 변동 없음

16) 2014년 ｢2030 서울플랜｣
17)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18)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열차를 투입해 선로 구조물과 차량연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영업서비스 등을 확인하는 ‘영업시운전’으로 구성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총 연장 7.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열차는 3량 1편성으로 총 12편성이 운행되며, 

객실 간 연결통로를 개방하고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하여 이용 승객에게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배차시간은 출·퇴근 시 3.5분, 평상 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최고 운영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 명 수송이 가능하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무인

운전 시스템인 국산 신호시스템19)이 도입된다. 

기관사 없이도 차량 출발, 정지 등 열차 운행의 

진로, 차량 출입문, 스크린도어 등이 종합관제실

에서 조정·제어가 가능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기관사의 인적오류로 발생하는 열차사고 및 장애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신림선은 LTE 기반의 열차무선통신망(LTE-R)이 

구축되어 종합 관제실, 유지 보수 요원 등 열차 

운행 종사자 간에 무선으로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통신이 동시에 가능해져 열차 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다. 특히,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경찰, 소방 등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신속 대응할 수 있어 승객 

안전이 더욱더 확보된다.

 각각의 정거장에는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미세먼지를 PM-2.5(50㎍/㎥)

까지 포집할 수 있는 5단계 필터링을 적용한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되며, 전동차 내부에는 초미세먼지

센서로 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자동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신호과 (02)772-7329〕

19) KRTCS·Korea Trai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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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여의도방면부터 단계적 통제

 건설된 지 30년 된 ‘선유고가차도’가 내년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를 

올해 12월까지 철거한다고 밝히고, 여의도 방면

(목동→여의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선유고가차도’는 여의도, 마포 등 강북 방면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영등포구 양평동 국회

대로와 선유로가 만나는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 

1991년 설치됐다. 그러나 고가가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가 철거되면 현재 고가와 하부도로

(국회대로-선유로 교차로)로 이원화됐던 도로 체계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된다. 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문제가 해소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차로 폭을 줄여 차로 수는 유지하고(고가 

2차로, 하부도로 6차로→8차로), 보도 폭은 2배로 넓

힌다(6.8m→13.12m).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및 도로 

다이어트와 연계해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철거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작년 12월 9일부터 

올해 5월까지 여의도 방면(목동→여의도) 2차로(260m)가 

먼저 철거된다. 이후 선유도방면(목동→선유도) 2차로(272m) 

차량통제와 철거에 들어가 9월까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시점부인 목동방면 2차로(129m)를 

12월까지 철거하면 모든 철거 공사(총 661m)가 

마무리된다.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주로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 위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철거기간 중 국회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혼잡도에 따라 우회

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6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72〕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 열린 놀이

공간 조성 협약

 서울식물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앞으로 3년 간 

식물원에 열린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생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가 생태 감수성 

풍부하고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

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

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식물, 환경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협약을 통해 2024년까지 서울식물원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할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먼저 6월까지 어린이정원학교 앞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어우러져 놀이와 실습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만든다. 텃밭의 동선과 포장재를 정비해 

휠체어,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공간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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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농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닌 무장애 텃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우리 땅에서 나는 먹거리의 

소중함도 함께 일깨워 줄 예정이다.

 어린이 식물해설사 양성도 지원한다. 서울식물원은 

이번 겨울 방학동안 총 3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중 50%는 공항 주변 지역(강서·

양천구) 거주 어린이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식목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도 협력하여 식물·환경과 관련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 쓸 계획이다.

 특히, 식물교육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식물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매년 논의를 거쳐 시기·공간에 알맞은 새로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02)2104-9721〕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이라고 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주간사 한화건설)를 지정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및 야구장 

등 스포츠‧문화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업무·숙박·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시는 국제업무 및 MICE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실

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0월 최초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0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 이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재정계획

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되었다.

 2021년 7월 제3자 제안 재공고 이후, 12월 서울

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의 평가위원회

에서 개발구상 및 설계‧시공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서울시는 (가칭)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건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주간사 한국

무역협회)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하여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상단계 부터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설계안을 확정한 후, 

2023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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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K-뷰티, 헬스케어 등 각종 신산업 전시는 

물론,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업무가 활성화되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천·한강 등 도심 속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로서 시민과 방문객들

에게 상시 사랑받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02)2133-8272〕

서울시, 위례선(트램) 본격 착수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적격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고 우선시공분부터 2021년 12월말 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마천역(5호선)∼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될 경우 57년 

만에 서울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위례선 트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램이 여러 도시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양측에 설치

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복정역(8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정거장에는 

승강장에서 복정역으로 직결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환승동선을 단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종합관리동 건물 상부에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개방형 공간

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세 차례 유찰 끝에 위례선(트램) 차량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선 없는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트램이 도입된다. 입찰에 2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차량은 5칸이 1편성이며 총 10편성

으로 구성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

(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

까지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설계과 (02)772-7147〕

서울시, 지자체 최초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20)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추진!’으로 

20)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개발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계다.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으로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Plan),  지원(Support), 실행
(Do), 점검(Check), 개선(Action) 의 순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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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매뉴얼, 절차서(17종), 지침서(5종)를 마련

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개월간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진단을 받아 미비한 점들 보완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각 공사장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건설현장 재해가 감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갖추고 건설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전문가 동반 안전점검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안전

교육, 신규 공사장 안전기술 지도, 강교가설,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시 사전 전문가 점검 실시, 위험

공종작업 사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관리지침 

제공, 비상사태 대비 모의훈련 시행(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 점검

(수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02)3708-8797〕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민 품으로…

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계약 체결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21)와 관련해 시유지인 

21) 송현동 48-9번지 일대 36,642㎡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22)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3개 기관은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치열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매매·교환 계약은 지난 3월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도 갖는다.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LH로부터 송현동 

매매금액(약 5,580억 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았다. 잔금(15%)은 올해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악화된 대한항공의 재무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비축제도23)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의 영역을 유의미하게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22) 삼성동 171-1번지 10,947.2㎡
23)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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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

이건희 기증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문화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해 이 

일대에 대한 통합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의 

실 착공 전까지 단기 부지 활용방안과 이와 연계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4〕

〔LH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17〕

〔대한항공 (02)2656-333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

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100㎿ 

이상 열병합 설비에 부수적으로 신규 설치되는 

열전용설비에 한하여 도매직공급을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관리기관의 장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24)됨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는 기준을 정하고,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공간

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별 시행

계획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등 신설  
(안 제23조의2)

  1)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은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사 결과와 신청한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

처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2, 

별표1) 

  1)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

해양조사협회 또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중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24) 법률 제17942호, 2021.3.16. 공포, 2022.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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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등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3, 별표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하고, 전문기관

이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함

라.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시기의 변경(안 제13조)

  1) 기관의 예산안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매년 2월 말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변경 사항은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로 

변경함

마. 관리기관인 민간기관 추가(안 제2조)

  1) 지하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

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5조, 제12조)

  1)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춰 정비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044)201-346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

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

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8조제3항)

나.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개발

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

공원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제1호자목)

다. 도심의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라. 수소차 충전시설의 확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소차 충전시설 부대시설로 소매점 

설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버목)

마.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해제된 취락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게도 설치·허용하고 있으나, 

거주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거주하는 1세대로 명시(안 별표 1 제5호)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현행 법령 상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등)의 추가

적인 설치가 불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소수 제한도 제외(안 별표 1 

제5호아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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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

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5)」 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

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함은 물론, 공사중단 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

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
(령 제6조의2, 제6조의3)

  1)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령 제11조)

25) 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1) 선도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2019년 6월)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운영체계 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과 같다.

가. 분과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0조제1항)

  1) 물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시행령에서는 분과위원회를 

계획 관련, 물분쟁 조정 관련,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운영체계는 계획·물

분쟁 조정·정책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책분야를 법령에 명시하여 정책분과위원

회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무국의 지원체계 강화(안 제11조제5항, 제6항)

  1) 사무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

종합계획과 다양한 분야의 물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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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다. 다른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제4항제4호)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6)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라. 물분쟁 조정 사건의 이송규정 신설(안 제16조

제8항, 제9항)

  1) 신청인이 조정권한이 없는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조정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이송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송에 걸린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출석을 요구 받은 자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신설(안 제20조제2항, 제3항)

  1)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일시에 대해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환경부 심의지원소통팀 (044)201-89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평가항목 등을 축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26) 법률 제18284호, 2021.6.15. 공포, 2022.6.16.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27)됨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완화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장비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27)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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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감이 가능토록 함

바. 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사. 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1)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07〕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8)」, 

2030 NDC 선언 등 탄소중립실현이 범국가적 

주요 목표로 대두함에 따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에 최근 제도화된 탄소중립 요소 

등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8) 2020.12.7.

가. 기초조사 시 조사대상에 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포함하고 

개발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

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함(안 별표1의2 

2-1-4 등)

나.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검토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건축 및 녹색

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함(안 별표1의2 3-2-7. 등)

다.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연계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탄소

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함(안 

별표1의2 1-4-6)

라.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제도 미비점 개선
(안 별표1의2 3-3-1 등)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

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개발의 지역과 주민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마을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소

(햇빛두레 발전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이

에 따라 주민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IT) 체결 대상에 포함하고자 「신ㆍ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주민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안 제10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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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 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
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
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29)’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1)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6〕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
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
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1-2-4, 3-2-3 등)

  1)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29) 20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
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1)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
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1)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
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
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수도법」 개정30)에 따라 시행일31)에 맞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세부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포함하여 보상 대상 
범위 산정

나. 토지의 용도지대(택지, 농지·산지)에 따라 건축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정도를 지상·지하·그밖으로 
구분하여 대상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를 산정

30) 2021.1.5.

31)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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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시설물의 수직적 크기 정도, 시설물 통과
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정도, 구분지
상권 등기 시 소유권 침해 등 토지의 감가 
정도를 반영하여 추가보정률 산정

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설치 및 협의보상 장려를 
위해 최저보상금 설정 및 협의를 통해 보상
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추가 지급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2〕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
으로 정하고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적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2항

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32)

지역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경기도

시·구
산지33) 56,900원/㎡
산지 
외34) 42,290원/㎡

군
산지 49,000원/㎡

산지 외 36,38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지 48,800원/㎡

산지 외 36,280원/㎡

군
산지 42,000원/㎡

산지 외 31,160원/㎡

다. 적용기간 : 2022.1.1.부터 2023.12.31.까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3〕

32) 산지와 산지 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33) 산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34) 산지 외: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35)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사항 반영 및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림과학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1)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으로 변경, ‘추적평가’를 폐지, ‘추적조사’ 

신설하는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사항 반영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개념 재정의 

및 조문정리

  1)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계속과제’, ‘중간

평가’, ‘성실수행제’, ‘실패과제’ 등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에서 폐지된 개념을 삭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

평가’ 등으로 통합정리

다. 국립산림과학원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직제 

반영사항 개정

  1) ‘산림정책연구부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으로 변경

라.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기간 변경

  1)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 통보, 7일 이내 승인하던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기간을 7일 이내 제출, 14일 이내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내실화 도모

35) 법률 제17343호, 202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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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과제수 조정 시 

과기부 협의 근거 마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연구과

제수 조정 및 내역사업간 과제 수 변경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 조문 신설

바. 과제담당관 지정시 부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사무관(또는 연구관) 1명을 지정하던 과제담당관을 

7급이상 공무원(또는 연구사)을 부 과제담당관

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과제관리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대

사. 평가방식 개선

  1) 중간평가를 없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연구관리를 

위해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모니터링 실시

아. 연구비 사용용도 자율화·명확화·투명화 도모

  1) 연구비 사용 및 변경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및 

연구비 사용실적을 기한 내 미제출 시 가

해지는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화 도모

자. 성과활용 촉진

  1)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

하고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적조사 

기준과 양도 및 실시에 대한 기준 구체화

차.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기간 및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1) 기술료 징수 기준 및 기간,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기술료 감면대상과 사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화 도모

카. 연구자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처분 강화

  1) 참여제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가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정직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끔 도모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8〕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를 기록한 기관을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사고보고체계에 

따라 중·경상 구분 항목을 부상자로 일원화하면서 

자율보고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안전예산 및 사고통계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과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안전

문화 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예산 및 사고통계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

하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안 제13조)

나.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를 기록한 기관을 최우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다. 사고보고체계에 따라 중·경상 구분 항목을 

부상자로 일원화하고 철도안전 자율보고 실적에 

따른 가점 항목을 신설(안 별표3)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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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이행 중인 승인 및 검사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고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험운행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부여(안 제19조제8항 

및 제20조제4항)

다. 철도운영기관의 전사시스템 접근 권한 및 책임

검사관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안 제28조제7항 

및 제29조 등)

라. 수시검사 시행기준 마련(안 제31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36)됨에 따라, 비밀유지

계약 체결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6) 법률 제18434호, 2021.8.17. 공포, 2022.2.18. 시행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시 원

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행위

유형에 따른 부과점수를 중(2점)으로 설정

하고, 참작사항별 비중은 ‘피해규모 및 정도’ 

대신에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에 

각각 0.1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토록 함

나.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 정비 등(안 별표)

  1) 하도급법과는 달리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가 

‘기술자료 유용·유출’ 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 으로 개정하여 법률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7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2조)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1)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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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1)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

∼11조, 제13조, 서식1)

  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삭제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
(안 별표1)

  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

(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코로나19 등 

사회 및 현장 여건, 최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방역 등에 관한 법령과 매뉴얼, 현행 산림치유 

제도의 운영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고자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7)을 반영하여 자연

재난, 사회재난의 정의를 보완(안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

나. 치유의 숲 설치 및 설치 중에 있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안 제7조

제2항 및 각 호)

다.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보조금액의 확정에 반영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3항)

라. 소방시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6호)

바. 치유의 숲 이용자 대상 안전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안 제14조제2항)

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액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판매 조항을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1호부터 

제4호)

자.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3조)

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치유의 

숲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안 별표1)

카.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에 지진, 

감염병 등 대응방안 및 응급처치 요령을 보완
(안 별표2)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87〕

37) 2021.6.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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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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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9차 백련배수지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의 참고사항 중 관부식 

미보수 시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 우선순위를 1순위로 제시할 것

○ 수평변위, 수직변위(보, 슬래브 처짐) 정의가 

혼동되지 않도록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부

슬래브, 바닥슬래브, 보의 처짐 상태를 확인

할 것

○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 내부의 각종 밸브, 

펌프, 기전설비(기어박스) 등의 과거 정비 및 

교체이력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

으로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구조안정성 검토 시 수직 부재에 대해 적정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 및 점검 시 현장조사대장을 별도 작성

하여 유지관리·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제180차 신구로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전차 점검 또는 진단 시 시행한 각종 재료시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재료

시험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옹벽 외관조사에서 옹벽의 기울기를 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상태 평가도 반영할 것

○ 대상 사설물 도면 보유 현황(준공도면, 복원도면)을 

명확히 기재하고 복원 도면의 경우 도면 작성 

시기 및 금회 진단 시 실측 결과와 비교 검토한 

내용 추가할 것

■ 제181차 시흥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전차 점검 또는 진단 시 시행한 각종 재료시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차 및 금회 재료

시험 위치를 외관조사망도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 시설물 제원확인 및 노출철근, 파취에 의한 

철근 등의 직경을 확인한 위치와 내용을 도면화

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보고서 부록의 사전검토보고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보유현황 조사결과가 미흡하므로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보유 여부 등 상세히 

보완할 것

■ 제182차 이화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구성조사

   - 아치리브 용접 결함부는 하중 전달을 위한 

주요부재가 아니고, 보수를 위한 현장 용접 

시에는 용접부 품질확보 곤란·열변형에 따른 

다른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관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외관조사

   - A3 거더 협착 발생부에 대하여 보고서 상에 

주변 부재 추가손상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수록하였으나, 협착부 주변으로 G1거더 단부 

파손, A3 날개벽 이격, A3 신축이음 후타재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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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등의 손상 등 주변에 다수의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바, 본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착에 따른 위험성, 진행성여부 

및 교대 측방유동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성평가

   - 받침 모델링시 적용한 스프링 계수 값을 

보고서 내 상세히 수록하기 바람

■ 제183차 마포대교(상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성능평가 관련

   - 설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 내진 검토결과와 

최근 기준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모두

에서 교각기초와 받침부평가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관리주체에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바람

○ 외관조사 관련

   - 조류배설물에 의한 강재부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박스내부로 비둘기 진입을 방지

하기 위한 출입문 시건 상태 현황을 파악 

후 대책제시가 필요함

   - 마포대교(상류교) 쉼터 이음부 누수는 데크 

내부의 이물질 퇴적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분석하였는데, 배수기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 검토 바람

■ 제184차 상도3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구조해석 시 흔히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및 모델링 방법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구조해석을 제시할 것

○ 설계도면과 복원도의 철근배치 및 적용철근량이 

상이하므로 설계변경 유무 검토나 직접적 확인 

검증하여 제시할 것

○ 안전성 평가결과 전차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율이 

크게 차이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 「시설물(상수도)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상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검토할 것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 및 점검 시 현장조사대장을 별도 작성

하여 유지관리·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제190차 전농빗물펌프장 외 3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선정은 

구조물의 현장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

신기술을 포함한 내구성이 검증된 공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전체 시설물 상대평가(B등급)와 달리 건축물의 

상태 평가는 C등급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보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보수 이후 건축시설물 

및 전체시설물이 동일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신축이음관 중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된 부분은 

수충격 발생 시 응력 집중으로 훼손 우려가 

있으니 보강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조적 벽돌 위에 설치된 변압기(휘경 빗물펌프장)는 

진동이 발생한 경우 전복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6년 정밀안전진단 시 조사, 분석한 주요 

손상(전농1 빗물펌프장 토출수로 관통 균열, 전농2 

빗물펌프장 토출수로 사균열, 장안빗물펌프장 토출수로 

균열 등)에 대해서는 상태 및 하중 등 조건변화를 

고려하여 원인을 재분석하고, 향후 진행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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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차 금호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부재별 발생력 집계표에서 사용하중모멘트(Mo)가 

극한휨모멘트(Mu)보다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 산출된 값들이 맞는지 재검토할 것

○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제6장 안전성평가 6.4.3 

응력해석 및 구조검토방법에서 연직하중은 설계

당시 구조기준 적용이라고 명기되었는데 구조

검토는 현 기준 KDS41을 적용한바 통일할 것

○ 지배수 펌프설비 외관조사(Ⅱ-95)에서 도장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표기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개략공사비

에도 반영할 것

■ 제192차 중화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이전 진단(점검)과 탄산화 시험 결과를 비교 시 

탄산화 잔여깊이를 비교하였으나 탄산화 잔여

깊이는 피복두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탄산화 

진행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탄산화 깊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구조물 보고서 내용상 전차 진단과 특이할 

만한 구조변경이나 하중 증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규(결함) 손상의 균열 내용(관통

균열, 마감균열 등) 및 누수, 들뜸, 박리, 박락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제193차 심원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심원배수문은 PC와 RC콘크리트로 구분되므로 

현장 조사내용, 내구성 조사(콘크리트강도) 등 

주요 내용을 PC와 RC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선정은 

구조물의 현장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

신기술을 포함한 내구성이 검증된 공법 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장조사에서 배력근 간격이 설계간격이 시공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단부/중앙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밀한 

구조 검토를 수행할 것

○ 내수문 감속기 점검구를 개폐하는 업쇼바 고장 

및 외수문 접근사다리 안전장치는 조속히 보수·

보강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심원빗물펌프장 토출관 변형에 대하여 2020년 

정밀안전점검 이후 측정 변위가 최대 ±3.0㎜ 

이내 이므로 ‘주의관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재료(강관) 허용 변형률 등 허용기준 및 측정

자료 등 ‘주의관찰’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제194차 광진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설물의 상태평가

   - 강구조 맞대기 이음부는 부식에 따른 손상 

진행 후 보수 시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수·보강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 안전성평가

   -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

보강으로 교량받침을 면진받침 교체로 제시한 

바, 현 교량받침의 교체주기에 맞추어 내진

받침, 전단키 설치(필요 시 감쇠기 설치) 방안도 

비교 방안으로 제시할 것

   - 고유진동수 분석은 질량기여도, 모드 형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 내진성능평가 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서 

내 상세히 명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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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차 송정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각종 시험 위치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동일 위치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구조물 손상부위에 대해 자료화하여 진행성인 

손상부위는 정기적인 점검기간을 정하여 관리

하고, 중요부위는 MAP을 작성·보관하여 상시 

확인가능토록 조치할 것

○ 외관조사 시 주요 부위는 고압분사(Water 

jet) 후 점검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196차 뚝섬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각종 시험 위치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동일 위치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피복이 부족하여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 대해서 

피복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방안을 강구하고, 

해당지점뿐 아니라 주변 부족범위를 파악하여 

시설물 전체적인 피복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설물 특성상 항상 습윤 환경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재료를 선정하고,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197차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사업 설계심의

○ 찌꺼기 및 음폐수 헷더 이후 약품과 혼합되어 

교반펌프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송량이 검측

되도록 유량계 설치를 검토할 것

○ 기계식 입축터빈 교반방식으로 소화조 센터돔에 

설치되므로 소화조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 계장설비는 현장에서 중앙제어실간의 입출력 

관제점은 현장 조작반(LOP), 기계측 조작반

(MOP) 등에서의 아날로그 입출력 포인트 상세 

리스트 작성할 것

○ TS가 8∼14%인 찌꺼기가 열교환시설 이송 

및 통과 시 배관의 확대, 축소에 따라 막힘, 

파손 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

○ 교반방식 변경에 따른 전력요금, 약품투입 비용 

등 교반효율 상승을 위한 운전비용 및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할 것

■ 제199차 도·수송관(강서, 남부) 정밀안전진단심의

○ 조사 및 원인분석에서 보수·보강 대책까지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 향후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경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매몰 등으로 위치확인이 어려운 밸브실의 경우 

현장조사 및 관련 용역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등을 참고, 원인별·위치별로 정리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용접부 비파괴 검사 시험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중치가 큰 관로 영향으로 전체 상태평가는 

B등급으로 양호하나, 밸브실 등 소규모 콘크

리트 구조물은 상태가 열악하므로 향후 체계

적인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 산소농도가 부족한 밸브실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사다리 미설치 밸브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소별 종합평가 결과는 별의미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니 계통별 평가결과 위주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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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차 도·수송관(강남, 강동) 정밀안전진단심의

○ 조사 및 원인분석에서 보수·보강 대책까지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 향후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경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

○ 매몰 등으로 위치확인이 어려운 밸브실의 경우 

현장조사 및 관련 용역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등을 참고, 원인별·위치별로 정리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 용접부 비파괴 검사 시험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중치가 큰 관로 영향으로 전체 상태평가는 

B등급으로 양호하나, 밸브실 등 소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태가 열악하므로 향후 체계적인 

유지·보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 산소농도가 부족한 밸브실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사다리 미설치 밸브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소별 종합평가 결과는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계통별 평가결과 위주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201차 사근용답간인도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내진성능평가

   - 개축이 아닌 보수·보강으로 결정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보수·보강방안

   - 본 교량의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율이 0.75

미만으로서 ‘E등급’에 해당되어 시설물 철거 

후 개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별도의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개축 없이 부재단면 

증설 등의 방법으로 보강하는 방안과 개축

하는 방안에 대한 모두 검토 후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제202차 가양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가양빗물펌프장 토출관로 1련 우측벽체의 반발

경도시험 측정결과가 설계기준강도 대비 과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할 것

○ 가양빗물펌프장 전체 진단결과는 B등급이지만 

토목구조물 기설구간은 흡수조, 지하펌프실, 

토출관로가 C등급으로 등급 상향이 요구되므로 

등급상향에 필요한 보수물량과 공사비를 보수·

보강방안에 별도 제시하여 우선보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양빗물펌프장 흡수조 상부슬라브 박리, 보수

몰탈 적치 등은 반드시 보수 조치할 것

○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한 위치에 대해서 장기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므로 중점

유지관리방안 또는 점검동선 등에서도 해당 

위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제203차 가산1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설계기준강도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중요부위 

또는 취약부위의 내구성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향후 진단 시 반영할 것

○ 복원도면과 금회 실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철근 

직경 및 간격 등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 및 

부록 검토 자료가 일관성이 있도록 수정·보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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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비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특히 유의하여 

수문 거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중점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 제204차 가산2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설계기준강도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중요부위 

또는 취약부위의 내구성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므로 향후 진단 시 반영할 것

○ 복원도면과 금회 실측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철근 

직경 및 간격 등을 명확히 하고 보고서 및 

부록 검토 자료가 일관성이 있도록 수정·보완

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용어 선정에 있어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현할 것

   - 수문전경에 대한 표기는 플레이트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수문 상류측, 외수문 

하류측 등으로 표기

■ 제205차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각종 시험 위치를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향후 점검·진단 시 동일 위치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지붕층 슬래브 균열, 백태 및 누수 흔적 등은 

방수층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한 바, 태양열 집열판 위치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것

○ 도수관로 뿐만 아니라 정수장 송수관과 고도

정수처리관로에 대한 상태변화 점검 항목을 

측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제1정수장 착수정, 혼화지, 정수지, 농축조 등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시설물별 평가

유형과 영향계수에 의한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할 것

○ 관로시설 내 밸브실 침수대책 및 산소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

■ 제208차 흑석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현재의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시설물별 

상태평가 가중치를 전차 진단과 달리 적용하였

는바, 전차와 같은 가중치로 평가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C등급으로 평가된 토목시설물 

등이 전체 평가결과(B등급)에 따라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진단내용과 논리를 보완할 것

○ 복개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적용된 고정하중과 

활하중은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및 

표기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 콘크리트 강도조사를 위한 초음파 전달속도

시험의 결과표와 기술적 판단내용은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력검토 시 연직하중 및 반력값 등 

결과 도출 외 불필요한 산정식은 정리하여 결과

표를 제시할 것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 적용한 지반조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완할 것

○ 부하운전상태에서의 모터베어링 온도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웨어링 마모상태 및 임펠러 날개 등의 점검은 

펌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조사

방법 등을 강구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배수암거의 손상에 

대해서 시공자를 통해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향후 점검 및 진단 시 이력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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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차 2021년 한강시설물(강남) 정밀안전

진단심의

○ 신사나들목 통로암거 상부슬래브 육안조사의 

구간별 경관재 해체 간격을 수록하고 점검구 

개소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것

○ 양평나들목 배면벽체 보강방안에 있어 휨보강 

부위는 우각부 외측 보강 시 공사범위가 커지고 

보강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내측에서 

우각부 강봉 보강(내공단면 만족 시)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

■ 제210차 2021년 한강시설물(강북) 정밀안전

진단심의

○ 한남나들목 제외지 육갑문 구조해석 시 상부 

부분만 별도로 모델링한 것은 하부 BOX 접속부 

평가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해당 모델링 사유와 

접속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

○ 철근 탐사를 통한 피복두께, 배근간격 등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에 결과 수록 시 추상적인 

표현(대체로 유사 등)보다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및 자료제시를 통해 객관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제211차 남산2호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터널 라이닝의 상태평가 단위길이는 신축이음을 

고려하여 20∼30m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Span별 연장이 상이하고 30m 이상의 구간도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간별 연장을 

확정하고 연장별 가중치 적용도 검토 필요

○ 고강도 강연선은 내화부재가 아니므로 화재로 

인한 손상 발생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진행 중인 서울시 도로터널 내화 

세부지침을 활용하여 보고서 수록 검토 필요

■ 제213차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설계심의

○ 계획성

   - 공사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였는데 준비기간·

작업일수·정리기간을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산정 필요

   - 신설교각 P6, P7은 좌회전 차로가 교각 

끝선에서 3m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통과높이 4.5m를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교량 가설 사전 작업 시 차량 통제가 필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지관리성

   - 옹벽구간 우수 배제 계획 수립 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옹벽전면으로 노출관 적용성에 대

하여 검토 바람(하부 도로 점용 최소화를 

위해 옹벽 전면에 접합하고 접합이 용이한 

각형 검토)

■ 제214차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설계심의

○ 지상 주차장 및 소나무 식재과업 구간의 빗물

받이 및 배수관 설치를 검토하여 상부의 빗물이 

주차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주차공간 및 설비 확충을 검토할 것

○ 공사 중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확보, 공사 후 

보행자 안전 보행 동선 등을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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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차 남산3호터널 정밀안전진단심의

○ 2016년 기 진단보고서의 NG구간에 대해서는 

중점유지관리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업책임기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서에 수록 필요함(터널 탄소성 

해석 시 CASE4, 6에서 NG가 발생 구간, 라이닝 두께 

부족구간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 NG 발생 구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서 수록 검토 필요

■ 제216차 노유(이중)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조작대 접근에 필요한 관리교(접근로) 높이가 

한강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홍수 시 배수문의 

주요기능인 수문 조작대 접근성이 미확보 되어 

있어 보수방안에 조작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위치조정 등)을 명시할 것

○ 현황측량을 기존 현황측량결과를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준측량, 종단측량 

등을 실제로 측량하여 보고서에 추가할 것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 및 점검 시 현장조사대장을 별도 작성

하여 유지관리·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제217차 천호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토목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서 상부 건축물의 

지진 시 발생하는 수직, 수평 반력만을 고려

하여 검토하였으나 지진으로 발생하는 모멘트도 

추가 반영하여 검토할 것

○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담수구조물의 경우 미세 균열부를 

통해 수분이 유입되면 철근부식 등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복아 우선순위를 상향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펌프 부하 가동시험을 실시하여 작동상태 및 

상태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

○ 진단결과 일정규모(0.3㎜) 이상의 균열에 대해

서는 가장 최근의 점검결과상 균열현황과 금회 

진단 시 균열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진행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자가 휴대하면서 균열 진행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번호에 따른 별도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할 것

○ 토목구조물은 기 진단 이후 별다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회 급격하게 손상물량이 

증가한 구조물에 대해 보수 우선순위를 상향

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제218차 자양빗물펌프장 외 2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토목구조물의 구조해석에서 상부 건축물에 

대한 수직반력만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나, 본 

시설물은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이 일체화된 

시설물이므로 수직반력 외에 수평력, 모멘트 

등을 추가 반영하여 검토할 것

○ 중곡빗물펌프장 토출배관(강관) 변형 관련 토피고, 

시추주상도, 종·횡단면도 등을 보완하고 하중 

조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시할 것

○ 토출수로(강관) 상태평가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배수펌프장)」에 

따라 유·토수문의 부식손상, 문비변형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였으나, 강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내용이 미흡하므로 ‘해설서(상수도)’를 

참조하여 강관에 대한 조사 및 상태평가내용을 

보강할 것

○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분을 

제시하고 담수구조물의 경우 미세 균열부를 

통해 수분이 유입되면 철근부식 등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보강 우선 순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토목구조물은 기 진단 이후 별다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금회 급격하게 손상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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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구조물에 대해 보수 우선순위를 상향

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제219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계측관리 용역발주심의

○ 설계도면에 게측항목별 계측 빈도 및 계측관리

기준을 수록할 것

○ 굴착영향범위 내 인접 노후건물(30년 이상)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사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중 계측을 필히 실시할 것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사참여자가 모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하여 이상변위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제220차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강관 비파괴검사 용역발주심의

○ 과업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상수도 관종별 접합 기준에서 도복장 강관의 

용접 접합의 용접검사 방법은 여러 규격이 있는데 

PAUT 검사 규격이 적용된 사유를 보완할 것

○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판정기준은 열수송

배관 맞대기용접부 비파괴 검사에 주로 사용

되는 기준이므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배관 용접 검사 판정기준 적용 검토할 것

■ 제221차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사업 용역

발주심의

○ ‘신기술의 도입’ 내용을 아래와 가티 수정하기 

바람

   - 신기술,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2021.4.1. 시행)」에 따른 공법 선정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설계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하기 바람

   - 지하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에 

대한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에 다음 내용 추가를 

검토하기 바람

   -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한 경제적손실과 인명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므로 밀폐공간에서 

확산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열교환기 및 자연

환기시설 설치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 ‘소방설비’에 다음 내용 추가를 검토하기 바람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확보 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설비 비구조 요소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제222차 가양배수문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시 FMS를 확인

하였으나 시설물의 준공년도가 1992년으로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이므로 재확인

할 것

○ 배수암거 모델링 시 암거 내 H-Beam 보강부에 

대한 경계조건을 명시하고, 볼트연결부는 힌지

조건이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한 단면

검토를 시행할 것

○ 전차 진단에서 시행한 내진성능평가에서 토목

시설물인 배수암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것

○ 권양기 개도계와 수문의 작동 상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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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 및 50% 열린 상태 등 실제와 일치

하는지 비교 확인할 것

■ 제223차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심의

○ 건설분야 ‘공통업부’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과업설명서 및 감리배치예정표의 투입기술인 

배치계획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원수와 상이하

므로 동일 적용 필요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33(2016.2.1.)에 따라 

비상주(기술지원기술자) 인원수는 산출인원수에 

포함되므로 상주+비상주=18.13인/월이 되어야 

함(전기감리)

○ 2개 현장의 공사기간이 상이하므로 용역기간

(공사기간+준공 후 3개월) 결정 시 공사기간이 

긴 현장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용역

기간: 한누리 27개월+3개월=30개월)

○ 과업설명서 p.10 5번째 항목 보완(소방완공

검사 취득 후 소방시설 훼손 및 변경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제224차 욱천복개2구간 정밀안전진단심의

○ 지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서의 상태

평가 결과(결함점수)의 변화에 대한 검토내용을 

상세하게 보완할 것

○ TYPE 1구간 내에 횡단교량(원효교)에 대한 

제원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기 바람(PSC 

Beam 3경간 연속 내용 외에는 없음. 연장, 

거더형식, 받침형식, 거더개수, 단면도 등). 또한, 

외관조사결과의 사진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

므로 보완할 것

■ 제225차 잠실주경기장 및 야구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보완하기 바람

○ 염화물 시험결과 과거진단결과와 비교하면 염화물 

침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염화물 확산에 따른 

내구수명을 확인하여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염화물 침투방지 혹은 침투염화물 

제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주요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대상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압축강도, 인장강도 및 굽힘 등을 

체크하여 재료 강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하기 바람

○ 본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시설물의 낙후로 비구조재 또한 탈락 및 낙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제226차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기 시행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통해 

검토된 안(유수지조성 및 게이트 펌프 설치 등)을 

제시하여 과업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시설물 

및 위치를 명확히 할 것

○ 수문개폐 시기는 한강수위 변화와 폄프장 운영을 

고려한 적정 개폐시기를 고려하되 수문으로 

유입되는 강우의 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수문 

조작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저류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수지 

설치 시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체육시설, 

복개 후 도서관 등 공익목적 이용, 생태공원 등)의 

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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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차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설계심의

○ 주출입구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보행자가 부지 출입구에서 주출입구로 진입할 

때 주출입구가 보이지 않음

   - 보행자 출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통로폭이 기둥으로 인해 협소한 편이며 주차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차량의 매연 흡입이 

우려됨

○ 수영장 방수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세부 방수

공법, 자재에 대해서 도면에 표기 요망

○ 수영장 계통의 급탕 사용량 산정기준을 호텔 

기준으로 적용하였는 바 용도(체육관)에 적합한 

급탕 사용량(샤워) 기준을 적용하기 바람

○ (기초 안정성) 지지층이 기반암이 아니며, 지하층과 

지상층부의 기초형식이 상이하므로 기초내력 

확인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말뚝재하시험 및 

평판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서 및 도면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

■ 제228차 양천구 보건소 신정지소 건립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기계, 토목분야 감리원이 초급으로 배치되었으나 

중급으로 배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건설분야 ‘공통업부’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투입계획표와 전기 및 통신 인/월수의 환산비가 

상이함

○ 소방분야 투입계획표와 산출서상 기술인 등급 

및 감리방식이 상이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감리보고서 인쇄비는 미적용

   - 감리업무보고시스템, 건설사업관리업무보고

시스템 활용

○ 용역비 조정: 2,443,100천원 → 2,524,500천원 

(증81,400천원, +3.33%)

■ 제229차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 설계평가회의

  - 일    시 : 2021.12.3.(금) 09:30∼17: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9층 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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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건설 컨소시엄 적격 82.29

한신공영 컨소시엄 적격 92.29 1순위

■ 제230차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심의

○ 최소 유속 미달 관로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설계획 등 관련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개보수 관로 외 최소유속 

등 정비되지 않는 기존 관로의 유지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지관리대상 관로는 

별도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자치구 유지관리

부서에서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람

■ 제231차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심의

○ 공사 중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비용 반영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으니 별도 정리하여 보고서에 

명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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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오탈자 또는 오기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질의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 바람(추가)

■ 제232차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심의

○ 서울시는 매년 하수관로 단위 개량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 바, 본 계획은 해당 자치구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중복구간 발생으로 예산 

낭비 또는 공사 시 오류가 없도록 해당 정비

구간 표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이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바,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함

■ 제234차 의사당대로·테헤란로 보행 중심 도로

공간재편사업 기본구상 용역발주심의

○ 기본구상 방안에 대한 개략공사비 및 편익을 

산정하여 필요 시 대안별 경제성 분석(B/C, 

NPV, IRR) 시행

○ 기초현황조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노외, 노상), 자전거도로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주변 지역 하수관로 등 각종 배수시설 설치현황 

조사 필요

○ 도로공간 재편에 따른 직·간접 영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을 분석하고 교통운영부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량 분산방안 검토 필요

○ 과업대상 도로(차도+보도)를 이용하는 각종 수단

(보행, PM,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등)별 첨두시를 

세분화하여 조사

■ 제235차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설치 시 고객차량과 물류

반입 및 하역차량의 동선 분리를 차량진입방지 

시설로 통제하지 않는 자연적 목적에 따라 

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한다.

○ 건축 2개층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에 대해서도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되는지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이용객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되는 바, 

만남의 장소로 활용가능한 식별성 있는 공간 

도입 추가

○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되고’는 추상적인 조건

이므로 정량화 조건 명시 필요(예, 온도 편차 ±2℃, 

상대습도 편차 ±5℃)

○ ‘적절한 환기’는 추상적인 조건이므로 정량화 

권장(예, 환기횟수 1회/h)

■ 제236차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총공사비에 따른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역량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것

○ 설계변경, 물가변동, 휴일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대가지급을 명시할 것(시공사 귀책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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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제24~26차 면목3-5, 중곡-1, 장위-4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96건을 제안하여 82건 채택 

(채택률 85.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88,137백만 원에서 5,223백만 원 

절감 (절감률 5.9%)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5.9% 16.8% 22.8%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덤프트럭 규격을 2.5톤에서 4.5톤으로 변경

      ⇒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감액 1,781백만 원)

  - 경제성 향상

    ∙ 조립식 흙막이 여유굴착폭을 50㎝에서 

30㎝으로 조정

      ⇒ 폐기물량 감소 (감액 1,306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지하수위 이하로 터파기 시 필요규간에 

대해 차수공법으로 검토

      ⇒ 굴착 중 붕괴에 의한 작업자 안전 

최우선 고려 (증액 136백만 원)

■ 제31차 공릉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0건을 제안하여 56건 채택 

(채택률 80%)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550백만 원에서 52백만 원 절감 

(절감률 0.4%)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4% 9.1% 9.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지하3층 바닥 침투성방수 삭제        

(감액 28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CIP벽체 근입장 축소 (감액 21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지하2층 A.D 창고 위치 변경       

(감액 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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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제866호)

(보호기간 : 2019.5.17. ～ 2027.5.1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전력소모량 절감(20% 이상)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기술이며,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

되는 고농도의 RO 농축수를 압력지연삼투(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농축수 

30% 이상 저감)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 소모량을 20% 이상 절감시키고 

기존 담수시설 대비 농축수를 30% 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서 해양환경 오염 부하를 줄이는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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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시공은 연구를 위해 설계된 파일럿플랜트에 대한 시공이며, 실제 플랜트의 경우에는 시공절차가 

해수 Intake 방법, 국가,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공정의 메인 설비는 Containerized되어 

Concrete foundation 위에 모듈로 설치되어 배관, 전기 연결 후 PLC 설비로 Auto operation 

될 수 있도록 시공 하였다.

    위 설계도면은 SWRO, PRO 및 그 전처리 공정과 약품주입 공정에 대한 상세 설계도면이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
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비고

1
SWRO-PRO 
해수담수화 

파일럿 플랜트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지에스
건설(주)

2014.04.10~
2014.06.14

20 m3/d
(용량)

165,000,000원
(신기술공사금액 

동일)

시험시공,
일산하수
처리장 
설치

2
SWRO-PRO 

해수담수화 실증 
플랜트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지에스
건설(주)

2015.07.01
~

2015.10.15

240 m3/d
(용량)

2,057,229,668원
(997,324,807)

시험시공,
부산남부
하수처리
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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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및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에너지 소모량은 3~4 ㎾h/㎥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PRO 기술이 적용되면 차세대 해수담수화 시장의 창출과 더불어 에너지 소모량을 20% 이상 줄여 

타 경쟁사보다 수주전략의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

    세계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NEWater plant에서 배출되는 하수재이용수 농축수와 해수담수화 

농축수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자원 부족으로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해수담수화 플랜트에 PRO 공정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신기술이 적용 되면 싱가포르 차세대 해수담수화 시장의 선점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정부

에서 당사의 PRO 공정 기술을 검토 중에 있다.

    폐쇄적인 Arabian Gulf만은 해안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증가로 배출되는 농축수 문제로 해수의 

염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해수담수화플랜트에 PRO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로 당사와 

연구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당사의 기술을 적용한 실증플랜트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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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세계 해수담수화 건설 시장은 100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에너지소모량을 적게 설계하는 

회사가 수주경쟁력을 가져간다. 해당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될 경우 차세대 해수담수화 기술분야의 

선두에 설 수 있으며, 선두주자의 발판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해수담수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음식가공산업, 정수 및 하수처리산업, 의약산업, 농업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염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 신재생 에너지에 등록이 

되면 기존 11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열, 풍력, 지열, 수소 등)에 이어 12번째 한국형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가 차세대 에너지 성장 동력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PRO 공정 기술은 노르웨이, 일본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써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플랜트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PRO 공정을 위한 소재 개발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당 신기술은 해수담수화 공정인 SWRO와 PRO 공정을 Integration 하여 전체 시스템

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실증설비이다.

    따라서, 실증플랜트의 경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준공 시 전 세계 산학연 연구원 약 

100여명을 초청하여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단위공정 및 실험실 규모의 연구는 진행이 

되었으나, 실증단계의 플랜트는 세계최초로 구현되어 싱가폴, 쿠웨이트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았

으며, 각 나라에서의 실증을 거처 해당 신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 세계 우위의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원)

No. 품명 규격 단위 공사총원가

1 SWRO 제시규격 system 1,044,567,088

2 PRO 제시규격 system 983,698,281

3 SWRO +PRO 제시규격 system 2,028,26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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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공사비의 경우 PRO 설비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10만m3/일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준

으로 110만$에서 141만$로 약 28% 상승

된다.

  (3) 공사기간 

    SWRO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의 경우 용량 50,000∼100,000㎥/d 플랜트의 전체 공사기간은 평균 

약 36개월이 소요(설계 4개월, 공사 24개월, 시운전 8개월)되며 이중 intake, outfall 설치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기존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농축수 방류 배관은 해양환경영향으로 인하여 해안으로부터 약 1∼2㎞ 

정도 배관시공으로 배출하였다. 하지만 PRO 공정을 적용한 해수담수화의 경우 농축수의 희석방류로 

인하여 농축수의 농도가 해수의 농도와 유사하여 해안 직방류로 인한 outfall 배관의 부재로 

intake, outfall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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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해당 신기술의 수명주기비용(LCC)은 기존의 SWRO 비교공법 대비, 파일럿 연구를 위해 제작한 

소규모의 경우 설계, 구축, 운영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75.75%로서 다소 높게 나타내고 

있으나 주 사업대상인 대규모 플랜트(100,000㎥/d)의 경우 96.66%로서 3.34%의 절감효과를 나타

내어 경제적가치의 비교우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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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모량 절감(20% 이상)에 따라 CO2 배출량이 줄어들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 SWRO-PRO 플랜트 운영 30년 기준으로 13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PRO공정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신기술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될 경우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45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축수의 희석방류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민원, 인허가 등 사회적 

수용성 및 사업지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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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강교량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및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기술 (제880호)

(보호기간 :  2020.1.2. ～ 2028.1.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강교량의 취약부에서 발생하는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 기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검사 가능 균열 폭 30㎛ 수준) 및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강교량 내부의 용접부 및 응력 집중부 등과 같은 취약부에서 발생하는 국부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기법 기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검사 가능 균열 폭 30㎛ 수준)과 

현장적용성과 보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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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
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 

공사금액)
비고

1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영종대교 상용 
적용

신공항
하이웨이

(주)

티엠이앤씨(주)
(신기술의 

통상실시권 보유)

2017.03.01.∼ 
2018.05.31.

유선 계측장비 
2대 및 총 

24개소
(강박스거더 

내부 균열취약부 
16개소 및 외부 

균열취약부 
8개소)

약 
41.5억원 

(약 2억원)

상용 
적용

2

단순 부착식 무선 
센서 기술 

영종대교 시범 
적용

신공항
하이웨이

(주)

한국과학기술원 
(신청인) 2018.12.10. 데이터 로거 1대 

및 총 2개소 - 시범 
적용

3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남해대교 시범 
적용

한국
시설
안전
공단

한국과학기술원 
(신청인)

2016.11.14.~
2017.01.13.

유선 계측장비 
1대 및 총 6개소 - 시범 

적용

 나. 향후 활용전망

    인천대교 적용 확정(2019) 및 광안대교 등 국내 교량 및 중국 특수교량 (Long-span bridge) 

등에 활용전망이다. 건설분야 이외에도 기계/소재 분야에도 활용가능하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검사자가 직접 검사 부위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검사가 

어렵지만 이 신기술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상시 온라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30㎛ 수준 균열 폭을 가지는 미세 피로균열은 검출하기 어렵

지만 이 신기술은 30㎛ 수준 균열 폭을 가지는 미세 피로균열을 검출 할 수 있다.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결과가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신기술은 자동검사 시스템으로 검사결과가 객관적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미세 피로균열에 대해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상시 온라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신기술은 30㎛ 수준 균열 폭을 가지는 미세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어 구조물의 파괴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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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피로균열 자동검사 시스템으로 그 검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따라서 신뢰성 높은 결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검사자가 직접 검사 부위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검사가 

어렵지만 이 신기술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상시 온라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30㎛ 수준 균열 폭을 가지는 미세 피로균열은 검출하기 어렵

지만 이 신기술은 30㎛ 수준 균열 폭을 가지는 미세 피로균열을 검출 할 수 있다. 

    기존 비파괴검사 및 육안검사 기술은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결과가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신기술은 자동검사 시스템으로 검사결과가 객관적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설계단가가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다.

  (2) 센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센서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본 기술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종대교의 시스템을 기준

으로 선정하였다.

    이 신기술과의 비교를 위한 기존기술의 비용산정은 영종대교에서 실제 수행하였던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비용에 관한 비교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구분 단위 횟수 단가 금액 비고

기존
기술

정기안전점검 6개월 14.0 6,230,000 87,220,000 육안검사

정밀안전점검 2년 4.0 22,653,000 90,612,000 육안검사

정밀안전진단 5년 2.0 96,061,000 192,122,000 육안검사

소  계 369,954,000

신청
기술

센서설치 식 1.0 67,784,094 67,784,094

센서유지관리 회 10.0 6,210,000 62,100,000

소  계 129,884,094

절감액 240,069,906

10년간 총 240,069,906원 절감 (절감률 6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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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시간

순
번

기존기술(UT) 기존기술(MT) 신기술
시공절차 시간 (분) 시공절차 시간 (분) 시공절차 시간 (분)

1 장비 교정 5 장비 교정 5 장비 교정 5
2 이물질 제거 15 이물질 제거 15 이물질 제거 15
3 매질 도포 3 자분 도포 5 센서 부착 13

4 균열 검사 10 균열 검사 10
균열 검사

(상시 검사 시 본 
절차만 수행)

5

5 세정 5 탈자/세정 5 세정 5
6 재도장 10 재도장 10 재도장 10
계 48 50 53

  (4) 유지관리비

구분 신기술
기존기술

비고
MT UT

10년간 교체 횟수 6.7회 5.0회 5.0회 -

직접
원가

직접인건비 1,495,380 2,243,070 2,243,070 

⋅신청기술:
고급 1인 1일
⋅기존기술:
고급 2인 1일

소계 1,495,380 2,243,070 2,243,070 

간접
원가

검교정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천원/회(센서)

배터리 66,666 　 　 ⋅10천원/회
  (IFR26650 모델)

자분페인트
/세척제 　 500,000 　 ⋅100천원

  (업체 문의 결과)

매질/웨지 　 　 3,250,000 ⋅650천원
  (업체 문의 결과)

소계 10,066,666 10,500,000 13,250,000 
총 원가 11,562,046 12,743,070 15,493,070 
절감률 - 9.27 % 25.37 %

기존기술 대비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 평균 “18.10 %”
※ 각 세부원가는 1회 비용에 교체 횟수를 곱하여 10년간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환산함.
※ 직접인건비 : 2018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7)의 고급기술자(224,307원)
※ 간접원가 : 업체 문의 결과 및 실제 배터리 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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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물 안전도 제고

    -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 신기술 개발을 통한 건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육성

    - 기계/소재 산업 분야에 적용가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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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미국 뉴욕시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실리콘앨리(Silicon Alley)가 있다. 뉴욕시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생명과학, 패션, 금융 

산업 등이 주력이다. 뉴욕시는 이들 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산업과 주택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약 28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다. 11만 3,057㎡ 부지에 

오피스, 아파트, 호텔, 판매, 공연예술센터 등 

16개 초고층 타워와 광장, 공원길이 들어선다. 

2012년 착공을 시작해서 이미 10개의 건물이 

오픈했고, 2025년까지 순차적 문을 연다. 기존 

철도 차량기지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그대로 

두고, 부지 위에 덮개를 씌워 건물을 짓는다. 뉴욕시는 

도시재정의 어려움을 일찍이 경험했기에, 이 개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 실현을 

위해 민간 개발업체에게 세금보다 낮은 부담금을 

부과는 일종의 세제 감면 혜택으로 개발업체들은 

총 7조 원의 감면을 받는다고 한다. 뉴욕시는 

2005년 이 지구의 도시계획을 재조정했다. 쿠시맨 

컨설팅은 허드슨 지구에서 오피스, 주거, 호텔, 

판매 등 462만 8,000㎡ (140만 평) 이상의 엄청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내 

새로운 지하철 종점이 2015년 9월에 개통하였고, 

원래 타임스퀘어에서 종료되었던 7번 지하철 노선을 

3.2㎞ 연장하였다. 지구 전체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다. 

 뉴욕시는 민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

한다. 우선 지구개선보너스(DIB) 제도가 있다. 

민간 개발업체는 ‘조닝 규정’(Zoning Resolution)에 

의해 기본 용적률을 초과하는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허드슨 야드 지구개선 펀드에 

DIB 금액을 내면 된다. DIB 초기 가격은 평당 

3,558달러다. 양도 가능한 개발권 제도도 있다. 

개발사업자는 공원의 용적률을 정해진 가격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신산업 일자리, 적절한 가격의 

주택, 예술공간 등을 조성하면 용적률이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부 받을 경우 12개 블록으로 

구성된 상업지역의 경우 평균 2,000∼2,400%가 

된다. 그중 하나 블록이 3,300%까지 가능하다. 

5개 블록으로 된 복합용도지역은 평균 최대 용적률이 

1,200∼1,800%다. 5개 블록의 주거지역은 600∼

1,500%가 적용된다. 금융 인센티브도 활용된다. 

뉴욕시 산업 개발국(NYCIDA)은 허드슨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개발에 부동산 세금을 할인하는 

인센티브(UTEP)를 주고 있다. 신산업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38)

38) 자료: https://www.hydc.org/about-hydc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04/
    105270184/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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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개요

 이제 건물의 존재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과 주민들에게 공유되고 도시개발과 교통을 

아우르는 포용적 개념이며, 건물이 사람을 끌어

안고 주변을 진화시키고 있다.

 미국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가 

뉴욕시와 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착공을 시작했고 2025년 완공

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50억 달러(약 28조 

4,000억 원)이고, 113,000m² 부지에 최대 용적률 

3,300％로 주거·사무·상업 복합시설 16개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16개의 초고층 

타워형 건물로 아파트, 광장, 호텔, 쇼핑센터, 공연

예술센터 등 다양하다.

 도심 내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모두 

해결한 대표적인 부동산 프로젝트로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변 인근에 2,500개의 계단

이 얽혀 벌집을 연상시키는 15층 높이의 건물 

베슬(vessel)이 위치한다. 주변에는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을 포함한 빌딩 10개가 들어섰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가 250억 달

러(약 28조 원)를 투입해 개발한 미국 역대 최

대 개발사업이다.

 195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초

되다가 2010년 뉴욕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 부여하였고 민간개발업체에 

세금 대신 세금보다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니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사업비가 막대했지만, 사업성이 높아지니 개발

업체도 기꺼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전기세 등도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것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였다.

 뉴욕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허드슨야드기반시설

개발공사’도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업성이 우선이었던 만큼 개발업체에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예산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을 담당하여 개발업체에서 받은 비용을 

담보로 채권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공원과 도로를 조성하고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개발업체도 약 7조 원 안팎을 감면

받았다.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물론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해야 한다.

 뉴욕시는 철도역을 그대로 남겨둬야 해서 철도 

차량기지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첨단 건설 공법

으로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철로 위 주택, 도로 위 주택의 

개념이다.

 일자리와 부족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과 

사업성이 문제로,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라는 기존 

철학을 바꾸어야 가능하다.

 허드슨 야드는 웨스트 42번가와 43번가, 7번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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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가, 28번가와 30번가, 그리고 허드슨 리버파크로 

둘러싸인 맨해튼 지역이다. 2001년부터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뉴욕주는 허드슨 야드 지역을 

활기차고 보행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 

단지로 변화시킬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계획에 협업하였다.

 새로운 허드슨 야드 지구는 미드타운 중앙 비즈

니스 지구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확장을 수용하였고, 

아울러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위한 일자리와 신규 

주택을 마련하였다.

 2005년 뉴욕시에 의해 설립된 Hudson Yards 

Development Corporation(HYDC)은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그램 시행을 주도하였다. 

HYDC에는 계획, 개발 및 건설 등 전문가로 구성

되어있다.

허드슨 야드 개발 관련 부서39)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HYDC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금조달, 계획, 개발 및 건설에 관련된 여러 市/
州 지자체 및 기관 등과 협력

관련 기관 및 기업 담당 업무 내용
허드슨 야드 인프라 회사40)

뉴욕시 관리·예산 부서41)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비용 통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국42) 7호선 지하철 확장 
건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뉴욕시 도시계획국43)

뉴욕시 의회44)

철도 야적장 동서 
부지의 계획과 개발

뉴욕시 법무국45) 수용과 기타 부동산의 
인수

뉴욕시 산업 개발청46)
상업용 개발47) 촉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뉴욕시 도시계획국
주택 보존·개발국48)

공원·레크리에이션국49)

교통국
환경보호국 및 기타부서

거리, 공원, 기타 
기반시설 등 개선과 
저렴한 주택 개발

컨벤션 개발·운영 회사50) Javits 컨벤션 센터 
확장과 관련 호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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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ZOING

 2005년 1월, 뉴욕 시의회는 미드타운 비즈니스 

지구의 활기차고 중간 밀도에서 고밀도 확장으로 

변화시킬 허드슨 야드의 포괄적인 재조정을 승인

했다. 이 지역을 주거, 문화, 호텔, 상업, 지속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공원 등을 포함하는 용도로 

재조정한 것이다.

 리조닝 승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74,000평 신규 오피스 

 13,500채 신규 주택

 4,000채의 적절한 가격의 주택 포함

 28,000평 신규 리테일 공간

 56,000평 신규 호텔

 Javits 컨벤션 센터의 신규 본사 호텔

 2009년 12월, 뉴욕 시의회는 Western Rail 

Yard의 포괄적인 리조닝을 승인하였다. 철도 야적장을 

활기차고, 대중교통 환승, 복합용도 개발의 약 

5,000채 아파트, 사무실, 호텔, 소매점, 문화 및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6,670평 오픈스페이스로 

용도를 전환하였다.

 허드슨 야드 지역의 구역 및 개발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는 뉴욕시 도시계획국 웹사이트에서 

확인51)할 수 있다.

39) 자료: https://www.hydc.org/about-hydc

40) Hudson Yards Infrastructure Corporation
41) New York City Office fo Management
42)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43)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44) New York City Council

45)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46) New York City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47) commercial development
48)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49) Parks & Recreation

50) Convention Center Development and Operaitng Corporations
51) http://www1.nyc.gov/assets/planning/download/pdf/plans/ 

hudson-yards/hyards.pdf

2-1. 지구개선(地區改善) 보너스
     (DIB. DISTRICT IMPROVEMENT BONUS)

 허드슨 야드 지역의 상업용 또는 주거용 프로젝트 

디벨로퍼들은 조닝 결의규정52)에서 결정한 "기본" 

최대 용적률53)을 초과할 수 있는 Zoning 인센

티브54)를 받을 수 있다.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으

려면 허드슨 야드 지구개선 기금55)에 DIB 돈을 

지불하면 된다. 

 이 지구개선 기금은 뉴욕시가 7번 지하철 확장, 

새로운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여 허드슨 

야드 지역의 밀도 개선 기반시설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DIB 지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최대 용적률과 

추가적인 최대 용적률은 조닝 결의규정의 ‘Zoning 

Resolution의 Special Hudson Yards District’ 

규정에 명시하였다. 조닝 결의규정은 처음에 DIB 

가격을 평당 $3,558(1ft2 당 $100)로 설정했지만,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연간 가격을 조정하였다.

 인상 통지와 연간 조정에 관한 내용은 도시계획국 

웹사이트에서 확인56)할 수 있다.

52) Zoning Resolution
53) FAR floor area ratio
54) 지구개선 보너스 DIB

55) Hudson Yards District Improvement Fund
56) https://www1.nyc.gov/site/planning/about/hy-bonus- 

mandated-notices.page



- 53 -

2-2. Eastern Rail Yard 양도 가능한 개발 권리
     (ERY TDRs. Eastern Rail Yard Transferrable   

      Development Rights)

 동쪽 철도 야적장의 양도 가능 개발권은 

HYDC가 특별 허드슨 야드 지구의 양도 가능 

개발권리57)에 의한 대규모 계획 산하지구 A58)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개발 권한이다. ERY 

TDRs는 HYDC에서 채택한 ERY TDR Pricing 

Policy의 가격 정책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

개발 정보 DEVELOPMENT INFORMATION

 HYDC는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그램, 구역 및 

허드슨 야드 지역의 특정 개발 부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한다. 도시가 2005년 처음으로 지역을 

재조정한 이래로 허드슨 야드에는 5,600채 이상의 

아파트와 3,900실 이상의 호텔 객실이 건설되어 

맨해튼 중심부에 새로운 복합용도 지역을 만들려는 

도시의 비전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7호선 연장선과 Hudson Park & Boulevard가 

완공됨에 따라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공공 

57) Special Hudson Yards District. ERY TDRs

58) Large Scale Plan Subdistrict(Subdistrict A)

부문의 투자는 이미 주요 개발업체의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향후 

계속적인 투자견인 역할 수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ushman & Wakefield의 "2011 Hudson 

Yards 수요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허드슨 

야드 지구는 140만평 이상의 신규 오피스, 주거, 
호텔, 리테일 등 향후 30년 동안 엄청난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는 이미 완료되었다.

허드슨 야드 개발 사례59)

Hudson Yards

관련 회사와 Oxford Properties는 
MTA의 철도 야적장 중 32,000평 
부지에 12,000평 이상의 오픈 스페
이스가 있는 337,000평의 복합용도 
개발을 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성

Manhattan West
Brookfield Properties의 Ninth 
Avernue 부지에는 14만 평 이상의 
복합용도 개발이 계획

55 Hudson Yards 관련 회사 39,000평 타워가 West 
34th Street 및 11th Avenue에 계획 

상업용 55Hudson Yards, Manhattan 
West, 3 Hudson Boulevard

주택

Abington House, 505 West 37th 
Street, 455 West 37th Street, The 
Townsend, Emerald Green, Crystal 
Gree, MiMA, Silver Towers, 
Atelier

호텔

TRYP NTC Times Square South, 
Yotel, Distrikt Hotel, Fairfield 
Inn&Suites Times Square, Holiday 
Inn Express Times Square, 
Hampton Inn Manhattan/Times 
Square South, Staybridge Suites 
Times Square, Four Points by 
Shearton-Times Square

3. 지하철 7호선 연장 
   (No. 7 Subway Extension)

 원래 타임스퀘어에서 종료되었던 7번 지하철 

노선은 현재 약 3.2㎞ 연장되어 West 34th 

Street 및 11th Avenue에 새로운 종점을 개설

하였다.

 지하철은 러시아워 동안 전체 7호선의 운영 향상을 

59) 자료: https://www.hydc.org/re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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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6대 열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허드슨 야드 지역 전체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이다.

 7번 지하철 노선은 거의 모든 지하철 노선과 

연결되는 교차로 노선이기 때문에 허드슨 야드는 

거주자, 통근자,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시와 MTA는 2006년 9월 7번 지하철 연장 공사에 

대한 자금 조달 및 건설을 합의하고, 2007년 말에 

시작하여 2015년 9월에 개통하였다.

4. MTA Rail Yards

 1986년에 개장한 MTA의 John D. Caemmerer 

West Side Storage Yard는 Pennsylvania 

Station과 Long Island를 오가는 통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TA-Long Island Rail 

Road(LIRR) 열차를 위한 32,000평의 열차 보관 

및 유지 보수하는 공간이다.

 철도 야적장은 10번가부터 12번가까지 West 

30th Street와 West 33rd Streets 사이에 위치하고, 

11번가를 기준으로 동쪽(Eastern Rail Yard)과 

서쪽(Western Rail Y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MTA는 2008년 5월 관련 회사를 선정하여 동부 

및 서부 철도 야적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동쪽 철도 야적장 EASTERN RAIL YARD

 철도 야적장의 동쪽 부분은 10번가에서 11번가

까지 West 30th Street와 West 33rd Streets 

사이에 위치한 약 16,000평 부지이다. 

 2005년 1월에 사무실, 주거, 호텔, 소매, 문화 

및 주차 시설, 공공 개방 공간을 포함한 복합용도 

개발의 약 18.5만 평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구역이 

변경되었다. 부지에 대한 구역 설정 관리에는 중요한 

공공 광장과 문화 시설인 The Shed를 포함하여 

약 8,600평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고, 2019년 

3월에 오픈하였다.

서쪽 철도 야적장 WESTERN RAIL YARD

 철도 야적장 서쪽 부분은 11번가에서 12번가

까지 West 30th Street와 West 33rd Streets 

사이에 위치한 약 15,900평 부지이다.

 2009년 12월에 사무실, 주거, 호텔, 소매, 문화 

및 주차 시설, 공공 개방 공간을 포함한 복합용도 

개발의 약 16.9만 평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구역이 

변경되었다.

 디벨로퍼는 개발하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중

에서 동쪽 야적장에서 최소한 265채의 영구적으로 

저렴한 임대아파트 건설을 약속하고, 추가로 서쪽과 

동쪽 양쪽 철도 야적장에서 최소 166개 등 총 

431채의 영구 저렴한 주책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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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고가철도를 공원화한 High Line은 서쪽 철도 

야적장의 남쪽과 서쪽 가장자리를 연결하였다.

5. 금융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뉴욕시 산업 개발국60)의 UTEP61)에는 허드슨 

야드 지역의 상업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인센티브62)가 포함되어 있다.

60) NYCIDA
61) Uniform Tax Exemption Policy

62) 예: 부동산 세금 할인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NYCIDA는 맨해튼 

허드슨 야드 지역의 특정 상업용 건설 프로젝트에 

혜택을 부여하였다63).

 뉴욕시 산업 개발청 프로그램 제안64)으로 

2017년 6월 13일 회의를 거쳐 기관의 통일 면세 

정책에 대한 수정 및 수정 승인을 요약하였다.

 통일 면세 정책은 다음과 같다.

(i) 산업 프로그램 및 식품 소매를  포함한 기존 

프로그램 포함, 지원 건강(FRESH) 프로그램 

확대

(i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상업 프로그램 

추가 ; 브롱크스, 브루클린 , 퀸즈, 스태튼 아일

랜드 및 맨해튼의 복잡한 지역에 있는 상업용 

사무실 공간

(iii) 시설을 소유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 제외

(iv) 완료되거나 비활성화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항 제거 ; Liberty Bond 프로젝트, 
ARRA Bond 프로젝트, PlanNYC 에너지 프로

그램 프로젝트, 시민 시설 프로젝트(사립학교 

프로젝트 포함), 상업 성장 프로젝트 및 산업 

개발자 프로젝트 포함

(v) 모든 프로그램65) 기준에 대한 설명 , 현재 

정책에 대한 수정을 포함한 정책 및 절차 

제공 / 부동산 세금 면제, 판매 및 사용세 

형태의 재정 지원 / 면제 및 모기지 기록 세금 

면제, 정책 및 절차 / 재정 지원 회수 및 관련 

수정 및 요구 사항.
63) NYCIDA website
64) https://edc.nyc/sites/default/files/2020-01/NYCIDA-Uniform- 

Tax-Exemption-Policy-2019.pdf
65) Hudson Yards 상업용 건설 프로젝트 프로그램 제외, 원래 

채택된 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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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드슨 공원과 공원길(Hudson Park &  

   Boulevard) 1∼2단계 개발

 약 4,900평 규모의 가로수가 늘어선 넓은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 Hudson Park & Boulevard는 

10번가와 11번가 사이에서 West 33th Street

에서 West 39th  Street까지 이어진다. 공원길은 

공원 동쪽의 West 33th Street에서 West 38th 

Streets까지, 서쪽의 West 35th Streets에서 

West 38th Streets까지 연장되며 너비는 약 

9.4m이다.

 Park & Boulevard는 2단계로 건설된다. 1단계는 

2015년에 완료되었으며 West 33번가와 West 

36번가 사이에 위치한다. 2단계는 West 36th 

Street와 West 39th Street 사이에 위치하며 

현재 설계 및 토지 인수 중이다.

 이 새로운 Park & Boulevard 시스템을 West 

33rd에서 West 39th Streets까지 구축하기 위해 

2006년 11월 City Map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다. 새로운 허드슨 야드 지구의 기본 요소인 

Hudson Park & Boulevard는 황량한 산업 지역

에서 활기차고 보행자 친화적인 복합용도 지역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공원은 새로 조성된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녹색 

센터가 될 예정이다. 새로 설계된 동서측 도로를 

통해 출입구가 있는 공원은 지역 거주자, 근로자, 

방문객에게 꼭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보행자 친화적인 Hudson Boulevard와 접하게 될 

Hudson Park는 공개 행사를 위한 더 큰 포장된 

지역과 관목과 나무 안에 자리 잡은 더 작은 친밀한 

장소가 될 예정이다. 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원은 피크닉, 프리스비를 던질 수 있는 풀밭, 

독서와 휴식, 그늘진 구석까지 풍경 제공, 산책로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파머스 마켓, 야외 영화 등 대규모 오픈 모임과 

이벤트 등이 공원에 통합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Hudson Park는 Bryant Park, Union Square 

Park 및 Hudson River Park와 같은 이 도시의 

다른 훌륭한 도시 공공 공간과 합류하여 인기 

있는 장소가 될 전망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으로 공원에 2개의 입구를 

조성한다. 주 출입구는 West 33th Street와 

West 34th Street 사이에 위치하고, 두 번째 출

입구는 West 34th Street와 35th Street 사이의 

공원에 위치한다. Park and Boulevard를 따라 

건설된 새로운 상업용 건물들도 Boulevard 입구와 

연결된다.

 Michael Van Valkenburgh Landscape Architects를 

중심으로 다분야 디자인팀이 현재 Hudson Park와 

Boulevard Phase II를 설계 중이다.



- 57 -

7.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 

   (affordable housing)

 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다.

 NYC HOUSING
 NYC AFFORDABLE HOUSING RESOURCE 

CENTER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NYC HOUSING CONNECT
 NYC HOUSING AUTHORITY

8. 시사점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는 전철역 추가하면서 

최대의 용적률을 올리는 수직 상승형 고밀도 복합

개발이 정답이다. 도심에 신산업 공간을 창출하고 

기술 상품을 실증하는 리빙랩 타운을 실현할 수 

있다. 주차장을 최소화하여 주차장 투자비를 청년 

주택 등으로 전환하면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차량기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기존 기능과 함께 입체형 개발을 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개념과도 

일치한다. 승용차 이용을 줄여, 보행, 자전거, 전동 

킥보드, 공원길, 공원, 오픈 광장 등을 통해 이동과 

건강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건폐율을 줄이고 

높이를 올리면 연속적인 도심 공원길을 만들 수 있다.

 공공이 도시의 일자리와 주택 공간을 전부 해결

하기에는 예산과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 민간의 

자금과 토지를 활용하는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공공은 재정투입 없이, 민간에게 세금혜택과 용적률·

용도 인센티브만 제공하면 된다. 용산역 철도부

지나 서울 교통공사의 야적장 등도 허드슨 야드 

방식으로 개발하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이 투자해서 할 일을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개념 대신에 

민간과 협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델코지식정보, www.delco.co.kr]

[주간한국 칼럼, m.hankooki.com]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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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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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계측관리 용역

․ D=300∼1,800㎜, L=8.9㎞
68,884
(766)

조건부
채택

토목

220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1공구) 강관 비파괴검사 용역

․ D=300∼1,800㎜, L=8.9㎞
68,884
(1,162)

조건부
채택

토목

221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
립사업 용역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995㎡

5,007
(238)

조건부
채택

건축

226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게이트펌프 설치 Q=700㎥/min
․ 유수지 조성 V=20,000㎥

5,543
(441)

조건부
채택

토목

234
의사당대로·테헤란로 보행 
중심 도로공간재편사업 기본
구상 용역

․ 의사당대로(여의도공원∼샛강역, L=1.0㎞)

․ 테헤란로원(강남역∼삼성역, L=3.3㎞)

38,000
(297)

조건부
채택

토목

235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하2층/지상2층
․ 연면적 9,270㎡

25,347
(1,145)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197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1처리장 내 2단 
소화조를 단단으로 변경

․ 소화조 교반방식 변경(기계식, 
펌프식) 및 부대시설 설치

6,049
(205)

조건부
채택

기계

213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 B=15m, L=493m
29,130
(634)

조건부
채택

토목

214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 지하2층, 주차대수 178면
․ 연면적 5,706.16㎡

24,192
(609)

조건부
채택

토목

227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5,009.74㎡

20,167
(1,079)

조건부
채택

건축

230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전체정비 연장 24.4㎞
․ 부분보수 연장 1.0㎞(408개소)

40,857
(1,583)

조건부
채택

토목

231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전체정비 연장 4.7㎞
․ 부분보수 연장 33m

13,110
(1,474)

조건부
채택

토목

232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전체정비 연장 17.1㎞
․ 부분보수 연장 1.2㎞

36,847
(1,564)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223
청석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한누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 청석: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3,826.49㎡
․ 한누리: 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4,311.58㎡

17,498
(2,652)

조건부
채택

건축

228
양천구 보건소 신정지소 
건립공사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7,672.59㎡

25,043
(2,443)

조건부
채택

건축

236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지하2층, 주차대수 105면
․ 연면적 3,773.11㎡

11,648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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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적격
심의

229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일괄입찰공사

․ 연장 5.4㎞
․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196,616 적격 토목

정밀안전
진단심의

179 백련배수지 등 6개소 ․ 정밀안전진단
-

(234)
조건부
채택

토목

180
신구로빗물펌프장 외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241)
조건부
채택

토목

181 시흥빗물펌프장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126)
조건부
채택

토목

182 이화교
․ 본교: 연장 220m, 폭 23m, 닐센아치+CPI
․ 접속교: 연장 175m, 폭 8.0∼12.5m, 프리

플렉스빔+PSC빔

-
(161)

조건부
채택

토목

183 마포대교(상류교) ․ 정밀안전진단
-

(300)
조건부
채택

토목

184 상도3배수지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97)
재심의 토목

190 전농빗물펌프장 외 3개소 ․ 정밀안전진단
-

(315)
조건부
채택

토목

191 금호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53)
조건부
채택

토목

192 중화빗물펌프장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119)
조건부
채택

토목

193 심원빗물펌프장 외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96)
조건부
채택

토목

194 광진교 ․ 정밀안전진단
-

(342)
조건부
채택

토목

195 송정배수문 ․ 정밀안전진단
-

(53)
조건부
채택

토목

196 뚝섬배수문 ․ 정밀안전진단
-

(80)
조건부
채택

토목

199 도·수송관(강서, 남부) ․ 도송수관 110㎞
-

(507)
조건부
채택

토목

200 도·수송관(강남, 강동) ․ 도송수관 119㎞
-

(686)
조건부
채택

토목

201 사근용답간 인도교 ․ 폭 5m, 연장 118m, 인도교 3종
-

(47)
조건부
채택

토목

202 가양빗물펌프장 외 1개소 ․ 정밀안전진단
-

(361)
조건부
채택

토목

203 가산1배수문 ․ 수문 1개소(1.8m×1.8m×2m)
-

(48)
조건부
채택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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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

비고

204 가산2배수문 ․ 수문 1개소(1.8m×1.8m×2m)
-

(48)
조건부
채택

토목

205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 시설물

․ 정수장 Q = 60만㎥/일
․ 취수장 Q = 70만㎥/일

-
(172)

조건부
채택

토목

208 흑석빗물펌프장 및 수문 ․ 정밀안전진단
-

(92)
조건부
채택

토목

209 2021년 한강시설물(강남) ․ 신사나들목, 양평나들목
-

(263)
조건부
채택

토목

210 2021년 한강시설물(강북)
․ 한남나들목, 자양중앙나들목, 
뚝섬나들목

-
(314)

조건부
채택

토목

211 남산2호터널 ․ 정밀안전진단
-

(159)
조건부
채택

토목

215 남산3호터널 ․ 정밀안전진단
-

(217)
조건부
채택

토목

216 노유(이중)배수문 ․ 정밀안전진단
-

(122)
조건부
채택

토목

217 천호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
-

(96)
조건부
채택

토목

218 자양빗물펌프장 외 2개소 ․ 정밀안전진단
-

(250)
조건부
채택

토목

222 가양배수문 ․ 정밀안전진단
-

(52)
조건부
채택

토목

224 욱천복개2구간 ․ L=1,575m, B=24.2∼33.2
-

(294)
조건부
채택

토목

225 잠실주경기장 및 야구장 ․ 정밀안전진단
-

(346)
조건부
채택

건축

설계경제성
(VE)심사

24
면목3-5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L=24.2㎞
41,297
(1,583)

- 토목

25 중곡-1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L=18.3㎞
34,399 
(1,564)

- 토목

26 장위-4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L=4.9㎞
12,501
(1,474)

- 토목

31
공릉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544.7㎡

13,550
(419)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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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2021년 12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1.12.

건     축 
한옥 등 건축자산 세부가이드라인 수립용역 
등 8건

614 582

교 통

광진구 동일로 388~중랑구 면목천교간(동
부간선도로)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등 4건

159 159

도 로
구로역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0건

1,180 1,178

상 하 수 도 2022년 강관비파괴검사 용역 등 3건 111 111

소 방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등 2건

133 123

전 기 통 신
3호선 전선로 개량공사(압구정) 책임감리 
용역 등 3건

471 468

조 경 · 산 림
사방공사 완료지역('17년 준공) 사방시설 
점검용역 1건

23 23

지 하 철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등 
12건

13,296 13,001

기 타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보고용역 등 3건

624 614

 계 46건 16,611 16,259



- 62 -

국가기술자격 정보

< 2022년 126~12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4.~1.7. 1.29 3.17. 3.7.~3.11.
3.22.~3.25. 4.23.~5.3. 5.20.

3.21.~3.24. 4.16. 6.3. 6.14.~6.17. 7.23.~8.2. 8.19.
6.8.~6.13. 7.2. 8.19. 8.23.~8.26. 9.24.~10.5. 10.21.

< 2022년 제71~72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2.8.~2.11. 2.26. 3.23. 4.5.~4.8. 5.7.~5.20. 6.3.
6.17.

5.23.~5.26. 6.19. 6.29. 7.12.~7.15. 8.14.~8.31. 9.8.
9.16.

< 2022년 제1~2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4.~1.27. 3.5. 3.23. 4.4.~4.7. 5.7.~5.20. 6.3.
6.17.

3.28.~3.31. 4.24. 5.18. 6.20.~6.23. 7.24.~8.5. 8.19.
9.2.

< 2022년 제1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28. 3.2.~
3.13. 3.23. 4.5.~4.8. 5.7.~5.20. 6.3.

6.17.

< 2022년 제1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1.4.~1.7. 1.23.~1.29. 2.9. 2.15.~2.18. 3.20.
~4.6.

4.1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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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택소노미(Green Taxsonomy)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sonomy)의 합성어로, 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
이다. 즉,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 산업 분류체계로,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 기회를 잡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해당 산업 입장에서는 이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이 기준에 포함되는 
산업은 활성화될 수 있어 환경단체는 그린 택소노미 
확대를 반대하는 등 포함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12월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
하게 처리할 계획을 세웠고, 자금과 부지가 마련
됐다면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다만,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발전소는 킬로와트시당 탄소 배출량이 
270g 미만, 화석연료발전소 교체, 2030년까지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 획득 시 친환경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천연가스 발전에는 메탄(메테인) 
유출, 원자력발전에는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있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있다. 

 한편,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
하고 있으며, 한국의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에는 원자력발전이 제외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