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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럼
. 불안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건축기술
문 수 영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표하면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 건축 및 건설연맹(GlobalABC)의
‘2020년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건물 에너지 소비는 정체됐음에도 2019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9.95GtCO₂까지 증가했다”라며 “건물을 운용하는 데서 배출되는 양(약 28%)과 건설
부문에서 배출하는 양(10%)을 합하면 38%에 이른다”라고 밝혔다1). 이는 전 세계가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탄소를 절감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그림 1] 건설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최근에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건축물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지관리 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사용했지만,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철거 단계까지
모든 부문에 대해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재에너지가 낮은 장점을
갖는 생태건축이 Net Zero Carbon 시대에 부합하는 건축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1) 한겨레신문 「미래&과학」“건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전체의 38%차지, 사상최고”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74603.html#csidx80fcaa34a8203dcb2964a7a1281b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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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건축의 의미와 목적
생태건축이란 기존 건축이 지구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생산, 유지관리, 폐기되는 것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계와 관계성을 가지며, 전 과정(생애주기과정)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건강성을 제공하는 건축2)’을 말한다. 생태건축의 목적은 지구 환경부하 저감, 생태
환경 조성 및 건강·쾌적한 환경 조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구 환경부하 저감은 건축물의 생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순환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자연의 에너지·물질 순환체계에 부합하며 재생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이용, 실내환경 조성에 자연적, 계절적 기후 여건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구현한다. 생태환경 조성은 단순히 자연 여건을 활용하는 것을 벗어나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 순환 기능, 공기·기후 조절 기능, 유기물을 분해하는 등의 자정 기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쾌적한 환경 조성은 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된 배치,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그림 2] 생태건축의 목표

3. 생태건축의 시작은 자재부터
독일의 DGNB(독일 지속가능한 빌딩 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건축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Zero Energy House
수준의 건축물에서 50년간 절감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유사하다고 한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
낮은 과거와 달리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높아진 건축물에서는 내재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2)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정의와 건축적 목표의 구체화를 위한 연구, 1998,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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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그래서 내재에너지가 낮은 장점을 갖는 생태건축이 Net Zero 시대에 부합하는 건축대안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축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운영단계에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건축자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그리고
철거 단계까지 모든 부문에 대해 탄소절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태건축의 시작은 자재생산부터 시작
한다 할 수 있다.
생태건축 자재란 생태건축이 지향하는 지구 환경부하 저감, 자연 순환의 생태환경 조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태건축 자재를
‘환경파괴, 자원고갈의 우려 없이 자연으로 순환·복귀가 가능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쾌적한 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연순환·인체친화형 건축자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건축 자재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생산, 가공과 사용, 재활용 및 폐기까지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생애주기에서는 지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며, 생태계와 연계될 수 있는 자연순환과 쾌적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에 대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생태건축 자재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환경표지제도,
GR마크, 저탄소제품 등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 건축자재 유형별 성능 목표

4. 콘크리트에서 탄소줄이기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지향하는 생태건축의 경우에도 기초와
골조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구조 건축물을 지을 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크리트 재료인 시멘트는 제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CO2를 내뿜는 걸로 알려져 있다. 콘크리트 재료인 '포틀랜드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를
분쇄한 뒤 가열해 만든 암록색 덩어리인 '클링커'에 석고를 더해 분말로 만드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많은 CO2가 나온다5). 시멘트업계에서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탄소중립
3) KICT ZINE R&D Focus “탄소는 줄이고 건강은 좋아지는 생태건축”, 2021 Vol.2 KICT ZIN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KICT ZINE R&D Focus “생태건축 자재의 환경성 평가”, 2021 Vol.2 KICT ZIN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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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공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생태건축연구단에서 ‘에코시멘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대비하여
성능이 거의 같게 발현되면서 탄소배출량이 기존의 포틀랜드 시멘트 대비 에코시멘트가 90% 이상
절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에코시멘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철광산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보다 1ton당 1,130㎏ CO2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5. 내재탄소 감축을 위한 목재의 사용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편리함을 누리던 일상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당연히 사용하던 건축
재료를 과감하게 바꿔보는 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대안재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재이다.
목재는 그동안 건축에서 실내 마감재나 가구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자재로 구조재로의 사용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재이다. 그러나 기존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구조에 비하여 최대 98%까지 탄소를 절감6)
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목재 활용이 그저 인테리어용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목구조 건축의 경우 소규모주택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내의 목재 역시
수입목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하다 보니 아직 기술력이 초보적인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형
목조 생태건축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내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산목재를 기반으로 CLT 중목구조에 목섬유단열재 등 목구조를 건축물에 100% 국산목재를
적용한 친환경건축물이 리빙랩으로 건축되었다. 목재건축을 사용하더라도 국산목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
자재보다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해상운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수입보다 국산재가
약 12% 적게 배출되다 보니(1㎥ 당 약 72.3㎏ 감축)7), 향후 목재건축자재의 개발에도 국산목재를
기준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림 4] CLT 중목구조로 지어지는 리빙랩

5) 연합뉴스 “ '뜻밖의 CO2 유발원' 시멘트, 연간 22억t 배출하며 8% 차지”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7133600009
6) 국토교통부 R&D, 환경성적표지 기반 생태건축의 성능기준 및 모듈화·시공기술 개발 4차년도 성과보고서
7)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속보 제0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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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태건축자재로 지은 노원구 어울누리도서관
노원구에서 시도한 노원 어울누리도서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축물에 담긴 ‘내재탄소’
부터 줄이는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의 원터근린공원 내에 조성되는 숲속작은
도서관은 규모 133㎡ 이하의 지상 1층짜리 작은 건축물로 노원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리빙랩 조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MOU를 맺고 조성하기 시작한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은 국내 최초로 국산목재를
100% 사용하여 목섬유단열재(SIP, Structural Insulation Panel)를 활용한 공업화 생태건축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증하고, 앞서 설명한 에코시멘트를 적용한 최초의 현장이다.

[그림 5] 노원 어울누리 도서관 전경

[그림 6] 노원 어울누리 도서관 내부 모습

노원 어울누리도서관은 기존의 RC구조 건축물과 비교하여 내재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함으로써
탄소중립 건축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내환경 성능 개선을 통해 도서관 사용자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고, 실증에 투입하는 목재는 100% 국산목재 사용을 통해 수입대체효과와 탄소
발생 억제, 에코시멘트를 통해 탄소발생량 저감, 그리고 공업화 생태건축시스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한 사례이다. 2021년 12월 28일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성과 실내환경, 에너지사용 등의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 사용에 따른 탄소발생량은 산출할 수 없지만, 에코시멘트와 국산
목재 사용에 따라 기존의 동일한 규모의 포틀랜트 시멘트 사용 및 RC 구조 사용 대비 약 27톤 절감
효과(목재 약 2톤, 에코시멘트 약 25톤)를 얻을 수 있었다.
국산목재 100% 사용과 에코시멘트의 최초 적용뿐만 아니라 노원 어울누리도서관에는 일반 화학
단열재 대신 ‘목섬유단열재’를 사용하였고, 지붕에는 단열재가 구배를 형성하는 외단열 방수공법을 적용
하였다. 그 외에도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공기정화는 물론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벽면녹화시스템인
‘바이오월’을 설치하였다.
노원 어울누리도서관은 건설분야에서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재 생산단계에서
부터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향후 건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할 때에도
폐기물로 남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태건축 자재로 지어졌다. 노원의 현장경험을 바탕
으로 연구진들은 진주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인 ‘돌봄꽃집’을 ‘Net Zero Carbon Builidng’으로
구현하는 시범사업(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칼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생태건축연구단의 환경성적표지 기반 생태건축의 성능기준 및
모듈화·시공기술 개발(국토교통부 R&D)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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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
서울시,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이용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는 뉴욕 맨해튼

‘실내형 공개공간’ 지자체 최초 도입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 고층 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
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해 조성
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
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실내형 공개공간’ 도입 예시(IBM PLAZA, 미국 뉴욕)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 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

또한,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

되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해서 최소 폭과 높이 규정을 설정했다.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소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50㎡ 이상)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① 최소폭 : 6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중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500㎡ 이상)

밝혔다.

① 최소폭 : 9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서울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
(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면적, 높이, 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대규모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 1000㎡ 이상)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

① 최소폭 : 12m 이상
②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 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
건축법�
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에서 공개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않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

계획이다.

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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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있다. 작년 9월엔 멸종위기 2급 ‘삵’이 서식하는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는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은 도심 내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하천 습지로 많은 생물종이 관찰되고 있다. 야생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조류로는 멸종위기종인 새호리기, 큰기러기, 서울시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박새, 물총새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등이 발견됐다. 맹꽁이(멸종위기종)와 참개구리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02)2133-7101〕

등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서울시는 ‘암사생태공원’이 ‘암사동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 자연 생태적

서울시, 자연생태계 보고 ‘암사동 생태·

가치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관보전지역’ 두 배로 늘어난다

축적해온 생태계 모니터링, 생물종 변화 데이터

천연기념물 새매와 황조롱이, 서울시 보호종 제비
등 수백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두 배 이상으로 넓어진다.

등을 바탕으로 생태계 보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계교란종 등을 관리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생태계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48〕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암사생태
공원’ 인근을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2002.12.)한데 이어, ‘암사생태공원’도 완충구역
으로 지정(2021.12.30. 고시)했다고 밝혔다. 암사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불편
해결 램프 신설…동북권 교통망 개선

생태공원은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주변 자연
생태 공간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봉지하차도 개통으로 인한 동부간선
도로 진·출입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개선

이로써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인

대책을 마련한다.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상계교

기존 지정 지역(126,844㎡)에 완충구역인 암사

전방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진출하는 램프를

생태공원(143,435㎡)까지 더해져 총 270,279㎡로

신설하고, 현재 진입만 가능한 녹천교∼월계1교

확대됐다.

사이 시설은 진·출입 모두 가능하게 개선한다.

확대 지정된 ‘암사생태공원’은 서울시가 지난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동북부 지역의

2008년 한강변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갈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말 3차로의 도봉

물억새 군락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 생태공간

지하차도를 개통했지만, 당시 4개소였던 진출로를

으로 복원하는 한편, 생물의 서식공간을 확충해

2곳으로 줄이면서 도봉·노원구로 이동하는 지역

만든 대규모 생태공원이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생동감 있게 느낄

이에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상계교

수 있도록 생태탐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방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진출하는 램프를
신설해 상계교 진출로 정체를 해소한다.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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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공공이 사업을

또, 현재 진입만 가능한 녹천교∼월계1교 사이를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있다.

진·출입 모두 가능하도록 개선해 교통량을 분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는

시킨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2∼3개 필지 단위로 진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이다.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정비

문화고교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 ▲소규모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개발

등 상계교 문화고교 교차로까지(방학로) 교통정체

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노후한 연립주택 등

구간의 신호체계도 개선한다. 방학로, 상계교 진출로의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다.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가이드’는 서울시 25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02)2133-8082〕

자치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되며, 서울시

서울시,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시민 눈높이 가이드 발간

전자책 홈페이지 eBook(ebook.seoul.go.kr)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02)2133-8237〕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인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는 재개발·재건축을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전담

비롯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직·인력확충…올해 노후시설개선에

등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종류와
방법, 혜택부터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

4,914억 원 투자

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1월 27일부터 시행
되는 �
중대재해처벌법�
과 관련해 �
중대산업재해·

지역 여건에 따라 알맞은 사업방식에 대해 지역

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
을 수립, 지하철 중대재해

규모, 사업시행주체, 사업 진행을 위한 요건 및

제로(zero)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과정, 용적률 체계 등 각 사업별 추진에 필요한

밝혔다.

필수 정보를 담아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가능한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지하철 현장

재개발사업, ▲주변 여건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작업 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

30년 이상 된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에서 진행하는

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재건축사업 ▲역세권이나 오래된 저층주거지에서

점검·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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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 요소 발견 시

올해는 총 4,914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 인프라로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말까지 약 6개월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간 총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

완료됐다.

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전기(전력설비·전차선 등), 선로(노후 레일·분기기 등),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으로, 노후화로 종종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발생했던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7,300부)을

공사가 수립한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

제작해 올 1월 초 배포하고, 현업관리자 대상

전략�
은 3대 분야 ①위험요소(사각)해소 ②안전

안전교육(주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시민들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E/S 이용 안내 같은

공을 들였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지하철 안전 이용 방법 홍보를 확대한다. 서울시

신설한 전담 조직(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현재 7호선

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신속·정확

반포역에 설치된 ‘지하철 안전체험 홍보관’의 온라인화도

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 8월에는 CEO를

추진한다. 소방서·경찰 합동 재난대응훈련과 시민이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예방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보다 폭 넓은 시각을 반영해서 중대재해 대응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종합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컨설팅 연구용역�
도 이달 중 시작한다. 각종 법률에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따른 적용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분석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 시 자주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02)6311-9519〕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질식사고 예방), 고소공사장 점검(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승강장 안전문·승강기 점검)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처분…처리절차 대폭 손질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전동차·시설물 안전관리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

상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2월부터는 노사합동
으로 현장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 이행실태를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하게 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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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확인이 용이한 사안의 처분은 평균 6개월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들 간의 이견 등으로

이에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

판결(1심) 이후 처분함으로써 처분 요청일로부터

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약 20개월 이상 소요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설현장

타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사고들도 세분화됨에 따라 조사경험과 법률지식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여, 처분의 전문성과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함으로써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하게 된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25〕

서울시는 중대재해 혐의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
으로부터 처분요청이 있을시,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전담반
(TF)을 구성·운영한다. 현재는 사실조사 과정 등

서울시, 터널 화재 시 연기차단 설비
250m 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처분이 지연되어왔으나
전담반(TF)8)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지금보다

서울시 내 총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

재해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낼

대책�을 발표했다. 터널은 사고 발생 시 자칫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정전 같은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하 ‘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함으로서 행정처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요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처분심의

관리하는 총 37개 터널은 �홍지문터널 등

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의

1,000m 이상 터널(2등급) 8개 �북악터널 등

11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신속처분 전담반(TF)

500m 이상∼1,000m 미만 터널(3등급) 5개 �

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자하문·동망봉터널 등 500m 미만 터널(4등급)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24개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설비’를

서울시는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

소규모 터널(12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시는

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2018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500m 이상∼

판단하여,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산법

1,000m 미만의 중규모 터널에 제연설비를 적극적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행 건산법 시행령 제 86조에

으로 설치해온 데 이어, 기준을 더 강화해 250m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이상∼500m 미만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한다.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정전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정전이 발생

8) 전담반(TF) : 법률·건축·토목·회계 등 4명
처분심의회의 : 건설·변호사 등 11인 내외로 구성

했을 경우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 11 -

발생하는 일을 막는다는 목표다. 올해 1,000m

설비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도로터널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도 추진한다.

터널에 점차 확대해나간다.

둘째, 터널은 폐쇄적인 공간 특성에 따라 정전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으로 순간적인 암전상황이 발생하면 다중추돌에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을 올해 구룡

의한 교통마비,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하고, 차량이 많이 집중

터널 정전상황에도 전력중단이 없도록 변압기,

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을 적용해

수배전반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들을 이원화한다.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올해 홍지문터널, 구룡터널에 시범 설치하고,

서울시 �터널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총 10개로 확대한다.

소규모 터널 제연설비 설치 확대 ②전력중단 없는

셋째, 인공지능(AI) 기반 3Mix(레이더+영상+음향)

이원화시스템 구축 ③레이더 기반 3Mix 사고감지

사고감지 신기술 도입을 확대한다. 전파로 정밀

신기술 도입 ④터널 방재등급 상향기준 적용이다.

추적한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

첫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의 가장 큰

이상의 충격음(음향), CCTV(영상)를 조합, 인공

원인이 되는 연기 확산을 초기에 차단해주는 ‘제연

지능이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이다.

(보조)설비’를 서울시 내 250m 이상∼500m 미만

서울시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남산1호 터널에

12개 터널에도 설치해 서울시 내 총 25개 터널

3Mix 사고감지 신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에

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터널 내 CCTV로만 사고를 확인했던 것보다 판단의

‘제연(보조)설비’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피난 경로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 연기로부터

정확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피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소화 활동을 유리하게

서울시는 작년에 홍지문·정릉터널에 확대한 데

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다. 연기를 외부로 배출

이어, 올해는 위례·위례중앙·구룡터널 3개소에

하는 ‘제연팬’,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하는 시민들의

구축하고,

대피시간과 시야를 확보해주는 ‘에어커튼’ 등이

1,000m 이상 대규모 터널 전체 8개소에 확대

있다. 유독가스 등 연기에 의한 질식은 화재발생

적용할 예정이다.

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제연시설 설치·관리는 중요하다.

2023년엔

2개소에

추가

설치해

넷째, 자동차가 많이 집중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터널은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의 기준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5개의 3등급 터널을

1,000m 이상 터널엔 제연시설을 의무로 설치하게

2등급으로, 400m 이상 5개의 4등급 터널을 3등급

돼 있다.

으로 상향 적용한다.9)

제연(보조)설비 중 하나인 ‘에어커튼’을 소규모
터널인 동망봉 터널(종로구∼성북구 총연장 482m)에
시범 설치하고, 이후 효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터널 특성에 적합한 제연(보조)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02)2133-1677〕
9) 3등급 터널 → 2등급 터널로 기준 상향 : 제연시설,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도로전광판(VMS), 진입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6종의
설비를 설치한다.
4등급 터널 → 3등급 터널로 기준 상향 : 비상경보와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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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
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 면적은 40,300㎡로, 당초
(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
나는 것이다.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보완·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공정률 52%)이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
서울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
하고, 광장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10)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10) 전체 면적 : 기존 18,840㎡ → 40,300㎡로 확대
녹지 면적 : 기존 2,830㎡ → 9,367㎡로 확대
광장 폭 : 기존 35m → 6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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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한다. 특히, 도심·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수준11)의 회의장·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이 들어선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2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2〕

‘서울역 북부역세권’ 13년 만에 사업 본궤도…
연면적 35만㎡ 최고 38층 고밀복합개발
13년여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9,000㎡에 이르는 철도 유휴
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고밀복합개발이 본격화
된다. 향후 장기적으로 이뤄질 서울역 전체 공간
재편이 첫발을 떼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서울역 일대 인프라로는 서울역 동-서
지역과 주변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간 단절을 개선한다. 1·4호선, 공항
철도 등 다수의 노선이 지나는 서울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도 확보하게 된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작구 남태령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등에 투자한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공원녹지와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2)
으로 지정된 ‘서울역 북부역세권’ 세부개발계획
(안)을 이와 같이 수립하고, 1월26일(수)∼2월9일
(수) 2주간 열람공고를 시행해 주민의견을 수렴
1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
소회의실이 10실 이상 �2천㎡ 이상의
옥내 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
12)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사실상 공터로 방치됐던 대규모 철도부지는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의 전시·호텔·판매·업무 복합단지로 변모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해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
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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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혔다.
시가 작년 4월 코레일(토지소유자), 한화컨소시엄
(사업자)과 사전협상을 통해 큰 틀의 개발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열람공고 이후 �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것
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국제적 MICE 시설을 포함한 이번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노후한 도심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국가중앙역이라는 상징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는 역사·관광자원이 풍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기존 1·4호선과 공항철도에 더해 GTX 등 다수
노선이 추가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29〕

서울시, 한강 위를 걷는다…선유도와 연결
되는 192m 복층 데크 ‘수변 랜드마크’
오는 2023년 선유도에 한강 위를 직접 걸으며
한강의 아름다운 정취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수변 랜드마크가 탄생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선유도와 한강을 연결
하는 ㄷ자 형태의 순환형 보행데크를 강물 위에

띄운다. 총 192m 길이의 복층 데크로, 1층 부상형
보행로에선 한강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다. 약 15m 높이의 2층 전망대에선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복층 보행데크의 또 다른 즐길 거리는 대형 워터
스크린이다. 가로 약 80m, 높이 약 15m에 이르는
낙하 분수를 설치해 시원한 물줄기와 물결이 일렁
이는 한강의 경관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다.
1층 보행로 한가운데엔 2015년 이후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재활용해 만든 돔형
수상 갤러리(직경 21m, 높이 10m)가 들어선다.
구조물 내부에 360° 초대형 LED를 설치해 한강
위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다.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2023년
말 공사를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는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이나 양화한강공원에서 선유교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섬이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
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한 선유도를 활용해 시민
들이 수변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복층 보행데크는 선유도와 연결되도록 ㄷ자 구조의
순환형으로 설계해 시민들이 선유도공원과 한강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보행데크를
따라 걸으면 상·하류로 곧게 뻗은 한강의 시원한
물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북쪽으로는 높이
솟은 북한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1층 하부교는 강물 위에 뜨는 부상형 보행데크로
만들어 한강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2층 상부교는 약 15m 높이의 고정식
데크로 만들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층 보행데크는 양화한강
공원에서 선유교를 따라 건넜을 때 만나는 선유도
전망대와 바로 연결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층 보행로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수상 갤러리는
기존 월드컵분수 바닥에 설치돼 있던 설비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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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쏘는 분사노즐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월드컵
분수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갤러리 바닥은 강화유리로 만들어 발아래로 분수
장비를 관람할 수도 있다. 중심에 위치한 분사노즐은
원형 유리체인 플랙스글라스를 씌워 햇빛의 스펙
트럼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빛의
기둥분수’로 재탄생된다. 플랙스글라스 벽면엔
잔잔하게 흐르는 분수를 만들어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02)3780-06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대상이 헌법
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개정13)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계획수립의 절차의 대상에 추가된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포함(안 제29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제4항)
3)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
단체·민간업체를 추가(안 제29조의3 제6항, 제7항)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044)205-4124〕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
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
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
제3항제6호 신설)

1)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 등을 위한 국가 사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이외에도 지도업무의 계획
수립·운영 및 지도원 교육·훈련 등 산림경영 지도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13) 법률 제18684호, 2022.1.4. 일부개정, 2022.4.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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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
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창고시설에 대한
보완조치(안 제14조제6항 신설)
1)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1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1)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
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하도록 함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03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1.6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이 개정14)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
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
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피난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보완
(안 제4조의5제5항제3호)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함
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기준 등 보완(안 제9조의3)
1)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숲속의
집 건축물 총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
2) 체험·교육 시설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 신설
다. 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기준 일부 추가
(안 제9조의7제2항)

가. 하향식 피난구에 승강식피난기 추가
(안 제14조제4항)

1) 아파트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범위에 승강식피난기를 추가

14)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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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대상자’
기준을 추가
2)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분야에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군 귀환포로’ 기준을 추가

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안 제9조의8)
1) 자연휴양림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금지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명확화(안 제16조 관련 별표 4)
1) 가중처분의 적용 기준에‘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1〕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준 소관부서에 의한 관련
단체 지정 요청 및 기관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함은 물론, 출연금계정 변경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을
반영하고자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한국교량및

입법예고

구조공학회) 및 기타 변경된 기관명 반영,
건설기준 분류 방식 통일(대분류 코드) 등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기준별 소관부서 현행화 등(터널·하천 건설
기준 등)
나.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1)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운영경비로 이동,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가. 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의 40% 초과 계상

1)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
로 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2)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
매설물 위치 표지 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
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
(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가능 반영 등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044)201-3917〕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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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곤충학전공,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웰빙귀농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조경학과, 응용생명화학전공, 정원문화산업
학과, 조경·생태복원전공, 허브조경과, 환경

2)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디자인원예학과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3)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국토교통부는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사항 반영 등

적용 등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1)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사항을 보완하고자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 구체화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안 제3조)

1)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1) 지하도로 또는 고가도로가 250m 이상인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경우에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대상으로 함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2)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도로구간 설정을

기준 개정

방지하기 위한 예외 단서 마련

2)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나.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대상 명확화(안 제4조)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
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1)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설정 대상 건물등 또는 구조물의 범위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명확화

1)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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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044)204-8962〕

2022년 1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평가지침, 감점기준 작성 등은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참고하여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작성토록 할 것
○ 공정설계 과업내용에 분뇨슬러지, 탈수슬러지,

○ 접속방법

협잡물 처리계획과 생물학적 질소제거 처리설비
검토를 추가할 것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현장 조사 시 발주기관이 시설의 안내 및 안전
관리 준수사항을 사전에 책임기술자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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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 심의제도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 제237차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심의

종류
-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 전 과업방향·내용의 적정성 심의

○ 수위제어를 위한 영구배수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 설계심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적정성,

이를 적용할 경우 부력안전성 계산을 검토할 것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환경성 심의

○ 공사 부지 주변으로 노후 건물이 다수 존재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하는바, 기존건물 안전점검 및 공사 중 계측

적정 여부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관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

(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지상1층 문서고, 재활용보관실에 대한 환기

- 입찰방법심의: 사업 발주방식 결정 이전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정 발주방법 선정

설비 설치 검토 필요

- 입찰안내서심의: 입찰방법심의 후 작성된 입찰안내서에

○ 바닥부재 및 기초에 대한 설계강도를 재검토

대한 설계·시공기준 등의 적정 여부 심의

할 것

- 설계적격심의: 설계(입찰)도서 작성기간 이후 기본설계
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BW1A 전단보강근 간격은 주철근 간격을 고려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하여 시공성을 확보할 것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 제233차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지하

■ 제238차 서측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화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수행 기간은 공사비 대비 적정 설계기간

○ 배출수 및 슬러지 발생에 대한 검토 및 처리

및 설계VE,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방안을 추가할 것

등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각종 심의 일정을

-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배출수 및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슬러지의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

계획할 것

방안을 제시할 것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기준,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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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수 및 슬러지 처리 방식을 검토한 후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관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

○ 감시제어시스템은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

○ 기존 송수펌프의 유량과 양정을 고려한 재사용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가능 여부 및 송수터널별 관로 수충격 발생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것

적용성이 있도록 할 것
■ 제241차 기반시설 및 수운영 관리계획 수립
■ 제239차 강북정수장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심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기준 마련】

○ 배출수 및 슬러지 발생에 대한 검토 및 처리

○ 상수도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기준 마련을 위해

방안을 추가할 것

서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므로

-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배출수 및

간접적인 평가보다는 데이터 취득과 분석을

슬러지의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

통한 직접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

계획을 수립할 것

- 배출수 및 슬러지 처리 방식을 검토한 후

○ 정기적인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수립할 것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

- 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송·배수관로의 정기

○ 전력공급계통은 기존 수전설비와의 연계안과

적인 세척이 가능하도록 제수밸브 및 퇴수

별도수전안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밸브를 추가 설치할 것

최적의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할 것

- 관망해석을 통해 저유속 구간의 유속향상

○ 감시제어시스템은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 저지대의 퇴적물 제거를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도록 할 것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수(水)운영 개선방안 마련】
○ 배수지 수위, 유량조정 등 실제 수운영을 원격
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앙제어실에 대한 수운영

■ 제240차 주요 간선 송수관로 안정화(대심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사례와 사고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밸브실 안전사고 예방대책(침수 및 배수, 안전

○ 대심도 송수터널은 단일관으로 설치할 경우

사다리, 출입자 질식 예방 설비 등)을 수립할 것

유지관리를 위한 단수 발생에 대비하여 기존
송수관로 연계이용 등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제242차 2호선 ATO 단일 신호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실시간 수질·수량·수압 측정, 터널관로사고 사전
감시, 수질 이상 시 경보 발령 등 스마트 관망

○ 신호시스템 절체 및 철거 작업계획서 작성 시

- 21 -

열차운행의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종료 후 열차를 투입하여 충분한 운행시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할 것

등)을 제시할 것
○ 최종 부산물의 수요처 확정에 앞서 수요처에

○ 전기기술지원시스템이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조사·검토할 것

있으며 지하철도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전원장치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에도
활용하여 사전 장애 예방 및 장애 조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ATS 열차 병행 운행으로 인하여 80㎞/h로
제한시켰던 2호선 열차의 최고속도를 표정
속도 상향을 통한 열차 운행의 효율성 향상을

■ 제244차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소각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처리시스템 구성에 악취관리계획 및 주요 설비에
대한 성능보증 검토 계획을 추가할 것
○ 자원화시설동 등 구조물에 대한 시설 정밀안전
진단 조사는 전문안전진단업체에 별도 발주

위해 서울교통공사 규정에 기술된 90㎞/h로

하여 정확한 안전진단이 되도록 계획할 것

업그레이드하는 설계 반영 검토
○ 정거장에 설치하는 접지계통의 전반적인 여건을

○ 비구조체 또한 탈락 및 낙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안

검토하여 적용토록 하고, 접지사고에 대비하여

전성 검토 내용을 추가할 것

신호기계실에는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할 것
○ 전기실과 신호기계실 간의 전원공급은 계통을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일 경우 내용을

달리하는 2중계 전원을 공급받으며, 신호시스템

추가할 것

에서 자동절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제243차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기본

■ 제245차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수행 기간은 공사비 대비 적정 설계기간

○ 과업수행 기간은 공사비 대비 적정 설계기간
및 설계VE,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및 설계VE,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각종 심의 일정을

등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각종 심의 일정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계획할 것
○ 건조과정에서 발생 되는 응축수 발생량과 건조

○ 잔재물의 성상(가연성, 불연성)을 예측하고
성상별 분리 여부, 성상별 처리계획, 처리방안

응축수 오염부하량을 검토하여 사업부지 내

장단점 검토 등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계획할 것

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 연계 부하와 수처리

○ 지반조사 수량이 불분명하므로 조사 수량에

영향을 검토할 것

대하여 명확히 제시할 것

○ 건조시설의 최종 배출수 계획(배출구 수량,
높이, 토출구경, 토출속도, 배출농도, 외관계획

○ 설계도서 작성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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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기존 교량의 내구성, 안전성 등 시설성능을

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출토록 내용을 추가할 것

평가하고 신·구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수립

■ 제246차 영동·신이촌나들목 신설 기본 및 실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2017.6.)」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

설계 용역발주심의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

○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의 동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는

○ 대규모 개발 및 교통계획을 반영한 교통수요
예측 수행과 관련하여 중·장기 교통계획에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동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우선협상대상자

○ 현재의 교통(보행) 현황분석과 장래여건 전망을

지정)’ 추가

분석하여 나들목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 본 과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서

주변 접근 동선과의 조화를 검토할 것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확인 등 용지조사

○ 일반 보행자 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서류 작성 불필요

위한 접근성, 안전성 향상방안을 검토할 것

(실시설계 과업 해당)

■ 제248차 서울시 상수도관 비방식관로 실태조사

○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시 재무성 분석 불필요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서의 오탈자 수정 및 문구 보완수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업내용서의 ‘11.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에
관련내용을 반영할 것

■ 제3차 양재IC주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도로개선방안으로 터널, 교량 설치를 계획 중
이므로 기존 구조물 간섭 및 주변 도시관리

○ ‘3. 표준 및 참고규격’의 내용 현행화

계획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 민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에는 기존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대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

원 등을 고려한 대안 마련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2017.6.)」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

- 서울시 토목공사전문시방서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SMCS)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
○ 본 과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으로서
편입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확인 등 용지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서류 작성 불필요

■ 제1차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실시설계 과업 해당)

연결램프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심의

○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타당성조사

○ 탄천2고가교를 1∼2차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 23 -

시 재무성 분석 불필요

■ 제4차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설계심의

추가령 전단대의 동두천 단층과 교차가 예상

○ 총연장 약 4㎞ 구간에 지반조사 2공을 수행

되며, 일부 시추 코어에서 단층이 확인되므로

하여 설계되었는바, 시공 시에 확인조사 및

단층대 통과구간을 명시하고 지질 불량구간에

지층확인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대한 보강방안을 마련할 것

○ 관로구간 및 구조물 가시설 근입장 검토 시

○ U-type 구간 노출면 침투수 방지계획으로

허용기준 안전율을 초과하는 구간은 재검토

추가 성토를 통한 방지 공법을 적용하였으나,

하여 경제성, 시공성을 제고할 것(단, 안전성이

하천구간 제외지에 성토 시 하천 단면 축소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

우려되는바, 방수층 보호 공법 혼용방안을 검토할 것

○ 신기술·특허 적용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 U-type 구간 등 성토 후 가시설 시공구간은
홍수위 + 1m에 대한 법면보호를 위하여 세굴

이행할 것

방지 시설 설치 필요
■ 제7차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방안

○ 한국전기설비기준(KEC)에 따라 전선 식별법,
배선, 과전류보호장치 선정 방식 등을 설계에

및 재구조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반영할 것

○ 과업 기간 대비 조사 기간이 짧으므로 발주
기관에서 TOPIS(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서
■ 제9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2공구)

등재되어있는 이력 데이터를 제공할 것

설계심의

○ 사업대상구간에 대한 한강관련 상위계획 및
자전거 관련 상위계획(2021∼2025 자전거

○ 동부간선 지하화 1, 3공구 기본설계에 대한

도로망 구축계획 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중 2공구에

설계 과업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설계 시 경관 훼손, 토양 및 수질오염, 비산

○ 연결로 구간 노즈부간 거리 확대, 시설물 설치

먼지 등의 최소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공법 및

공간 등 설계 시 민자도로와의 세부 협의를

기준을 적용할 것

거쳐 설계에 반영할 것
○ 가시설 계획 시 지표 노출형 가시설의 경우
우기 이외의 기간에는 압력의 불균형이 예상

■ 제8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1공구)

되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설계심의
○ 주요 IC와 신호교차로가 인접해 있거나 신호
교차로와 맞닿아 있는 진출입 램프에 대하여

■ 제10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3공구)
설계심의

대기행렬 길이 및 본선 스필백 발생 여부를
검토할 것

○ 동부간선 지하화 1, 2공구 기본설계에 대한

○ 상세 지질도에 의하면 동부간선 지하터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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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결사항 중 2공구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제13차 강북정수센터 수전전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3공구 종점인 성수JC 접속부(수서방면)의 경우
상습 정체구간으로 대기행렬이 군자교까지 길게

○ 변압기 적정 용량 산정을 위해 강북정수장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검토할 것

5년간 부하율 및 유사 시설의 수전 용량을
검토할 것

○ 중랑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기설 제방고와
기 수립 홍수량 적용 빈도별 홍수위 비교 검토표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및 한국전기

작성 시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전·후로 비교

설비규정(KEC) 제정에 따른 기존 저압측 전기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

설비와의 연계성, 호환성 및 상호 전기적 안전성을
검토 보고할 것

■ 제11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4공구)

○ SF6 gas는 온실가스 중 1개로 지목되어 관리
되는 가스이므로 기존 전기설비 철거방안과

설계심의

함께 SF6 gas 처리방안을 수립할 것

○ 보도와 연계된 녹지대 설계성과에 대해 명확
하게 제시하고 버스노선 운행과 횡단보도 인근

○ 수전설비 유지관리 지침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작성할 것

시선유도봉의 간섭여부를 확인할 것
○ 가시설 구조검토 시 단계별 굴착 및 시공성을
고려한 지보재 설치과정을 재검토하고 터널

■ 제17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감독권한

확폭부, 분기부 등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대행 등 (사업주기술지원 포함) 건설사업관리

검토할 것

계획심의

○ 토사층 지반강도정수 산정 시 점착력 적용값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

등을 재검토할 것

인원내역 중 공통업무 기본업무항목, 시공단계,
기본업무 항목을 적용한 투입인원수 재산정

○ 풍도슬래브 시공 및 유지관리 시 보수, 보강

결과 적정

및 교체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시
사토처리계획에 대해 실질적 처리방안을 수립

○ 공사난이도 산정 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할 것

0.0259로 수정 필요

○ 집수정 배수펌프 용ㅇ량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등 배치인력은 실제

제시하고 전기분야는 설계기준 변경사항 등을

참여 기술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고려하고 전기실 침수방지대책을 검토할 것

경험이 많은 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고려 필요

○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해 상세 예정공정표

○ 과업내용서(2페이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사착공 (’22.1.) ⇒ (’23.1.)로 오타 수정
○ 용어변경: 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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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2단계) 설치

2022년 1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설계경제성 검토(VE) ≫

○ 물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나타내는 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고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수역의 중요 수질관리 지표로 TOC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BOD와 더불어 TOC 검토 필요

■ 제32차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 ‘①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신기술, 신공법 조
사 및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국내 적용성을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검토하여야 한다.’에서 조사내용을 구체적으

- 아이디어 58건을 제안하여 48건 채택

로 제시 필요

(채택률 82.8%)

- 신기술, 신공법의 핵심기술 개요, 기술의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2,908백만 원에서 670백만 원

장단점, 특허 및 신기술 인증 현황 등

절감 (절감률 5.2%)

- 운영실적 등 운영사례 소개, 운영 시 수질

비용(C)
(조정률)
5.2%

처리효율 등 제시
○ 3. 기본계획 수립 3.2 기본사항에 아래 내용
추가 바람

성능(P)
(개선율)
26.3%

가치(V=P/C)
(향상률)
26.5%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5) 해당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 교각 기둥단면 축소(D2,000→D1,600)로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시공성 및 경관성 향상 (감액 14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교각에 중성화 방지 도장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교각 내수성 및 내후성 향상으로 구조물
내구연한 증가 (증액 75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교대(A1) 기초형식 변경(말뚝기초→직접기초)
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감액
18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보도부 포장을 데크로 변경하여 우천 시
보행자 통행 편의 및 미관 향상 (증액
667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공사기간이 긴 성동교 확장공사 우선 시행
으로 시공성 향상 및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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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소개
1.5m 이상 기초(Mat)의 상부철근을 지지하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철근
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 공법 (제921호)
(보호기간 : 2021.10.29. ～ 2029.10.28.)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1.5m 이상 기초(Mat)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서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가 설치되어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너트 위의 받침부에는 ‘ㄱ’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너트
위에서 수평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상부철근 받침용 'ㄷ'형강 또는 H형강을 고정하며, 수평하중에
저항하도록 수평연결재와 가새를 바체어에 전용클립으로 고정한 철근 받침구조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초의 상부철근받침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에 있어 버림콘크리트의 요철에도 높이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상부 철근의 하중을 균등히 바체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바체어 설치 시
용접작업을 생략할 수 있도록 결합장치를 갖춘 철근받침구조 공법(높이조절 바체어)이다. 첫째 사각
기둥 형상의 코너에 수직 앵글을 배치하고 이를 수평재와 사재로 서로 연결하여 작은 부재의 조합
으로 입체트러스를 구성하며, 둘째 바체어 상부에 볼트와 너트를 배치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하며,
셋째 너트 위에 받침부를 두고 받침부에 ‘ㄱ’ 형강을 마주 보게 용접하고 수평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받침용 'ㄷ'형강을 용접 없이 ‘ㄱ’형강에 고정할 수 있고, 바체어와 바체어를 서로 연결하는
수평연결재와 바체어의 수평하중 저항을 위해 경사로 거치하는 가새는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용접
없이 고정 및 거치할 수 있는 철근 받침구조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순서

사진

1.

순서

사진

2.
기초 하부철근 배근 전, 도면에 의거 바체어
설치 위치를 스프레이 등으로 표기한다.
하부철근을 배근한 후, 바체어를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한다.

바체어를 세우고, 기초 하부철근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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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진

순서

3.

사진

4.
도면에 의거 가새를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지면과 각도 : 45 ~ 65ﾟ이내
- 수평하중 및 변위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1개소
당 2개를 엇갈리게 설치

바체어 설치 시 도면에 의거 간격을 유지하며
바체어를 설치한다.
단, 버림콘크리트의 레벨차이가 있거나 동절기
버림콘크리트 양생이 덜되었을 경우, 전용 슈를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맞춘다.

5.

6.
레벨기 등 측정기를 이용하여 바체어 상부
높이조절 너트를 수정하여 바체어 높이를
맞춘다.

바체어 상부 ‘ㄷ’형강과 직각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전용클립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수평연결재를 바체어 사이에서 이음할 때에는
1m이상 겹침길이로 이음하고 철선으로 3군데
이상 결속한다.

7.

8.

바체어 설치 완료 후, ㄷ형강 상부에 기초 상부
철근을 배근한다.

수평연결재와 직각방향으로 ‘ㄷ’형강을 설치하되,
받침부 평철의 ‘L’앵글에 꼭 끼워서 고정한다.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No

현장명

1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현대엔지니어링

2

청량리 4 구역

롯데건설

3

전주 에코 포레나

한화건설

MAT2000,2500

8

두산건설

MAT2500

9

4
5

부산 하버시티
위브제니스
현대건설 미사
클러스터

시공사

현대건설

적용기초
MAT2600

No

현장명

시공사

적용기초

6

울산 우정동 유보라
펠라티움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삼성반도체 평택 P3
복합동

반도건설

MAT2500

대우건설

MAT2100~2400

MAT3000~35000 7

MAT2000,2150 10

삼성물산,
MAT2400,2700
삼성엔지니어링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쌍용건설

MAT2000,2100

송도 바이오로직스

삼성엔지니어링

MAT2500

외 96개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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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활용전망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기초의 두께가 커지고 철근 배근량이 많아지고 있어 기초를 지지하는 받침
구조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높이조절 바체어는 시공성과 경제성 및 작업자의 안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철근받침 구조체로 개발되어 수급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국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자형 바체어(우마철근)는 철근배근이 복잡하며, H형강 바체어는
시공성과 경제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높이조절 바체어는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한 배치간격으로
설계하고 무용접 설치로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신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높이조절 바체어는 바체어 상단이 상하&좌우 조절이 가능하여 시공상의 오차를 수정할 수 있고,
용접이 아닌 전용클립을 통한 간단한 조립으로 시공하므로 시공 시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작업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기초 두께별로 표준화 설계 및 공장 생산이 가능하여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며 차후 활용성이 넓혀질 것으로 예측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높이조절 바체어는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하여 내력을 검증하고 구조검토를 통한 설치 간격 산정
으로 안전성을 갖추었고, 시공(조립)을 무용접으로 할 수 있어 공사기간 감소 및 시공성을 갖추었다.
또한 기존기술과 공사비를 비교하였을 때, 우마철근 대비 약 30% 전후, 철골 바체어 대비 40%
이상 원가절감이 가능하므로 경제성도 갖추었다. 구조안전성과 시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높이
조절 바체어는 기존기술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및 공사비
우마철근 대비 30% 전후, 철골 바체어 대비 40% 이상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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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마철근

기초두께

공사비 (원)-A

1.5m

철골 바체어
비율

높이조절 바체어

공사비 (원)-B

비율 (B/A)

공사비 (원)-C

비율 (C/A)

10,669

27,789

260%

9,754

91%

2.0m

16,308

29,044

178%

10,755

66%

2.5m

20,490

30,318

148%

13,023

64%

3.0m

26,985

37,123

138%

17,423

65%

3.5m

34,189

38,733

113%

19,012

56%

100%

※ 기준 : 기초면적 30mX30m, 원가계산서(조사기관 : 사단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소)의 모듈 시공비를 단위면적(㎡)으로 환산

(2) 공사기간
우마철근 대비 약 25%, 철골 바체어 대비 약 57% 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높이조절 바체어는 넓은 배치간격으로 부재수량 감소 및 결속지점 감소, 수평연결재와 가새의 단순한
전용클립 결속, 높이 및 수평조절 장치로 작업공정이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 기준 : 기초면적 1,300㎡, 기초두께 2.5m

(3) 유지관리비
높이조절 바체어는 설치 후 상부철근 배근 작업이 완료되면 2∼3일 내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함
으로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이 불필요하다.

(4)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적은 원자재 물량으로 충분한 내력 발휘가 가능하여 친환경적이며, 용접이 필요 없어 유해가스
발생 저감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설계 표준화로 공장에서 다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공방법이 간단하여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며, 무용접 공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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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플렌지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을 갖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교량의 설계 및
시공방법(DCB거더 공법) (제923호)
(보호기간 :

2021.12.22. ～ 2029.12.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부모멘트를 받는 연속교 내측지점 구간의 하부 압축플랜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서, 압축플랜지의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중앙부에 수축
변형을 수용하는 홈이 형성되도록 하여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설계 및 시공방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DCB(Double Composite Box) 거더 공법은 지점부 강성을 향상시키고 형고 감소
및 경간장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공법으로서, 지점부 압축플랜지는 기존의 복잡한 보강상세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를 가지며, 지점부 하부콘크리트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수축변형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전단지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하부콘크리트 중앙부에 홈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하여 결로수에 의한 강박스거더의 부식방지 및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앙부 홈이 형성된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설계 및 시공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강거더 공장제작

강재 절단 및 용접 등 강거더
공장제작

② 강거더 가조립

공장제작된 강거더 세그별
가조립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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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장운반 및 가설

공장제작된 강거더 세그별
현장운반 및 조립세그 가설

④ 하부콘크리트 철근 조립

강거더 압축플랜지의
하부콘크리트 철근 조립

⑤ 하부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⑥ 상부슬래브 타설 및 양생

강거더 압축플랜지의 거푸집
설치, 하부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하부콘크리트 양생 후
상부슬래브 타설 및 양생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사업명

발주처

경간구성
(m)

교량명

57.7+3@95+57.7
= 400.4

폭원
(m)

곡선반경
(m)

비고

8.5

∞

공용중
(21‘10)

1

난지섬 연도교 건설공사15)

당진시

2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옥산오창고속 옥 산 J C T 82+93+82
도로주식회사 RAMP-A교
= 257

12.6

300

공용중
(18‘01)

3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55+2@70+55 =
250

14.9

2,500

공용중
(17‘11)

4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중
녹산교차로 입체화 공사

부산진해경제
녹산교
자유구역청

60+5@70+65+
60= 535

11.57
~13.72

280

공용중
(17‘09)

5

비봉~매송간 도시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도시
고속도로(주)

천천IC-RAMP-A교 40+55+40
= 135

17.4

85

공용중
(17‘07)

6

판교 제2테크노밸리 횡단연결교량
개설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횡단연결교량

40+67+78+80+80
= 345

21.0
27(확폭)

500

시공완료

7

현장수납차로 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서하남JCT교

65+90+65+55 =
275

9.0

900

시공중

8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1구간)
관급자재-DCB거더교

서울지방
조달청

상거교

40+2@55+40 =
190

18.9

∞

시공중

9

국지도84호선(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송전천교

40+2@55 = 150

15.56

550

시공중

난지섬연도교

늑현교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의 대상교량인 강박스거더교의 시장규모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평균 약 2,400
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신기술의 적용 대상 교량인 강박스거더교 시장의 약 15% 정도를 점유
할 경우 총매출예상액은 약 36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금융위기 및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시 시장규모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 현재 공용중인 국내 최장경간(중앙경간장 95m) 강합성 박스거더교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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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DCB거더교)

기존기술 (일반강교)

기존기술 (신기술 899호)

기존기술 (신기술 646호)

개
요
도
공법특 �
강박스 상부 개단면
징 �
하부콘크리트 타설

�
강박스 폐합단면
�
콘크리트 타설 없음

�
강박스 상부 개단면
�
I형구조 상부 개단면
�
하부콘크리트 타설 및 상부 PS 도입 �
전구간 아치 콘크리트 타설

장
단
점

�
지점부 강성증가로 구조효율성 및
곡선교 적용성 극대화
�
보강재 생략으로 제작성 향상
�
중앙부 U형단면 적용 경제성 우수
�
압축부에만 콘크리트 타설로 균열
미발생 및 유지관리 유리

�
전통적인 강박스거더 형식
�
PS도입 및 분할타설로 상부슬래브 �
아치거동 대신 휨거동으로 구조효율
�
곡선교, 연속교 적용성 기 검증
균열 우려 및 곡선교 적용성 불리
성 불리 및 곡선교/연속교 불리
�
다수의 시공실적 보유
�
강박스 내부에서 강연선에 의한 PS �
아치 콘크리트 타설공종 추가 및 아
�
현장에서 조립, 거치로 시공 용이
도입으로 시공성 불리
치형상 관리가 어려워 시공성 불리
�
용접개소가 많아 장기간 피로하중에 �
강구조와 PS구조 결합으로 유지관리 �
인장응력을 받는 중립축 상부에 콘
취약하여 철저한 유지관리 필요
불리
크리트 타설로 인장균열 발생우려

강재

255 kgf/㎡

350 kgf/㎡ (지간장 60m 기준)

250 kgf/㎡

275 kgf/㎡

PS

-

-

부모멘트부 PS도입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내측지점부의 강성증가 및 경간중앙부의 정모멘트와 처짐 감소로 기존기술(일반강교)
대비 구조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강재량(약 30%) 및 유지관리비(약 10%)를 절감
할 수 있어 향후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현재 공용 중인 국내 최장경간(95m) 강합성 박스거더교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기술 대비 높은 구조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인정받아 40여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향후, 장경간(70〜120m) 교량에 적용되고 있는 고가형식의 교량(아치교, 트러스교 등)을
대체하고, 고속철도용 교량과 같이 소음 및 진동 저감이 필요한 교량에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천원)
구 분

단 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총공사비

단가/m2

신기술

480×23.05m

5,316,766

3,500,663

1,839,142

14,032,193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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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단위: 천원)
구 분

신기술(DCB거더교)

기존기술(일반강교)

기존기술(신기술 646호)

총공사비

14,032,193

18,310,046

15,388,019

2

1,268 (1.00)

1,654 (1.30)

1,390 (1.10)

단가/m

비

고

기존기술 대비
10~30% 절감

(3) 공사기간
(단위: 일)
구 분
신기술
(DCB거더교)
기존기술
(일반강교)
기존기술
(신기술 899호)

공장제작 현장조립 하부콘크리트 정착구
및 도장 및 가설
합성
시공

바닥판
타설

PS강선
포장 및
긴장 방호벽 설치

75

15

10

-

50

-

35

80

20

-

-

50

-

35

75

15

10

10

50

5

35

공사
기간
185
(1.00)
185
(1.00)
200
(1.08)

(4) 유지관리비
(단위: 천원/m2)
구 분

신기술(DCB거더교)

기존기술(일반강교)

기존기술(신기술 646호)

취득원가

1,268

1,654

1,390

사용원가

1,612

1,636

1,817

폐기원가

-144

-183

-157

2,735 (1.00)

3,107 (1.14)

3,051 (1.12)

총 LCC

비

고

기존기술 대비
12~14% 절감

(5)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창출, 타 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CO2 배출량

신기술(DCB거더교)

기존기술(일반강교)

주요자재

9,561 ton

10,789 ton

10,129 ton

기타공종

1,912 ton

2,158 ton

2,026 ton

11,473 ton (1.00)

12,948 ton (1.13)

12,154 ton (1.06)

합

계

기존기술(신기술 646호)

비

고

기존기술 대비
6~13% 절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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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술정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를 떠나는

각국의 국토정책 동향

이른바 이도(exode urbaine) 현상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프랑스

하반기까지 기존에 거주했던 데파르트망이 아닌

팬데믹과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고

다른 데파르트망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건이

장 노엘 바로(Jean Nol Barrot) 국회의원이

13%로,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프랑스의

2021년 6월 30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

대도시인 파리, 마르세유, 툴루즈, 낭트를 떠나서

에는 코로나19가 프랑스 국토 내에 미친 영향을

농촌지역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나온 국토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위기뿐 아니라 이전에 존재

불균형 지도를 보면, 팬데믹 이전에도 국토 내

하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경제

불균형이 있었지만 최근 메트로폴의 성장으로 전국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7가지 제안사항을

주요 도시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발 및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 간 인력

성장권에서 이탈하는 취약지구에 대해 국가가

대출(prt de main-d'oeuvre)이 용이하도록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법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인력대출이란 A기업의

팬데믹 이전 프랑스 국토에는 이미 불균등이

경제 활동이 줄어들 경우, 인력이 부족한 B기업

존재하였으며, 팬데믹의 가세로 국토의 이곳저곳이

에서 A기업의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일하면서 부족한

취약해지고 있다. 취약성은 북동부 국토의 1/4에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주체들과

해당하는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협력하여 현지에서 신생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용지구 30개

고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중 8개 지구만이 기존의 고용취약지구 30개에

있도록 한다. 셋째,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창업

속하고, 민간 영역의 임금총액으로 본 경제 활동의

할 수 있도록 5천 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감소율이 국토 평균보다 두세 배 더 높다(사부아

넷째, 기업운영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실험

일대 21% 감소, 루아시 일대 17% 감소). 다른

(France Exprimentation)제도를 경제 주체들

한편으로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국토 내 불균형의

에게 널리 알린다. 다섯째, 사무실을 주택으로

심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트위터

개조하는 데 필요한 적용기준을 완화한다. 여섯째,

메시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바를 분석해

취약한 지역에 고등교육을 좀 더 제공하도록 노력

본 결과, 팬데믹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곳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들이 전문가가

수록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크게 줄어든

부족한 지역에 파견되어 취약지구에 고등교육 접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성을 장려한다.

까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긍정적인 면이 줄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반한 국토정책을 오랫동안

특히 툴루즈(9.2%), 루아시(6.7%), 칼비(6.5%)의

추구해 온 프랑스 정부는 팬데믹으로 새롭게 나타

감소가 두드러졌다.

나는 취약지구와 메트로폴의 성장으로 인한 국토의

팬데믹 위기는 프랑스인들의 거주지 변화에도

불균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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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부딪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사실 영국의 이러한 성공의 바탕에는 그린 뉴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또는 특별 허가를 통해

보다는 법률을 통한 국가의 정책 선언이었다고

규제를 완화하고 젊은 창업자들의 활동을 장려

보는 시각이 더 많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2007년

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어, 그 변화에 기대를

설립된 그린 뉴딜 그룹이 2008년 ‘그린 뉴딜’을

모으고 있다.

제시했지만, 연립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이후 브렉시트나 코로나와 같은
대형 이슈들로 인해 노동당의 그린 뉴딜은 국가

참고자료
Vie publique. Rebond économique des territoires: prendre en
compte les inégalités post-Covid-19, 7월 12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0661-rebond-economique-d
es-territoires-et-inegalites-post-covid-19 (2021년12월 10일 검색).]

정책 전면에 등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영국의
기후 변화 대응전략 성공의 비결은 국가의 확고한
비전 제시이다. 영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정책
실천과정은 우리나라 관 주도의 정책 집행과정
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

영국

집행의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시장은 보조적인

기후 변화 대응전략

역할처럼 언급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시장과 지방

2019년 영국 산업자원부(Department for Business,

정부가 정책 이행의 주체이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Energy & Industrial Strategy) 크리스 스키드

정책 실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사항

모어(Chris Skidmore) 장관은 영국이 2050년

에만 집중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이다.

까지 탄소중립을 법률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국가가

영국 정부는 이미 법률로서 탄소중립을 공식화했을

되었음을 발표했다.16) 영국 정부는 발표 당시

뿐만 아니라 2032년까지 필요한 예산 확보도

이미 1990년 대비 42%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완료한 상태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단순하지만

달성하면서, 2030년까지 200만 개의 녹색 일자리

분명한 역할 수행은 지방정부와 시장에 긍정적이고

(green collar jobs) 확보와 매년 1,700억 파운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국의 ‘기후 변화법’은

(한화 약 272조 원) 규모의 저탄소 경제성장을

2008년 제정 당시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룰 것을 공언했다. 영국의 ‘기후 변화법’ 제1조

80%를 감축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는데, 당시 EU가

제1항은 “1990년 대비 영국의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정한 50%보다 30% 높게 설정한 목표이다. 이

최소 100% 감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무17)”

역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국가가 법적으로 구속한

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영국은 EU와 미국을
비롯한 기후 변화 대응 선진그룹 증에서도 가장

최초의 사례였다. 또한, 2009년 발표한 ‘영국 국가
재생에너지 실천계획18)’은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단순

앞선 나라 중 하나임을 선언했다.

하고도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고, 이에

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자주 소개되곤 하지만,

따라 2018, 2019년도 기준으로 총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9.6%에 달하는 성과를

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becomes-first-major
-economy-to-pass-net-zero-emissions-law (2021년 12월 27일 검색)
17) It is the duty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ensure that the
net UK carbon account for the year 2050 is at least 100%
lower than the 1990 baseline.

거두었다19).
18)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for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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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은 독립성을 가진 자문기구를 통해

등 이례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기후 변화 대응정책을 객관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2020년 5.7%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 약 9∼10%

심도 있게 점검해왔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20)는

상승하여 2021년 10월 기준 36만 4천 달러를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정

기록했다. 2021년 하반기에 약 4%, 2022년에는

기구로, 중앙정부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조언을

약 3.1% 상승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하고 온실가스 저감,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에

(이성은 2021; NAR 2021).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대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 관련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시장 변화

의장을 포함한 최소 5인에서 최대 8인으로 구성된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기

미국의 부동산정책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기본

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및 공급은 최대한

진단하고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전문가 조직

시장체계에 맡기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의 전체

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모든 조언과 보고,

적인 주택정책과 전략을 설정하는 역할이고, 주

토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예산도 독립

정부는 구체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나 카운티

적으로 운용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과학적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주거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있다. 반면, 1년 임기로 50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있다.

위원회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구매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별다른 규제 없이
대부분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원리금은
3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는

참고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 영국의 에너지 산업.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
ataView. do?setIdx=403&dataIdx=178053 (2021년 12월 27일 검색).
GOV. UK. UK becomes first major economy to pass net zero
emissions law.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becomesfirst-major-economy-to-pass-net-zero-emissions-law (2021년 12월 27일 검색).

1960년대부터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 공공주택
(Public Housing), 비영리주택(Non-Profit Housing),
조합주택(Co-operate Housing) 등 다양한 사회
주택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2019년 트럼프 정부는
주택규제위원회 설치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미국

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시장 변화와 향후 전망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하여 미국의 주택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미국의

시장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시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것처럼 주택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주택시장은 평균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백신공급 확산으로 인한
경기회복 추세, 낮은 주택대출금리, 젊은 인구의

1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 (2021년
12월 27일 검색)
20) Climate Change Committee: CCC

증가 등으로 주택의 수요는 크게 상승한 반면,
가구의 경제력 악화와 건설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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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주택공급 부족이 미국의 주택가격을 급격히

못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용 목재가격은 2020년

상승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4월 1TBF당 349달러, 2021년 2월 1,018달러

재택근무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세대 주택보다는

까지 치달았고, 2020년 주택 564만 채가 판매된

단독주택의 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팬데믹

데에 반해 약 100만 채 정도만 신축되었다(이성은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신규 주택판매량은 상승하는

2021; NAR 2021).

추세이며,

2020년

주택판매량은

팬데믹 이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의

2007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이성은 2021, <그림 1>

주택가격과 임대료 또한 크게 상승하여 도심과

참조).

프레디맥

외곽의 집값과 임대료 격차가 줄어드는 스퀴징

(Freddie Mac)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30년

(squeezing)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많은

고정 주택대출금리는 2.67%로 역사적으로 최저

사람들이 대도시의 비싼 집값과 임대료를 피해

수치를 기록했으며, 낮은 금리는 많은 사람이 융자를

외곽으로 이동하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감염

통해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위험이 높은 도심보다 외곽을 선호하며, 코로나

최근 몇 년 사이 25~39세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19로 인한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집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임대료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택구매

가장 비싼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임대료는

수요도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11%, 7% 하락했다

또한,

미국

연간

신규

종합금융회사인

(함현일 2020). 많은 인구가 뉴욕의 맨해튼 지역을
<그림 1> 월별 신규 주택판매량 증가율

벗어나 북쪽 허드슨 밸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허드슨 밸리 더치스 카운티의 경우 평균 집값이
202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여
3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한다(매일경제 2020).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전 세계는
아직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빠뜨린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변이 발생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과 주택공급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고용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불안정으로 인하여 전국의 가구소득 평균은 4%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변화한 소비자들의

안팎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가구의 경제력

주택에 대한 니즈는 새로운 주택시장의 트렌드로

악화는 주택에 대한 투자비용 감소와 함께 주택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매도량 감소로 이어져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렌트비 체납으로 임대인들이

또한, 건설용 목재공급 지연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퇴거 유예 조치

신규 주택공급량이 신축 주택의 수요량에 미치지

(eviction moritoriums) 연장, 저소득층 주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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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LIHTC)

다시 대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프로그램, 코로나 기간 중 고용인력 유지를 위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출해주는 임금 보장 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코로나19 시대에 새로 발굴된 사업들이 신시대의

Program: PPP)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디지털

대부분의 주택정책은 지방정부 중심의 제한된

트윈과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DX(Digital Transformation,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미국

디지털 전환)는 일시적인 붐이 아닌 시대를 이끄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격히

산업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

변화한 주택시장의 트렌드에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에서 개최된 COP26 회의는 우리에게 닥친 기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위기의 엄중함을 경고하면서, 탄소배출량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국제 사회에 각인

참고자료

시켰다. 2020년 10월 ‘2050 카본 뉴트럴’ 목표를

이창호. 2012. 한옥의 보전 방안과 향후 과제. 정책보고서 11.
매일경제. 2020. [US REPORT] 코로나가 바꾼 美 주거

선언(2021년 9월호 글로벌정보 참조)한 일본은

개념…‘아파트 포비아’에 맨해튼 고급주택 된서리, 8월 3일.

2030년까지 46% 감축, 2050년에 탄소중립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791323/

이룬다는 향상된 목표를 새로 공개했다(��産

(2021년 12월 9일 검색).
양정화. 2020. 미국 부동산 정책 현황과 전망. 2020 KIPA

業�究所 2021).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40%

규제동향 가을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성은. 2021. 미국, 강한 주택 구매 및 리모델링 수요로 건설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공개

시장 확장 중, 3월 15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

하며 그 흐름에 동참했다(연합뉴스 2021).

ataView.do?setIdx=243&dataIdx=187479 (2021년 12월 7일 검색).

이처럼 시대의 큰 줄기가 바뀐 2021년, 일본

함현일. 2020. 코로나19가 미국 부동산시장에 가져온 희귀한 현상,
9월 19일.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8/202009180

정부와 기업에서는 연중 내내 ‘DX’와 ‘탈탄소’를
화두로 내걸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1122.html (2021년 12월 9일 검색).
NAR. 2 021. Existing-Home Sales Housing Snapshot.
https://www.nar.realtor/infographics/existing-home-sales-housing-

국가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부에 몰두했다. 특히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snapshot(2021년 12월 8일 검색)

상대적으로 뒤처진 ICT 보급이 약점인 일본에서,

일본

이 두 테마는 향후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국토교통성 예산안으로 바라본 일본의 2022년

있는 핵심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산업정책을 관장

국토정책

하는 경제산업성(��産業省)은 2022년도 예산
안에 이 과제를 크게 반영하여 새해 중점 정책
으로 코로나19 회복, 후쿠시마 지역부흥과 함께,

일본을 지배한 2021년 트렌드: DX와 탈탄소
지난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불러온 위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일상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의 ‘집콕’ 비대면 트렌드는

녹색성장과 경제 선순환, 디지털을 전제한 경제
사회운영을 내걸었다(��産業省 2021). 이러한
분위기는 국토교통성의 예산안에서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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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2022년도 예산안에서도 이어진 정책 트렌드
국토교통성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6조
9,349억 엔(한화 약 72조 2천억 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土交通省 2021).
여기에는 이전부터 이어온 국토 강인화 5개년 사업
(2020년 8월호 글로벌정보 참조)과 하천 치수사업,
지방 창생사업 외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교통 그린 챌린지’
정책의 실현, 사회간접자본 개선, DX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은 국토
교통 분야 DX 추진사업과 탈탄소화 사업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국토강인화 추진

사회자본 정비개선
추진

세부사업

하천 치수사업

집중호우, 화산분화 방재사업

대지진 대책사업

재해 시 인적왕래, 물류 확보사업

인프라 보수

지역종합방재대책 지원교부금

교통안전

해상보안체제 구축 추진사업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강화사업

신칸센·철도개선지원금

사회자본정비 종합 교부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사회
전개


ZEH·ZEB 보급과 주택·건축물 에너지
절약화 강화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투자를 통한
지역활성화


콤팩트한 도시재생 추진(2020년 1월호
글로벌정보 참조)

지역 거점 간 도로 네트워크 정비

주택 세이프티넷(2021년 8월호
글로벌정보 참조) 기능 강화

기계 도입으로 비교적 단순 작업에 대한 자동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드론(UAV) 매핑을 활용한 인프라 관리를 적극적
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물류 생산성
분야에서는 로봇을 이용해 물류창고를 자동화하거나
드론 배송, 자율주행 트럭 구현 등 DX를 통한
물류 자동화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물류 효율화 달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성과
민간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현실공간의 사이버 이전,

<표 1> 2022년 국토교통성의 1천억 엔 이상 중점
예산안 내역
(단위:억 엔)
사업명

매장 등에도 보급하거나, AI 기능을 탑재한 건설

즉 디지털트윈에 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스마트시티 등
관련 정책의 고도화,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한다.

예산액
5,401
1,028
2,028
5,771
8,350
10,291
2,399
2,488
4,369
1,002
7,441

기존의

‘G지리공간센터’

및

국토정밀화

사업

(2020년 11월호 글로벌정보 참조)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필요기술
개발을 간접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급 외에, 정부 행정 서비스의 DX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 인허가과정을 디지털화
하여 절차 간소화와 행정부담 경감, 생산성 향상을

1,384

추진하고, 국토교통성 공무원들의 업무를 자택이나

1,663

현장 등에서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5,319

ICT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1,209

탈탄소화 사업의 경우 2021년 7월에 발표한
‘국토교통 그린 챌린지’ 계획(2021년 9월호 글로벌

DX 추진은 건설 분야에서의 디지털 도입정책인

정보 참조)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본

‘i-Construction’(2020년 3월호 글로벌정보 참조)과

내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분야

궤를 같이하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이를

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수립된 이 계획은

국토교통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 인프라 추진, 탄소중립형 항만 구현, 전기

우선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전자요금징수

자동차에 대응하는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등을

시스템(Electronic Toll Collction System)과

골자로 하는 운수 부문과, 에너지 절약형 건축

같이 기존의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개선,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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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 가정 및 기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비스 실현에 대한 노력과 디지털청 기능 강화,

탈탄소화 사업과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철도

행정의 디지털화를 내세웠다. 또 녹색 에너지 투자,

인프라 개선지원사업도 부분적으로 탄소배출량

송·배전망 개선, 녹색인프라 활용 등 탈탄소 사회를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

향한 국정운영 방향성을 선언했다.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해 특히 눈에 띄는데,

이처럼 내각 차원에서 DX와 탈탄소정책을 강하게

ZEH(제로에너지 주택) 및 ZEB(제로에너지 빌딩)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를 내보인 만큼, 이 둘은 당분간

보급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건축물 강화에만

국토 분야의 메가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1,384억 엔, 탄소중립형 항만 등 녹색화 추진에

시대가 가속 시킨 변화에 일본이 얼마나 기민하게

682억 엔, 녹색 인프라 추진에 204억 엔을 투입할

적응하고 응용할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우리

예정이다. 이는 ZEH·ZEB 사업에 30억 엔, 도시

나라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DX 분야에서

인프라 탈탄소화 추진에 38억 엔, 탄소중립형

앞서 있다고 평가받지만, 새로운 시대의 메가트렌드에

항만사업에 110억 엔이 투입된 전년도 예산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土交通省 2020).

될 수 있는 만큼 발 빠르게 흐름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2021년 12월 6일, 국회에서 새 내각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설명하는 기시다 총리21)
참고자료

지난 11월 101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연합뉴스. 2021. 정부 탄소중립목표 최종안…‘2030 40% 감축·2050
순배출 제로’, 10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131400001 (2021년 12월
14일 검색).
��産 業�究所. 2021.
COP26（第26回�候�動�組�約締約��議）.
https://www.rieti.go.jp/jp/projects/cop26/index.html
(2021년 12월 14일 검색).
��産 業省. 2021. 令和４年度 ��産業政策の重点.
https://www.meti.go.jp/main/yosangaisan/fy2022/pdf/01.pdf
(2021년 12월 15일 검색).
�土交 通省. 2020. 令和３年度�土交通省�係補正予算の�要.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43127.pdf
(2021년 12월 15일 검색).
________. 2021. 令和４年度予算�算要求�要.
https://www.mlit.go.jp/page/content/001420386.pdf (2021년 12월
15일 검색).

(岸田文雄) 총리도 1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했다. 해당 연설에서 그는 DX 추진과
탄소중립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하에서의 성장방법’으로 과학기술 투자와
함께 DX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배송, 드론
배송, 원격의료, 원격업무, 스마트 농업 등 관련
21) 자료: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112
/06shu_san_honkaigi.html (2021년 12월 1일 검색).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83호),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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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1월)
(단위 : 백만 원)
구분

차수
233

발 주
심 의

업

난지물재생센터

명

사업비
(용역비)
․분뇨처리시설 4,500톤/일 지하화 134,095
사 업 개 요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설치 및 기존시설 철거
서측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정수장 신설 45만㎥/일

심 의
결 과
조건부

(1,893)
489,700

채택
조건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송수관로 D1800㎜, L18.8㎞
(420)
강북정수장 증설 타당성조사
248,600
239
․정수장 증설 25만㎥/일
및 기본계획 수립
(290)
주요 간선 송수관로 안정화
․송수터널(대심도 건설) 4개구간
240 (대심도 건설) 타당성조사
․거점배수지 2개소
(400)
및 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및 수운영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329개소
241
관리계획 수립
․상수도관 10,314㎞ 등
(900)
2호선 ATO 단일
․ATO 시스템 최적화 구축방안 32,964
242
신호시스템 구축
검토 및 설계 등
(761)
난지물재생센터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2,300㎡ 23,000
243
슬러지건조시설
․시설규모: 130톤/일 (65톤/일×2개열) (1,060)
서남물재생센터
․연면적 2,058㎡
35,302
244
슬러지소각시설 개선
․용량: 소각 90톤/일
(278)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 130톤/일
27,114
245
폐비닐선별시설
․마포 100톤/일
(1,719)
․영동: 연장 72.6m, 폭 5m, 높이 3.5m 19,000
246 영동·신이촌나들목 신설
․신이촌: 연장 69.4m, 폭 5m, 높이 3.5m (710)
서울시 상수도관
․대지 고유저항 및 PH 조사
3,800
248
비방식관로 실태조사
․상수도관 전위측정 등
(138)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연결램프 확장 1→2차로(276m)
1 (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 ․동부간선 본선(탄천2고가교) 확장
(25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4차로(2,690m)
양재IC주변 도로개선
․토공 4.24㎞, 교량 6개소 0.7㎞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터널 4개소 1.02㎞
(552)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78㎞에 대한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 9,400
7 업그레이드 방안 및
․자전거도로 재구조화
(600)
재구조화

채택
조건부

238

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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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기계
토목
토목

토목

토목
전기
기계
기계
기계
토목
전기

토목

토목

토목

․154㎸ 수전전압 변경 방안
13

강북정수센터

․22.9㎸ 수전전압 변경에 따른

6,500

조건부

수전전압변경

수전동 및 송수펌프동 전기·계측

(299)

채택

제어설비 개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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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구분

차수

사
물재생센터

21

업

명
총인처리시설

(2단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37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
4

8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1공구)

9

10

11
건설사업
관리계획

17

심의
설계경제성
(VE)심사

3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2공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3공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비
(용역비)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설용량 163만㎥/일 280,000

심 의
결 과
조건부

․중랑 23, 난지 42, 탄천 45, 서남 53

(946)

채택

․지하1층/지상4층

13,282

조건부

․연면적 3,545.58㎡

(505)
13,424

채택
조건부

(284)

채택

905,855

조건부

(3,993)

채택

772,647

조건부

(3,425)

채택

804,292

조건부

(3,819)

채택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연장 4㎞(D700㎜)

설 계
심 의

사 업 개 요

․70㎞/h, 양방향6차로(전차종)
․본선 L=3.40㎞, 재정접속 L=1.00㎞,
월계IC L= 2.01㎞
․70㎞/h, 양방향4차로(전차종)
․본선 L=3.53㎞, 중랑IC L=3.04㎞,
월릉IC L= 1.54㎞
․70㎞/h, 양방향4차로(전차종)
․본선 L=4.50㎞, 군자IC L=3.75㎞,

장안IC L= 9.25㎞
․80㎞/h, 양방향4차로(소형차전용) 334,828

조건부

기본설계(4공구)
․본선 L=2.10㎞, 대치IC L=1.80㎞ (3,687)
채택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가스터빈-증기터빈 복합싸이클
감독권한대행 등
179,757 조건부
발전방식
(사업주기술지원 포함)
(13,881) 채택
․열병합발전설비 용량 : 285㎿급
건설사업관리용역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7차로→8차로, 연장 230m
12,908
신설
․진입램프 B=6m, L=112m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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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토목

건축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전기

토목

기술용역 타당성22) 심사현황 (2022년 1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요청금액

현

황
심사금액

건

축

2022년 서울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5건

2,230

2,183

교

통

2022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1건

1,078

1,100

기계설비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기본설계 등
3건

1,238

1,234

도

로

이화52번가 일대 골목길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등 4건

396

396

도시계획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등 3건

632

635

상하수도

2022년 라이다를 활용한 하수맨홀
정밀점검 및 정확도 개선 용역 등 13건

5,316

5,318

소

상도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1건

108

106

방

2022.1.
전기통신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설계용역 등 10건

2,126

2,095

정밀진단

가락시장 가락몰 외 7개동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7건

478

476

조경·산림

한강공원 계단 및 전망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7건

620

596

지 하 철

서울교통공사 3호선 남부터미널~양재역 등
8개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11건

7,350

7,391

하

천

망원한강공원 자연형호안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75

275

기

타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보고용역 등 3건

2,612

2,612

계

105건

24,459

비 고

24,417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22)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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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세상
국가기술자격 정보

시사상식 용어
메가트렌드(Megatrends)

< 2022년 126~12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면접시험
시험
발 표
발표
(인터넷)
3.7.~3.11.
1.4.~1.7. 1.2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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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원서접수

< 2022년 제71~72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2.8.~2.11. 2.26.

3.23.

5.23.~5.26. 6.19.

6.29.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3.
6.17.
9.8.
7.12.~7.15. 8.14.~8.31.
9.16.
4.5.~4.8.

5.7.~5.20.

< 2022년 제1~2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필기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1.24.~1.27. 3.5.

3.23.

3.28.~3.31. 4.24.

5.18.

4.4.~4.7.

실기시험
5.7.~5.20.

6.20.~6.23. 7.24.~8.5.

합격자
발 표
6.3.
6.17.
8.19.
9.2.

< 2022년 제1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필기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예정자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험
발표
(인터넷)
3.2.~
1.25.~1.28. 3.13. 3.23.
4.5.~4.8.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5.7.~5.20.

6.3.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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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시험

1.4.~1.7. 1.23.~1.29.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2.9.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합격자
시험 발 표

3.20. 4.15.
2.15.~2.1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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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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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가 1982년 출간한 미래사회 예측서 Megatrends
에서 처음 언급되어 사용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대한 시대적 조류’라는 의미로, 다양한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10~20년, 장기적으로는 50~100년을 내다보는 대대적인(mega)
변화 흐름(trend)을 지칭하는 장기적·포괄적인 개념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등이 미래의
메가트렌드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충격과 지역소멸 위기, 남북관계, 분권화 등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시대적 흐름들이 추가된다.
‘메가트렌드’라는 미래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전망하는 작업은 필수적
이다. 메가트렌드에 따라 우리의 미래사회 지향점이 바뀌고,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메가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기업·개인 차원의 미래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메가트렌드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C/UNU 밀레니엄
프로젝트(American Council for UN University,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미국),
국가미래청(The Strategy Unit: SU, 영국), 미래전략청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스웨덴) 등이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1990년 후반부터 미래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의진, 임현, 박창현 외(2020)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과학기술예측조사를 발표
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에 5개 분야(디지털·사회·환경·국제
정세·안전)에서 12개 미래 트렌드를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원(2020)은 2045년 메가트렌드를 사회·기술·경제·
환경·정치 분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 역시 대표적으로 유엔 미래포럼(UN Future Forum)을
포함한 8개의 국외 기관이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미래학회의
설립(1968년 7월)을 시작으로 6개의 학회·연구기관에서 다가
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메가트렌드 예측 기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분석,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scenario) 기법,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분석, SWOT 분석, 트렌드(trends) 분석, 델파이
(delphi) 조사법, 연령세대분석 기법(age-cohort analysis),
의사결정 나무 작성법(decision tree method), 텍스트 마이닝
분석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전략이
도출된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483호), 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