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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속한 도시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2000년 전 세계인구의 4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2050년 전 세계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도시 외곽화 현상이 감소하고 도시 고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도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생태, 생태도시에 대한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시화에 따른 생태적 기능의 저하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토지피복 변화에 

따를 도시 열섬현상 및 첨두 유출량 증가에 따른 도시홍수와 같은 많은 환경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칼  럼

그린인프라와 생태계서비스

    김 건 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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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도시생태, 환경적인 문제점들은 오늘과 같은 팬데믹 시대와 같이 자연재해, 재난이라는 이름

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미국해양대기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가뭄, 도시홍수, 

대용량 강수량, 겨울 폭풍, 열대폭풍, 허리케인, 기습한파 무더위 같은 기상이변 및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및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및 그 강도와 횟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자연재해 및 재난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 후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05년�8월�미국�남부를 덮친�허리케인 카트리나이다. 이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미시시피강 삼각주와 �미시시피�해안가가 피해를 입었고, 앨라배마와�플로리다 해안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뉴올리언스는 카트리나로 인한 제방붕괴로 도시의 80%가 물바다가 되었고, 이재민 6만 명이 

경기장에서 지내야 했으며, 공식적인 최종 집계 결과는 사망자 1,245∼1,836명에 실종자 10∼66명

이다. 뉴올리언스에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은 저지대라 피해가 컸고 인구 대부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의료상의 그리고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2007년,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 횟수와 그 영향력 및 강도가 

더욱더 증가하는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계층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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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후정의 개념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팬데믹 이후 조경인의 역할이 계층 간에 

녹지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생태복지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도시문제와 그린인프라

 많은 도시들은 현재 미세먼지,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불투성 포장면적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회색 인프라를 통한 모든 디자인은 불가능하다.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도시화의 경제적 혜택은 환경문제와 팬데믹 시대에 ‘인간 건강과 웰빙’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필자는 도시화의 여러 환경적 문제점과 팬데믹 시대의 인간 건강 및 웰빙 문제에 대해 그린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정의는 초창기 경관생태학적 관점

에서의 서식처 연결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 개념으로부터 미국 환경청 EPA에서 그린 인프라를 통한 

‘저영향 개발’을 통해 도시수 순환 전략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린인프라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발전되어 ‘자연적 인공적 생태적 시스템이 건조환경과 통합되어 

다양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다양한 

그린인프라가 도시 내 점적, 선적, 면적인 구조로 도시생태계를 형성하고 또한 각각의 중요한 그린

인프라 기능들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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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인프라가 적용될 수 있는 도시컨텐트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팬데믹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상통할 수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산업문명 위기,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탄소중립시대, 도시민의 

보건과 안전과 같은 여러 가지 시대적 어젠다들을 그린인프라를 통해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건축 및 교통 분야에도 그린인프라를 통한 친환경인증시스템 

및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적인 SITES 단지개발, 스마트 모빌리티와 연계한 자전거도로 및 그린스트리트 

구축, 보행도시 건설,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을 위한 도시숲 및 공원녹지 구축 전략은 문화 예술을 

접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사업들과 함께 적용될 수가 있다.

3. 그린인프라 와 생태계서비스

 그린인프라가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는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에 따라 제공, 조절, 문화, 지원 

서비스로 분류된다. 저는 이중 특별히 그린인프라 조절 서비스인 미세먼지 저감, 탄소저장/저감, 빗물

흡수, 에너지 절약 효과 및 그린인프라 구조적 가치평가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한 목표_저영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그린인프라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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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설계의 특성, 특히 건강,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에대한 평가와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는 인간 건강 및 웰빙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팬데믹 이후 조경의 역할이 

도시 지속가능성을 지원하여 환경의 질과 인간 건강 및 웰빙을 개선하는데에 있다. 그린인프라가 제공

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계 생물리적 구조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린인프라의 기능을 통한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평가는 그린인프라 정책관련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가 있다.

4. 결론

 그린인프라 전략의 중요한 관점은 디자인된 도시경관은 생태적 기능을 작동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린인프라가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계 구조가 잘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생태적 디자인의 핵심인 자연적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다림과 이해 및 이를 가꾸고 낳아

가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린인프라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린인프라 디자인과 개발접근 방식은 사회적-생태적 시스템 안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태계와 

소통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해 낳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도시생태계는 물리적인 

플랫폼과 사회-문화적-경제적 플랫폼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작용으로는 

기후변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생태계의 물리적 플랫폼은 그린인프라를 

통한 생태도시 계획을 통해 비교적 잘 이룰 수 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경제적 플랫폼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 규제 및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린인프라 가치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도시생태계 구조, 기능, 가치를 평가하여 다양한 종류의 그린 

인프라가 팬데믹시대에 다면적 생태계서비스 및 건강에 주는 영향을 판단하고 수치화하여 각각의 그린

인프라 관리개선방안을 도시 차원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조경의 역할은 

생태계 안에 도시화, 기후변화, 사회취약계층, 그린인프라를 통합하여 환경의 질과 인간의 건강 및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조경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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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앞으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 착안하여 

즉시 현장에 반영하였다. 

 공사장은 중장비가 많고, 보행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다 보니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대

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감리 용역자, 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

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

(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금지 홍보 이미지도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1〕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

2,229억 원…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

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이다. 계획·

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입찰 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체결 등 ⑤이행

(시공) 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서울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1)를 적용했을 때 1만 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 안전�기반시설 용역 관련 취업자수 : 1,004명2)

 ※ 안전�기반시설 공사 관련 취업자수 : 12,227명3)

1 ) 취업유발계수는 1 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 9년 기준 1 0.82명이다.

2) 취업유발계수(1 0.82명) × 산출액(928억 원)/1 0억 원 = 1 ,004명

3) 취업유발계수(1 0.82명) × 산출액(1 1 ,301 억 원)/1 0억 원 = 1 2,227명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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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

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 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 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

공사 49건(1,214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 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 원) 등이다. 총 1조

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31〕

서울시, 국내 최초 과학적 설계로 ‘도로포장’ 

…수명 2년 늘리고 연 56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서울시 내 재포장 도로 76개소에 

적용한 결과, 포장도로의 기능이 향상돼 평균수명이 

2년 이상(평균 7년→9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7년이 지난 올해 재포장 공사를 

해야 하지만, ‘서울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한 도로는 

2024년까지 2년 더 수명이 연장됐다.

 이 기술을 서울시 내 재포장 도로에 전면 적용

할 경우, 도로포장에 드는 연간 노후 포장 정비

예산(561억 원)의 10%인 약 5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혼잡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울형 포장설계법’은 과학적인 분석·평가로 포장

재료, 단면두께 등 최적의 보수방법을 제시·적용

하는 설계법이다.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의 교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중 강도(하부 지지력)와 

도로포장 상태 등을 최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석·평가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를 유도해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명을 늘린다. 신설 도로포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인 ‘한국형 포장설계법’을 적용하지만, 

재포장 도로의 경우 유지보수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기존에는 신설 도로포장에 적합한 포장

설계법만 있을 뿐, 유지보수를 위한 포장설계법이 

없어 5∼10㎝ 절삭 후 덧씌우기 등 포장 상태만 

고려한 설계를 했었다. 이는 중차량4) 교통량과 

손상이 누적된 하부상태(기층)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도로가 방대하고 

차량 통행량도 많아 도로포장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은 물론 예산 

활용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포장설계법’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재포장이 필요한 서울시 전체 도로에 

설계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설계를 마친 버스전용차로 19개소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포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기 파손이 발생한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를 대상으로 약 35개소 

‘서울형 포장설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포장 공사 품질 저하와 시공 안전을 개선

하기 위한 <서울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3월 발간한다. 관련 사업소에 지침서를 

배포하고 도로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4) 무게가 1 4톤에서 1 9톤에 이르는 대형(버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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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시공지침이 있지만,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많은 대도시 도심의 공사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시공 재료 및 생산 절차 명확화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환경 조성 �합리적인 

수준의 품질관리기준 제시다. 

 특히 기존 아스팔트 포장층과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층이 서로 잘 붙도록 하는 택코트 작업 시 

택코트를 굳히는 양생시간을 기존 4시간 이상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속경성 택코트 사용을 권장해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바닥 

다짐용 기계인 롤러에 협착 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02)2133-8141〕

서울시, 녹지 잇고·넓히고·더 만들어 

총 2천㎞ ‘초록길’ 조성
 서울시는 팬데믹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숲·공원 

등 녹지를 어디서나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초록(숲·공원·정원·녹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를 촘촘하게 잇는 선형길이 완성되면 서울 

어디서든 녹색 재충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생활반경이 제한될 때에도 

쉽게 집 앞에서 찾기 편한 동네 공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향후 5년간 총 1,800억 원을 투입해 만드는 

초록길 중 새롭게 발굴해 조성하는 부분만 400㎞에 

달한다. 이미 조성되어있는 나머지 1,600㎞ 녹지

공간에 대해선, 기 조성한 길들(서울 둘레길, 근

교산 자락길, 하천길 등) 중 이용이 어려웠던 길은 

접근이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도시화로 단절된 곳

이나 녹지가 필요한 곳은 새롭게 발굴하여 

2026년까지 총 2,000㎞ 규모의 녹지 네트워크 

길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다.

 초록길은 3가지 핵심전략을 밑그림으로 한다. 

① 초록이 부족한 길은 ‘더 만들기’ ②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길은 ‘더 열기’ ③ 

단절되고 떨어진 길은 ‘잘 잇기’이다. 

① 초록이 부족한 길은 ‘더 만들기’

 우선 첫 번째 전략으로 산림과 도심 곳곳에 추가로 

길을 발굴하고 명소길로 만들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산림 명소길 ‘서울둘레길’, ‘서울형 치유의 숲길’

 코로나 이후 이용객이 무려 33%(2020년 319만 명 

→ 2021년 423만 명) 증가한 서울 대표 숲길, ‘서울

둘레길’은 권역별 세부 노선을 70㎞ 추가 발굴

하여 조성한다.

 광진 아차산, 중랑 용마산 등 5개소에는 세대를 

아우르는 ‘치유의 숲길’을 신규 조성하며 노원 

불암산, 도봉 초안산 치유의 숲길도 연장 확대한다.

도심 명소길, ‘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서울 아래숲길’

 도심에는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

하는 다채로운 숲길을 조성한다. 2022년 용산구 

반포대교 북부(400㎡, 0.1㎞)를 시작으로 고가

차도 하부에 입체적인 ‘그린 아트길’을 조성하여 

어두운 이미지의 구조물 하부를 편안한 공간으로 

변신시킬 것이다.

 또한 지하철 및 지하보도를 활용한 ‘서울 아래숲길’을 

조성하여 2026년까지 0.12㎞ 이상의 지하 녹지

공간을 새롭게 확보한다.

②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길은 ‘더 열기’

 공원과 산림 내 노후된 길과 가파른 길은 체계적인 

정비·개선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한 길로 

변화한다.

모두가 즐기는 숲길 ‘근교산 등산로’

 도심과 가까워 시민이용도가 높은 근교산 등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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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구간을 부분적으로 선별하여 정비한다. 

길 폭이 좁은 곳, 가파른 곳도 조사하여 보행이 

쉽도록 최대한 보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인왕산, 관악산, 불암산 등 11개소

(5.0㎞)를 정비하고 매년 45㎞씩 꾸준히 개선하여 

2026년까지 총 23㎞ 이상을 재정비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길, ‘하천 생태숲길’

 도심 내 주요 하천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숲길로 특화한다. 특히 하천변 사면과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자생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과 녹지대를 조성하며 인근 주민을 위한 

산책로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2022년 안양천, 중랑천 등 8개 하천(19개소, 

9.8㎞) 정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2.8㎞의 

하천식생을 회복하여 하천경관을 개선하고 마을 

실개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생태축을 

완성한다.

③ 단절되고 떨어진 길은 ‘잘 잇기’

 세 번째 전략은, 훼손되고 파편화된 녹지를 회복

하고 단절된 길을 이어줌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한 

보행환경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매일 걷고 싶은 도심길, ‘생활권 가로숲길’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녹지는 녹음이 드리우고 

볼거리가 가득하도록 만든다. 가로수는 수형조절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면서도 아름답게 가꿀 

예정이며, 가로수 하부 띠녹지는 다층 식재로 입체화

하고 빗물 유입 화단으로 만들어 생태성을 강화한다.

 2022년 중구 을지로 등 도심보행로에 10㎞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14∼20㎞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75㎞를 재조성한다.

단절된 자연을 잇는 ‘녹지축 연결로’

 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 구간에 녹지연결로를 

조성하여 초록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생태계를 연결한다.

 2022년 2월에는 강동구 샘터공원과 방죽공원을 

잇는 녹지연결로를 설계하고, 5월에는 도로로 단절된 

동작구 국사봉을 잇는 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초록길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필요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민의 숨결이 닿는 생활권에 

초록길을 확대해 다채로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서울을 그려나간다는 목표다. 

 2026년까지 서울 구석구석을 초록길로 연결하게 

되면, 시민의 숨결이 닿는 생활권에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기대된다. 

 선형으로 초록길이 만들어짐으로써 우수한 도보 

접근성과 연속성으로 교통약자를 포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녹지이용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걷기, 

등산하기, 자전거타기 등 일상적인 여가활동을 

촉진시켜 시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61〕

〔푸른도시국 조경과 (02)2133-2126〕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2133-2163〕

서울시, 시민 여가 향유 ‘캠핑장’ 늘린다 

…앵봉산에 신규조성·천왕산 확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자연과 함께 여행을 즐기

면서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난 가족 단위 캠핑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서울시는 올해까지 캠핑장을 신규·

확대 조성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서북권 ‘앵봉산 캠핑장’이 새로 조성

되고 서남권 ‘천왕산 가족 캠핑장’이 확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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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총 9개의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성되는 캠핑장은 해당 권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조성되는 ‘앵봉산 캠핑장’은 은평구 진관동 

382-2 일원의 서오릉근린공원에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총 12,50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과 32면의 

야영장 등 캠핑 시설을 갖춘 곳으로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2020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구로구 항동의 ‘천왕산 

가족 캠핑장’은 연말까지 더욱 확대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국비 7, 시비 3)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야영장 약 10면을 확대 

조성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천왕산 가족 캠핑장 주변에 다랭이논 체험장, 

스마트팜 센터, 도시 텃밭 등 도시농업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책쉼터도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캠핑공간의 부족으로 타 지역

으로 떠나는 캠핑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가까운 공원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재 

노을공원·중랑캠핑숲 등 총 8개소 667면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개 캠핑장 신규 및 확대 

조성을 통해 서울시 4개 권역 모두 소외되지 않고 

캠핑장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캠핑장 통합 정보제공 및 

예약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74〕

서울시, 여의도공원 9배 ‘총 206만㎡ 

공원녹지’ 확충·정비…지역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공원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에 다양한 형태의 총 206만㎡의 

공원과 녹지를 2026년까지 확충�정비한다. 여의도

공원(23만㎡)의 약 9배 규모다. 지역 간 공원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시 5개 생활권역 중 공원녹지 관련 지표가 

가장 낮은 서남권엔 공공 유휴 부지를 발굴·활용

하여 총 10만㎡ 규모의 거점공원 15개소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녹지 향유권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용지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올해 5개소

(6만㎡)에서 추진된다. 

 서북권역은 ‘백련근린공원’과 ‘봉산 치유의 숲’의 

녹지·기능을 보강해 총 100만㎡의 대규모 체험형 

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서북권을 대표하는 산림형 

거점공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동남권에는 최대 

규모 수변공원인 약 20만㎡ 규모 위례호수공원

(가칭)이 새롭게 조성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방

된다. 서울시는 공원녹지 지표가 낮은 지역을 중심

으로 촘촘한 녹지 확충을 추진해 삶의 질과 직결

되는 공원서비스를 서울 전역 어디서나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남권역 : 300억 투입해 ‘거점공원 15개소’, 

장기미집행공원용지로 ‘생활밀착형 공원’>

 첫째, 서남권역은 구시가지와 준 공업지역 등이 

밀집돼 있고 도로·교통시설 비중이 높아 대표적인 

공원녹지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 IC 녹지대 

등 유휴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해 총 15개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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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의 거점공원을 신규 조성한다.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약 3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조성되는 신규 거점공원은 양천구·구로구의 

3개소 총 2만㎡ 규모다. �양천구 목동 408-78 

재활용센터 이전 부지 일대 1개소 �구로구 개봉동 

오류 IC 녹지대 및 구로동 주택가 구유지 일대 

등 2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 중 무허가

건물 및 경작지 등으로 인한 경관불량 및 주택가 

인접 훼손지 85만㎡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연차적

으로 생활밀착형 여가 및 힐링공간을 조성할 계획

이며, 올해 서남권역 4개구(구로·관악·양천·강서) 

5개소(총 6만㎡)를 추진한다. 올해 조성하는 생활

밀착형 공원 5개소는 �구로구 온수동 산4-3 

일대 온수근린공원 �관악구 봉천동 및 신림동 

일대 관악산근린공원 2개소 �양천구 신월동 

350-31 일대 온수근린공원 �강서구 염창동 산

30-64 일대 염창근린공원이다.

 또한 산책로·둘레길 등 여러 곳에 분산된 녹지는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단절 없이 

걷고 즐기는 ‘공원녹지 네트워크’로 만든다.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 서남권역 전반에 공원녹지 네트

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북권역 : 백련산 ‘복합힐링공원’, 봉산 ‘치유의 

숲’…  100만㎡ 대규모 체험형 공원>

 둘째, 서북권역은 봉산, 안산, 백련산 등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림형 공원과 서북권 대표 

산책로인 북한산 둘레길, 안산 무장애길, 홍제천 

하천길 등 다양한 초록길을 연결하고 녹지를 추가 

확충한다. 핵심적으로 ‘백련근린공원’과 ‘봉산 치유의 

숲’을 활용해 100만㎡ 대규모 체험형 공원을 조성

하고 서북권 대표 공원명소로 키운다.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맞닿아있는 백련근린공원은 

참나무·벚나무가 가득한 테마숲과 유아숲체험장이 

있는 78만㎡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으로 재탄생

한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구역별·

테마별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백련산 

등산로, 안산 자락길, 홍제천 하천길 등 총 4.8㎞ 

길도 정비한다. 

 은평구 봉산의 편백나무 숲 일대에는 ‘치유의 

숲’(23만㎡)을 조성해 서북권을 대표하는 테마형 

공원으로 만든다. 이미 조성된 편백나무숲, 전망대, 

정자, 누리마루 쉼터 등과 연계하고 주변 산책길·

둘레길 등과도 연결해 시민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4년∼2018년 은평구 신사동 

산93-8 일대 무단경작지 및 노령화된 아카시나무 

수림대를 정비해 편백나무 12,400주를 심고 하부

식생지를 조성, 편백나무숲을 조성한 바 있다. 

<동남권역 : 축구장 28배 규모 최대 수변공원 

‘위례호수공원’ 7월 1단계 개방>

 셋째, 동남권역엔 축구장 28배 규모인 19만9천㎡의 

최대 수변공원인 ‘위례호수공원’(가칭)이 조성된다.

 ‘위례호수공원’은 위례택지지구 내 위치한 기부

채납 공원이다. 시는 오는 7월 1단계로 인수(17만

5천㎡)해 우선 개방하고, 2025년 2단계(2만4천㎡)로 

나머지 부분을 인수한다. 인수한 공원에는 각종 

수경시설, 물놀이터, 체육시설,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놀이터,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해 생태환경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6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02)46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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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공원 미래모습 시민 

아이디어 공모’ 총상금 1천만 원
 서울시는 여의도공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도심문화공원으로 위상 정립을 여의도

공원 미래모습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다. 

참가자격은 학생, 전문가, 일반시민 등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마감일 17시까지 전자우편

(yeouidopark05.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3인 이내 단체(팀)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및 제출양식은 공모전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향후일정, 심사

결과 및 당선작 등 공모전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내용은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문화공원으로서 

도시활력의 중심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의도

공원 미래모습’ 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20작이 

선정되며, 선정된 20인(팀)에게는 총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공모 당선작은 4월 8일 ’내 손안에 서울‘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향후 정책 마련 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47〕

서울시, 현장혼란 「중대재해 처벌법」 

불명확한 부분 구체화 해 달라 

…정부에 재건의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

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

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앞서 작년 8월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

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에 고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기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내용을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가이드라인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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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서

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 법률 중 보완 필요 사항

 - 법 제5조제1 항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명확화

 - 법 제9조제1 항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명확화 

 - 법 제9조제3항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에서 

‘제2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 시행령 중 보완 필요 사항

 - 영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평가기준의 구체화

 - 영 제8조제1 호·제2호 ‘필요한 인력’, ‘필요한 

예산’에서 ‘필요한’ 내용 구체화

 - 영 제9조제1 항 ‘법 제9조제1 항제4호에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이란’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내용 구체화

 - 영 제9조제1항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에서 ‘원료나 제조물’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체에 해로운’ 원료와 

제조물로 범위 한정

 - 영 제1 0조제1 호·제2호 및 제8호나목 ‘필요한 

인력’, ‘필요한 예산’, ‘필요한 비용’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화

 - 영 제1 0조제8호‘가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다음 각 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으로 명확화

 - 영 제1 0조제1 항제8호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재해예방위한 조치능력, 재해예방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능력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재해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 추가

 - 영 제1 1 조제1 항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

되는 법령’ 내용의 구체화

 -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신설 등

 또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법 시행 후에도 한 달 내내 매일 시장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

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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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하는 등 회의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실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각 실·본부·국에서도 매주 사업장별로 수립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고, 점검 결과는 부시장 연석회의

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민간위탁·공사발주 시 수탁·

수급자 선정단계별 이행사항 전파 및 교육, 중대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민간위탁 협약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이행사항 반영,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자료 축적 등을 통해 탄탄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02)2133-8021〕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8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5)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항을 마련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 2조 제1 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4〕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2021 .3.1 6. 공포, 2022.3.1 7. 시행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

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보험법」이 개정6)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1)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

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        

(안 제1 6조의2 신설)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6) 법률 제1 8686호, 2022.1 .4. 공포, 4.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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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 7조의3 신설)

 1)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0-5355〕

「건축서비스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이므로, 건축기획 업무의 의뢰대상을 확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공공건축 

조성을 도모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체계적

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서비스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의뢰대상) 확대 

(안 제1 9조의2제4항)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주체를 확대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안 제1 9조의3제1 항 내지 제3항)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내부 위원의 상한 비율을 신설하며, 위원장에 

대한 선출 기준을 정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

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 항)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설계의도구현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별표)

 1)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 외에 누적회차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마. 일부 자구수정(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21 조

의2제4항, 제26조제2항)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를 총칭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으로 

일부 자구 수정(제20조제2항 및 제4항)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할 사업의 사전검토 

수행 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

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수정(제21조의2제4항)

 3)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항 제2호가목에서 

인용 조문 오탈자 수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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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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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심의제도 ≫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

종류

  - 용역발주심의: 용역발주 전 과업방향·내용의 적정성 심의

  - 설계심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환경성 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국토부) 적정 여부 심의

  - 입찰방법심의: 사업 발주방식 결정 이전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적정 발주방법 선정

  - 입찰안내서심의: 입찰방법심의 후 작성된 입찰안내서에 

대한 설계·시공기준 등의 적정 여부 심의

  - 설계적격심의: 설계(입찰)도서 작성기간 이후 기본설계

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 기술검토 및 설계점수 평가

  - 정밀안전진단심의: 안전진단 성과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적정성 심의

■ 제184-1차 상도3배수지 외 1개소 정밀안전

진단심의

○ 상도3올림터 보의 일부 특정부재(1G2)에서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율(0.95)NG 판정이 나와 

보수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외관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구조적 결함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

다면 보수가 꼭 필요한지 보수여부를 검토할 것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 및 점검 시 현장조사대장을 별도 작성

하여 유지관리·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제247차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용역

발주심의

○ 서울시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에 연계된 도로

시설물의 현재 현황과 이번 과업에서 연계 

예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바람

○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에 적합하도록 확대·구축 

계획 수립 시 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성화하여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 용역의 내실 있는 방향 설정과 추진이 

요구됨

○ 과업에 대한 구체적 업무 범위 명기 요망

■ 제5차 한강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게르버 구간은 받침교체로 인하여 받침 콘크

리트가 매우 높게 시공되어 있으나, 연단거리를 

측정한 결과 전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받침 콘크리트에 대한 내진 검토 사항을 

수록하고 필요 시 구조검토 수행하기 바람

   - 과업지시서에 기존 보수·보강 부위에 대하여 

용역준공 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료 전 

90일까지 조사 분석결과를 보고토록 명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술내용이 없으니 보완

하기 바람

○ 보수·보강방안

   - 아치교 구간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 압축

강도 18㎫보다 작은 강도로 시험조사된 

교각은 안전성 검토 시 반영하기 바라며,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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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정밀안전진단 시 코아 채취 후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 바람

■ 제6차 성수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시설물의 상태평가

   -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은 현재 상태평가 

등급이 C등급 수준이므로 전체 교량의 상태

평가 지수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1순위로 

제시하고 1순위 보수 반영 후 예상 상태

평가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상태평가를 전 차수와 비교검토 시 부재별로 

등급 및 등급변경 사유 등을 보고서에 제시 요망

○ 보수·보강방안

   - 신축이음 등에 대해서는 전차 점검보고서를 

참조하여 내구성이 확대되는 방안을 제시

하여 보수·보강 설계의 방향성이 정해지도록 

심도 있는 검토 요망

   - 사이드블록 고정볼트 풀림에 대한 재조임 시 

기존 볼트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제14차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심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 리스크 및 설계 안전성 등을 검토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종 성과품에 포함시킬 것

○ 상·하부, 좌측 전단키를 설치하여 부력앵커를 

대체함으로써 안전율을 확보하고, 전단키 공간 

미확보 시 부족한 상재하중만큼 부력앵커를 

배치할 것

○ 벽체 침투식 액체방수는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벽체 우레탄 

도막방수로 보완할 것

■ 제15차 1, 4호선 동묘앞∼신설동역 등 7개 

구간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심의

○ 균열부의 깊이 측정 결과를 보면 조사구간의 

대부분이 실측 피복 두께보다 상당히 초과된 

것으로 조사결과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0.3㎜ 

초과(C급) 손상에 대해 부위별, 위치별로 구분

하여 진행성 여부 및 누수 발생 등의 외관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바람

○ 탄산화시험, 염화물시험 등의 재료시험에 대해

서는 기존의 점검/진단 시 실시한 결과와 비교

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상태를 분석하여 

첨부할 것

○ 균열 깊이가 피복 두께보다 깊게 진전되어 있는 

구간은 균열의 폭에 상관없이 1차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할 것

○ 철근노출 등으로 부식 우려가 있는 노출면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

■ 제16차 잠실철교(철도교, 도로교) 정밀안전진단

심의

○ 시설물의 상태평가

   - 도로교 상태평가 시 철도교와 하부구조 공용

으로 인하여 상부구조와 교량 받침만으로 

상태평가가 수행되었음. 하부구조의 가중치를 

상부구조로 분배한 것에 대한 명시가 필요

하며(기준제시), 하부구조 반영 시의 안전 

등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배수관련 보수·보강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교면배수를 포함한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집수구 및 배수관 규격, 설치 간격의 적정성 

확보, 전주 개구부에 대한 보수방안 등 우수

배제를 위한 종합적인 보수계획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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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보강방안

   - 연단거리 부족 구간은 내진해석 시 검토된 

콘크리트 파괴면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보수·보강 방안 재검토 필요

■ 제18차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2. 조사업무 (1) 교통현황조사 및 용량분석’ 

내용에 자전거도로 이용현황 분석, 장래 교통

수요 예측, 통행특성을 고려한 적정 교량폭 

산정 등의 사항을 추가하기 바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확실히 하기 바람

○ ‘3.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내용’에 공사 및 

유지관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가하기 바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을 추가로 

명기하기 바람

■ 제19차 양화교 및 양평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S1 도로부 아스콘 종균열 및 망상균열의 

원인으로 재포장을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하니 바닥판의 상태도 면밀히 

확인하기 바람

○ 유지관리방안

   - 초음파 탐사방법 등에 의해서 강교 용접부

위가 불합격 및 건전성이 우려스러운 상태로 

비파괴조사되었고, 또한 이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으므로 강교의 피로

파괴 등에 대한 사항을 유지관리방안에 수록 바람

   - 양평교 P6 점검사다리는 가로바 간격이 넓고, 

경사지게 설치되어 유지관리 시 점검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세로바 추가 설치보다는 

재설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제20차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설계심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 리스크 및 설계 안전성 등을 검토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최종성과품에 포함시킬 것

○ 독산2동 공영주차장 출입구와 사업지 출입구가 

가까이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예상

되므로 교통량조사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램프 경사가 

매우 가파르므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고 

시공단계에서 주차장법 허용 경사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제22차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상대자 의무사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추가할 것

○ 과업기간(10개월)은 조사, 관계기관 협의, 설계,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등 전체 일정을 고려

할 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적정한 설계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 지반조사는 지장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실시토록 하고, 중요 지점(교대, 교각 등)에 

대해서는 NX 구경 보링을 실시하되, 필요 시 

추가 지반조사를 통해 설계에 필요한 물성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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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 검토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질

오염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할 것

■ 제23차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본 과업이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이므로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에 난지물재생

센터 수처리시설 준공도 또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관련 언급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해당 시설 관련 전력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 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 계산서, 접지

계산서 포함 필요함

○ ‘건설공사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방안(기술

심사담당관-13653, 2018.9.6.)’을 반영하기 바람

   -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 가설구조물 부문별 안전 및 설계변경 검토 

가능하도록 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24차 천호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한 설계안전보건

대장이 최종성과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환승연계 시설에 관한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

처리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환승거점 

지정 및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설계 시 최소 유효보도폭이 확보되도록 하고 

2050 탄소제로 정책에 부합한 자재 및 공법을 

검토할 것

■ 제26차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용역발주심의

○ 물재생센터 최적의 운전을 위해 고장 및 수명을 

예측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검토

○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 방식에 따른 환경오염 

최적화 방안 제시

○ 안전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추가

○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 확장성 및 보안성 검토

■ 제27차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발주심의

○ 과업 기본방향 내용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야간조명 적용과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을 추가

○ 개선계획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 연차별 

세부사업 마련 항목에 ‘공간적 범위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

○ 과업수행 내용의 분야별 수행 항목을 업무 

특성에 따라 수정

■ 제28차 2호선 신정차량기지 전선로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과 자격

○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내용에 전선로 개량공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설계내역서 및 관련 지침서 작성 등

■ 제29차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유출지하수 발생량 조사 방법과 절차가 불문명함. 

자료 검토를 통한 것인지 별도의 조사 기기를 

설치 후에 발생량을 조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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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조사방법과 절차를 분명히 하기 바람

○ ‘설계 및 시공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은 대규모 사업장을 계획하는 최초 입안자

뿐만 아니라 설계자, 시공자, 시설 유지관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종합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함. 이 매뉴얼에는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프로

세스, 유출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안, 계획 및 설계방향/개념도, 

수요처 확보방안, 행정 및 인허가 절차, 유지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31차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공공측량 계획만 사전 승인받도록 하였으나 

현장조사 계획을 모두 승인받도록 수정할 것

○ 토질조사를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영하고 기존 자료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정산토록 할 것

○ 재개발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분류식 

관거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

■ 제32차 행주대교(상류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차후 재포장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포장과 바닥판이나 거더 내부 

상부와의 상관관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성평가

   - S8 내부 복부 균열(cw=0.1㎜, L=1.2m), 

S18 외부 복부 균열(cw=0.3㎜, L=2.0m) 

등의 경우는 복부에 발생된 사방향 균열로서 

2021년도에 일상 유지 보수를 실시한 바 

사방향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위치별로 

보수공법 제시)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방향 균열 개소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 제34차 도시공원 조명시설 설치·관리 기준 수립 

용역발주심의

○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광원은 수목, 분수, 이벤트 

조명 등을 고려한 계절별 색온도와 휘도조절이 

가능하고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DIMMING이 

되도록 검토할 것

○ 도시공원 종류별 가로등, 보행등, 보안등, 볼라드등의 

구성은 공원 특성과 수목과의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검토할 것

○ 공원 조명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선택을 

위해 광원을 비교·분석할 것

○ 과업 수행 확인을 위해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

■ 제35차 공릉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진출 시 도로 정지선을 

넘어가거나 정차 중인 도로 차량과 간섭이 

되며 횡단보도 보행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결방안을 재검토 하기 바람

○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KDS 41 10 15 : 2019)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에 따라 옥상정원 

부분의 활하중은 5.0kN/㎡ 이상을 적용하기 바람

○ 어린이집 놀이시설 위치 및 주차장 공간과 분리 

위한 안전울타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지하3층 기계실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적용된 바, 화재 시 빠른 동작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

하기 바람



-  22 -

○ 지하수위가 GL(-) 3.6∼4.1m 내외에 위치하여 

굴착진행 시 수두차에 의한 부력 발생이 예상

되므로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단면 C-C 구간 Raker 지지파일은 풍화암층 

근입임에도 근입장 길이가 L=3.0m로 다소 

과다하므로 재검토하여 최적화하기 바람

■ 제36차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용역발주심의

○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천이 

갖는 기능(치수성, 환경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각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 도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하천시설 일제 전수조사 점검을 통해 조사되는 

하천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과업 수행 시 

반영하고, 전수점검을 통해 수립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 타 지역 및 국외 성공사례, 유의사항(고려사항) 

등에 대한 조사 과업을 추가할 것

■ 제37차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현재 물순환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과의 과업 내용 

차이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본 용역 상위계획 

검토에 포함시킬 것

○ 수질개선은 실제 수년 간의 노력에도 현 등급

에서 상향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성과도출을 

위한 과업 방향성을 제시할 것

○ 하천별 유량현황 및 수질현황 조사 과업의 

조사 횟수 및 조사 시기(우기 시, 비우기 시)를 

명확히 할 것

2022년 1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34차 강동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1건을 제안하여 43건 채택 

(채택률 70.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9,446백만 원에서 764백만 원 

절감 (절감률 3.9%)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3.9% 24.6% 32.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기초형식을 ‘독립기초+내수압 슬래브’ 형

태로 변경 (감액 227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PHC 말뚝 길이(11m, 12m)를 지지층(N

≥50) 출현심도를 고려하여 최적화 (감액 

24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교대(A1) 기초형식 변경(말뚝기초→직접기초)

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감액 

187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상수도(음용수)를 직수 공급 (감액 54백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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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자동제어 이미지 획득 시스템과 마스크 영역기반 회선 신경망을 
이용한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의 손상분석 기술 (제924호)

(보호기간 :  2022. 1. 10. ～ 2030. 1. 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디지털카메라, 4축 시스템 및 센서로 구성된 촬영 H/W를 운용 S/W로 자동 제어
하여 분할 촬영하고, 촬영 이미지는 이미지 머징 S/W를 이용하여 구조물 전체가 나타나는 이미지로 
구현한다. 마스크 영역기반 회선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균열, 백태, 박락, 파손 및 철근노출의 
5종 콘크리트 손상을 검출하고 손상의 종류, 형상, 크기,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손상크기를 정량화
한 후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를 자동 작성하는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 손상분석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디지털카메라, 4축(상·하, 좌·우, 회전 및 이동) 시스템 및 센서로 구성된 촬영 
H/W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운용 S/W로 자동 제어하여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을 중첩률 
50%로 분할 촬영한다. 분할 중첩 이미지는 이미지 머징 S/W를 이용하여 구조물 전체가 나타
나는 큰 이미지를 구현하고 데이터로 학습된 마스크 영역기반(Mask R-CNN)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콘크리트 균열, 백태, 박락, 파손 및 철근노출 5종류의 손상을 검출하고 탐지된 손상부는 
큰 이미지에 표시한다. 검출된 손상은 촬영 H/W로부터 계측된 거리, 각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손상검출과 정량화가 완료된 정보는 문서 자동화 S/W를 이용하여 외관조사망도와 
손상물량표로 작성된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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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공사
기간

공사
규모

총공사금액
(활용금액, 원)

1
2020년도 경부고속선 천안아산∼오송간 
배방교외 1 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국가
철도공단

2020.06.1 7.
∼

2020.1 2.1 6.
2개소

829,1 70,000
(1 ,658,860)

2

남산3호터널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중 상암교 접근불가 부재에 대한 
영상스캔과 AI분석에 의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용역

서울
특별시 

서부도로
사업소

2020.1 1 .02.
~

2020.1 1 .20.
1 개소 1 45,321 ,000

(5,500,000)

3

2020년 경부고속선 노장1 교외 4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중 연제교 접근불가 부재에 대한 
영상스캔과 AI분석에 의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용역

국가
철도공단

2020.1 1 .02.
~

2020.1 1 .20.
1 개소

944,521 ,000
(4,400,000)

4
제3경인고속화도로 구조물 정기점검 
용역 중 군자대교 접근불가 부재에 
대한 영상스캔 및 AI분석 용역

제3경인고속
도로

주식회사

2020.1 1 .02.
~

2020.1 1 .20.
1 개소

84,260,000
(4,400,000)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자동제어 촬영 H/W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콘크리트 이미지를 획득 후 정선한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손상을 분석하는 기술로서 향후 강재구조물 손상을 학습

시킴으로서 콘크리트 구조물뿐만 아니라 강재구조물까지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구조물의 수량 증가와 대형화, 장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용년수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이 

2020년 18.4%(10,484개소)에서 10년 이내 45%(25,607개소)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설물 점검 필요성이 증대되어 본 기술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력에 의한 점검 시 문제점인 점검결과 오차 및 편차, 안전사고 발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되어 활용범위가 증가할 것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 영상기반 점검 기술

사진

대상구조물 거의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 터널

촬영거리 40m 1 .6m

검출가능 손상
균열, 백태, 박락, 

파손, 철근노출 5가지 균열

정확도 90.96% 확인불가



-  25 -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기존기술 신기술

▷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결여 � ▷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

▷ 영상촬영장비를 터널, 포장에만 국한적으로 개발 � ▷ 거의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가능

▷ Gray Scale법 분석으로 인한 거미줄, 물 때, 이
물질 등의 �손상을 손상으로 인식하는 한계

� ▷ 인공지능을 활용한 �손상을 손상으로 인식
하는 한계 극복

▷ 근접조사를 위한 고소점검차 및 교량점검차 
활용으로 인한 인력 안전사고 발생 �

▷ 구조물 점검 자동장치를 활용하여 인력 안
전사고 발생 제로

▷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성능중심 유
지관리 활용 제약

�
▷ 상태변화의 진행성 확인으로 성능중심의 선

제적 유지관리 활용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의 핵심기술인 촬영 H/W, 운용 S/W, 손상분석 및 평가 S/W는 자체개발한 기술로서 

신청인이 오랜 진단 경험으로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선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

리즘은 신속 정확하고, 외업 점검자의 안전 보장, 내업의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과업수행이 

가능함으로서, 동종분야 경쟁기술 대비 기술적 우위에 있다.

 또한, 이 신기술을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매트릭스로 분석한 결과, 넓은 시장, 낮은 가격, 

높은 수준의 기술로서 향후 해외 수출이 가능한 기술이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교량 PSCB, 연장 500m, 정밀안전진단 기준, 단위: 원)

항목 단
위

수
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외
업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 식 1 - - 847,626 847,626 - - 847,626 847,626

현장이동 및 
안전교육

식 1 - - 1 ,394,751 1 ,394,751 - - 1 ,394,751 1 ,394,751

외관조사 식 1 - - 5,888,926 5,888,926 728,704 728,704 6,61 7,630 6,61 7,630

현장측정 및 시험 식 1 - - 751 ,868 751 ,868 - - 751 ,868 751 ,868

내
업

자료분석 및 계획서 
작성

식 1 - - 1 ,925,1 73 1 ,925,1 73 - - 1 ,925,1 73 1 ,925,1 73

외업준비 식 1 - - 593,21 4 593,21 4 - - 593,21 4 593,21 4

외관조사 자료정리 식 1 - - 5,004,323 5,004,323 - - 5,004,323 5,004,323

내구성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식 1 - - 31 9,91 9 31 9,91 9 31 9,91 9 31 9,91 9

상태평가 식 1 - - 731 ,370 731 ,370 731 ,370 731 ,370

보수보강 공법선정 식 1 - - 2,046,047 2,046,047 - - 2,046,047 2,046,047

중간보고 식 1 - - 2,362,071 2,362,071 2,362,071 2,362,071

종합보고서 작성 식 1 - - 5,31 7,472 5,31 7,472 - - 5,31 7,472 5,31 7,472

사진첩 및 e-보고서 
작성 식 1 - - 984,384 984,384 - - 984,384 98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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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교량 PSCB, 연장 500m, 정밀안전진단 기준, 단위: 원)

구        분 신기술(a)
기존기술(b)
육안점검

증·감
(c=a-b)

증·감율
(=c/b) 

직접인건비 28,895,848  44,453,022 -1 5,557,1 74 -35.00%

제경비 31 ,785,432  48,898,324 -1 7,1 1 2,892 -35.00%

기술료 1 2,1 36,256  1 8,670,269 -6,534,01 3 -35.00%

직접경비 1 0,541 ,987  1 5,824,465 -5,282,478 -33.38%

공급가액 83,359,523  1 27,846,080 -44,486,557 -34.80%

부가가치세 8,335,952  1 2,784,608 -4,448,656 -34.80%

[총 원 가] 91 ,695,475  1 40,630,688 -48,935,21 3 -34.80%

    3) 공사기간 

 연장 500m인 교량 정밀안전진단 기준, 기존기술의 투입인력은 외업 61인, 내업 136인이나, 

신기술은 외업 44인, 내업 96인으로 기존기술 대비 외업은 27.86%, 내업은 29.41%가 절감된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구성품 내용년수는 6∼15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한다. S/W는 매년 정선한 데이터로 

학습으로 인해 신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원격제어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교량 점검 시 근접조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점검자 사고발생이 제로이며, 리튬 축전지 이용

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발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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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추적식 집광장치와 투광렌즈 및 산광부를 이용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 

(제925호)
(보호기간 :  2022. 1. 10. ～ 2030. 1. 9.)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태양추적식 일체형 비구면거울의 집광부와 투광렌즈를 적용한 광전달부, 인공조명과 

자연조명 병용이 가능한 산광부가 적용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의 설치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태양추적이 가능한 집광장치를 통해 고밀도로 응축된 태양광을 광전송 렌즈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광손실로 원거리 광전송이 가능하고, 광량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태양광 유입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내 또는 음영지에 최적의 자연조명 제공은 물론 지하 공간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절차 및 방법 현장 시공 사진 시공절차 및 방법 현장 시공 사진

1

대상위치& 

광전송 경로 

파악 및 

일영분석

4

수직·수평 

광전송렌즈 

설치

2
기초구조물 

설치
5

 산광부 설치

(집중형 or 

확산형)

3

추적식 

집광채광장치 

설치

6

디밍제어

인공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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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공사금액

1

종각역 북측 지하공간 

재생공사 태양광 채광시스템 

물품구매 설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시설국 토목부

㈜선포탈

201 9.05.1 4.

∼

201 9.1 2.31 .

2,274,500,000원

(대형 8대)

  나. 향후 활용전망

 세계적으로 친환경, 저에너지 사용의 그린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배출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 CDM(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활성화 등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기술 분야의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 집광채광 분야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라고 할 수 있어, 집광채광 분야 요소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이 신기술은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실내로 유입시켜 건축물에 적용해 조명에너지 절감과 

실내 쾌적한 시환경 조성은 물론, 식생을 통한 지하 정원 조성이 가능해 앞으로 자연채광 조명

시스템 이나 친환경 건축분야에서 더욱더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과 대비되는 국내의 유사기술 및 경쟁상대는 현재로선 없으며 기존기술과 비교해 우수한 

시스템효율, 운영시간 연장, 원거리 광전송, 고품질의 자연조명, Iot기반의 무선제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로 차별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에코 조명, 태양광설비, 친환경(그린빌딩, 제로 에너지 등) 건축에 대응하는 주요 

요소기술 확보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산업발전과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건물 내의 시환경 쾌적성 향상으로 거주 만족도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건설시장에서의 큰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국외의 세계시장에서 추적식 자연채광 조명시스템을 상업화한 곳은 미국, 일본, EU 등의 일부 

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인이 보유한 독창적인 기술은 국내외 유일한 기술로 지속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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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유사기술 출현으로 인한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신기술만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조명제어기술은 기존기술이 구현하기 어려운 균일한 

조도 확산과 LED 인공조명과의 연동제어로 향후 몇 년은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태양광이 갖는 에너지 측면의 가치 외에 동식물 나아가 인간 생활에 주는 다양한 효용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첨단 조명기술로 기술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소형제품 1대, 광전송거리 30m 이내)

No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합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가 지적공사비 식 1 71 ,1 87,051 67,71 4,893 3,381 ,287 90,871

1 집광부 추적식 집광형 식 1 34,076,963 32,360,01 2 1 ,677,392 39,559

1 .1 기초구조물 식 1 2,242,1 47 1 ,382,01 2 833,238 26,897

1 .2 집광부 식 1 31 ,834,81 6 30,978,000 844,1 54 1 2,662

2 광전송부 추적식 집광형 식 1 26,81 7,968 25,949,000 856,1 27 1 2,841

3 산광부 추적식 집광형 식 1 8,405,996 8,327,000 77,829 1 ,1 67

4 전기공사 및 기타 추적식 집광형 식 1 1 ,886,1 24 1 ,078,881 769,939 37,304

    2) 공사비 (실사현장 기준)

 이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비 비교는 유사규격과 동일성능 구현조건(시뮬레이션 검토)에서 

비교 시 약 신기술이 9% 정도 높으나 고품질, 첨단기술(원격제어) 적용, 유지관리 편리성(모니터링

시스템) 및 내구성 우수, 주요 광학제품 국산화를 통해 40∼50% 공사비 절감이 가능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신기술(A) 1 ,723,499,880 8,775,801 - 1 ,732,275,681 8대, 광전송거리 1 45m(대형)

추적식 렌즈(B) 1 2,1 45,000 982,603 1 4,737 1 3,1 42,340 1 대, 광전송거리 1 .0m(소형)

고정식 프리즘(C) 4,341 ,000 3,668,1 1 2 55,01 9 8,064,1 31 1 대, 광전송거리 1 .2m(소형)

유사규격&

동일성능 조건 

시뮬레이션검토

(광전송거리 30m)

- A : 2,645lx(7,1 1 8 만원/대)

- B :   524lx(1 ,286 만원/대)

- C : 적용불가 

⇒
기존기술(B)

5대 설치
⇒

- 신기술(A)   : 7,1 1 8(만원)

- 기존기술(B) : 6,431 (만원)

신기술이

약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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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소형제품 1대, 광전송거리 30m 이내)  

 이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은 2.3일∼3.5일 정도로 매우 짧아 거의 유사한 공사기간을 

갖는다.

구분
공정(일)

합계
위치/경로 파악 기초구조물설치 집광부설치 광전송부설치 산광부설치

신기술 0.5 0.5 0.5 1 .5(30m) 0.5 3.5 일

추적식렌즈형 0.5 0.5 0.5 0.3(20m) 0.5 2.3 일

고정식프리즘형 0.5 0.5 0.5 1 (4m) 0.5 3.0 일
 

    4) 유지관리비 (실사현장 기준)

구분 주요부품 기존 신기술(렌즈+광케이블) 신기술

집광부

사용가능

연한 및 

유지보수

PMMA보호커버, 프레넬렌즈 광학유리 보호커버, 비구면거울

누적된 먼지, 조류 배설물 등으로 효율저하 시 세척작업(동일조건)

약 5년(PMMA 구성)

교체비용 1 ,500만원 x 3대 = 4,500만원

약 1 5년(광학유리 구성)

- 청소작업(1 회/3년): 약 71 만원 x 5회 = 355만원

- 청소작업(1 회/2년): 약 71 만원 x 8회 = 568만원

광전송부/

산광부

사용가능

연한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 없음

(집광부 일체형으로 동시 교체)

광학렌즈 약 1 5년 이상

- 청소작업(1 회/2년) : 약 52만원 x8회= 41 6만원

유지관리비용

(1 5년간)

4,500만원
- 771 만원(1 회/3년) ⇒ 3,729만원 절감(약 5.8배)

- 984만원(1 회/2년) ⇒ 3,51 6만원 절감(약 4.5배)

 - 집광부유지보수  : 재료비 1 만원 + 인건비(2인/조)40만원/회 +크레인 30만원/4h = 71 만원/회

 - 광전송부&산광부유지보수 : 재료비 2만원 + 인건비(2인/조)40만원/회 +리프트 1 0만원/일= 52만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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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과는 달리 태양광을 전기나 열로 변환하지 않고 직접 조명 

및 생육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의 에너지 관련 기술로써 조명에너지 절감, CO2 저감, 이용자의 

생산성 및 학습능력 향상, 질병 치료 및 건강증진, 도심지 일조권 문제 해결 대안, 녹색건축물 

조성 및 건축물의 잔존가치 증대, 도시 재생 사업(지하 생태공원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에 기여가 예상되어 에코조명,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빌딩 등 다양한 건설분야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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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도시물류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도시물류란 도시로 들어가고 나가는 또는 도시 

내에서 순환하는 물류의 순환으로, 그 주체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연결하는 기업 

혹은 개인이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생태, 

경제 및 사회발전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물류산업을 

이룩하고자 14개의 공공 및 민간주체가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물류헌장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헌장은 

한편으로 지자체와 경제 및 사회 주체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도시권이 자발적으로 현지에서 도시물류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참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도시물류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물류의 지역혁신 프로그램 ‘앵테뤼드7)’라는 에너지 

절약인증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810만 유로이며, 중간 규모 도시 50여 개 및 여러 

개의 코뮌이 공동의 목표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하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코뮌 연합 257개가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교통과 화물상의 혁신을 위해 프랑스 

모빌리테(France Mobilit�s) 사업도 운영 중이다. 

프랑스 모빌리테는 지자체,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교육기관, 협회, 연구소 등 모든 주체에 열려 있으며, 

이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내 물류 관련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조건에 맞추어 아이

디어를 낼 때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또한, 프렌치 

테크, 프랑스 미래 투자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

에도 연계되어 있다. 프랑스 모빌리테의 목표는 

7) Innovations territoriales en logist ique urbaine durable: 

InTerLUD

다음의 세 가지이다. 먼저,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는 주체들을 모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지역 내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안의 실험이 

용이하도록 한다. 셋째, 모두를 위한 그리고 전 

국토를 위한 정책을 고안 및 시행하며, 특히 저개발

지역과 농촌지역을 우선시한다.

 프랑스 모빌리테는 생태전환부8) 산하 교통혁신청9)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 및 도우미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물류 분야 개선을 위한 범부처 위원회10)를 

통해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주체들을 모아서 물류 

분야의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위원회’를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위원회는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자체와 국가 간의 상호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공공정책이 알맞은 선택을 하도록 한다. 둘째, 

지자체들이 물류의 운반 및 배송에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도시물류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도시물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도시물류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국가 차원의 도시

물류 관리소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화물 물류

운송에서 생태에너지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프랑스에서 도시물류가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 

물류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환경 

보존,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전환, 이커머스 

개발을 통한 디지털 전환 등의 쟁점이 들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위와 같은 다각적 활동을 통해 

도시물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8) Minist�re de la transit ion �cologique

9) Agence de l’innovation pour les transports

1 0) Comit� interminist�riel de la logist ique: CILOG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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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물류 혁신의 아이콘, 오카도(Ocado)

 북미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기존의 물류시스템에 

미치는 아마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마존은 

주문한 다음 날 받을 수 있다는 놀라움을 영국인들

에게 선사했고, 우리에게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유통혁신은 영국의 전통적 배송

업체들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아마존의 

대항마로 떠오른 기업은 영국 배송우편의 상징인 

로열 메일도, 세계적 유통업체인 테스코도, 영국 

왕실의 공식 식품납품업체인 웨이트로즈도 아닌, 

2000년에 설립된 신생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 

(Ocado)이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총알배송’이 영국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인건비와 짧은 근무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노동습관 때문

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동전을 쏟아 내고 지갑을 

한참 뒤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영국이다. 

줄 서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매너이자 질서를 위한 

당연한 행위이며, 노동자 역시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원칙대로 일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 안에서 행해지고, 

고객도 서로 정해진 약속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배를 가정에서 받지 못했다면, 택배

회사에서 2∼3일 뒤에 다시 오거나, 주문자가 

다음날 택배회사가 지정한 곳으로 직접 가야 하는 

곳이 영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에는 ‘부재 시 이웃집에 맡겨달라’라고 적어놔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택배회사와 

관련된 노동자 이슈가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방식으로는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

보다 사업자 스스로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강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림 1 >  오카도와 글로벌 협력업체1 1 )

< 그림 2>  격자형 분류시스템, 그리드1 2)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오카도는 ICT(정보통신

기술)를 집약한 물류 혁신을 제시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노동착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영국 

사회이지만, 고객들이 즉각적 대응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오카도가 유통산업을 

노동집약적 과정에서 벗어나 4차 산업으로 전환한 

1 1 ) 자료: https://www.ocadogroup.com/our-solutions/our-global-partners

1 2) 자료: http://www.soma-project.eu/index.php/press/201 -the- 

registergrocery-4-0-ocado-reshapes-retail-with-robotics-and-

automation(2022년 1 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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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성공의 이유일지도 모른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유통 혁신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오카도는 

‘아마존 킬러’라 불리며, ‘오카도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유통업체들에 자신의 Ocado 

Smart Platform(OSP)을 제공하고 있다.

< 그림 3>  그리드 위를 이동하며 상품을 수집하는 

디지털 트윈 봇들1 3)

< 그림 4>  상품을 옮겨 담는 로봇, 그리퍼1 4)

 OSP의 핵심은 거의 모든 과정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를 통해 제품이 창고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모든 공정은 매우 즉각적

이다. 온라인을 통해 주문된 상품은 상품공급업체에 

자동으로 주문되어 오카도 물류센터에 입하된 

후 ‘그리드’라고 불리는 격자형 분류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 격자 한 칸당 최대 21개의 물품

1 3) 자료: https://www.logist icsmanager.com/ocado-groupno- 

longer-agrocer-says-cma (2022년 1 월 26일 검색).

1 4) 자료: https://www.wired.co.uk/art icle/ocado-robot-wars 

(2022년 1 월 26일 검색).

상자를 쌓을 수 있으며, 물류센터에서는 총 10만 

개 이상의 상자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드 위에는 

약 1,100개의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이 로봇들은 4G 통신을 기반으로 주문이 들어오자

마자 가장 가까운 로봇이 해당 상품이 있는 칸

으로 이동하여 상품을 수집하고 포장공정으로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 로봇들은 서로 통신하며 

다른 로봇에 도움을 청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양보하기도 하고 최적 경로를 

재설정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로봇들은 5분 만에 

약 50건 정도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포장된 이후 배송과정에서도 배송트럭에 최적 

경로정보를 제공하며, 주문자에게 실시간 트럭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한 배송으로 완전한 자동화를 이루고자 한다.

 영국 물류 혁신의 아이콘이 된 오카도의 혁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AI까지 도입해 누락된 재고

상품관리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이 동원되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는 포장공정

으로 이동된 상품을 그리퍼(gripper)라는 개별 

상품을 옮겨 담는 로봇이 상품을 인식하여 적절한 

강도로 움켜잡아 포장지 안에 넣는 기술개발이 

완성단계에 가까워졌으며, 앞으로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하하고 하역하는 과정까지 자동화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logistics manager. 

https://www.logisticsmanager.com/ocado-groupno-longer-a-groce

r-says-cma/ (2022년 1 월 26일 검색).

Ocado Group. 

https://www.ocadogroup.com/our-solutions/our-global-partners 

(2022년 1 월 26일 검색).

SOMA SOFT MANIPULATION. 

http://www.soma-project.eu/index.php/press/201 -the-register-groc

ery-4-0-ocadoreshapes-retail-with-robotics-and-automation 

(2022년 1 월 26일 검색).

W IRED. https://www.wired.co.uk/article/ocado-robotwars (2022년 

1 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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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주 물류 서비스 디지털화 현황

 유럽 연합은 2024년을 목표로, ‘전자화물 운송

정보규정(Efti)’을 전 유럽 물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자화물 운송정보규정은 

도로,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업체가 집행기관과 

디지털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프레임 워크로, 전자정보 사용의 표준화를 

통한 화물운송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이다. 전자정보 사용의 표준화를 통한 화물운송의 

디지털화는 그 효율성과 정확도의 향상을 통해 

약 7배가량의 비용절약이 가능하다. 이 계획은 

2019년 시작되어 2024년 첫 시행을 목표로 진행

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물류 서비스 업계의 디지털화를 

향한 빠른 전환을 대변하고 있다.

< 그림 1 >  2040 바르셀로나 항구 비전(에너지 전환, 

물류 및 산업, 새로운 교통수단, 인프라 공사, 지식과 

혁신, 디지털화, 2021 -2025 포르트벨 항구)1 5)

< 그림 2>  지도의 기호 목록(순서는 위에서 아래로)1 6)

1 5) 자료: Port de Barcelona 2021 .

1 6) 자료: Port de Barcelona 2021 .

 스페인의 무역 중심지인 카탈루냐주 정부에서는 

이동성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19년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17)에서 ‘2020-2030 

카탈루냐 이동성 디지털화를 위한 의제18)’를 발표

하였다. 주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 지침의 

정의가 필요했다. 이 의제는 모든 이동성 분야가 

디지털화 및 급격한 변화에 따라 펼쳐지게 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동성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으로, 기간은 

2020년 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 의제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주요 정책 축 중 

하나가 ‘신기술 기반의 물류시스템 구축’이다. 물류 

분야의 새로운 기술 사용을 촉진하여 해당 분야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상품운송 및 라스트

마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e-freight) 문서의 디지털화 

추진, 물류관리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적가능성 및 물류 체인의 가치 기여도를 개선

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의 홍보, 라스트마일 유통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식별, 새로운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물류 분야 전문가 교육으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주도(主都)인 바르셀로나는 

남유럽 물류사업의 중심지로, 특히 바르셀로나 

항구는 지중해 해상운송산업의 중심지이다. 바르

셀로나 항구는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바르셀로나 항구를 지중해의 스마트 

물류 허브19)이자 유럽 물류 허브의 리더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항구 4차 

전략계획 2021-2025’는 이를 위한 정책 계획이다. 

1 7 ) Smart City Expo W orld Congress 201 9

1 8) L’Agenda de la D igitalitzaci�  de la Mobilitat de Catalunya 

2020-2030: ADMC

1 9) SMART(Sostenible, Mult imodal, Agil, Resiliente, T ransparente 

del Mediterr�ne) Logist ics Hub del Mediterr￡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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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물류 허브의 첫 번째 요소인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3개의 축을 경제, 환경, 사회 분야로 

정하고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전략적 목표는 경제적으로는 대외 무역 

700억 유로 달성, 환경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및 

로로(Roll on, Roll off) 부두의 50% 전기화, 

사회 분야에서는 4만 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달성은 

항구 배후 지역 확장의 어려움, 디지털화 및 자동화 

프로세스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유럽 대외

무역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이 계획에서도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를 

위한 정책의 대부분은 디지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 집중 사용을 위해 

이동성 서비스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토타입 제시, 프로세스와 데이터 및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디지털 플랫폼 

Portic의 확장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기술 플랫폼, 

접근성과 이동성 관리를 위한 트윈-항구(Twin-Port) 

프로토타입 사용, APB 통신계획 배포, 철도 활동의 

관리 및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중앙집중식 교통

통제(CTC) 구현, 상품의 자율운송 촉진을 위한 

항만 내 화물트럭 최초 완전 자율주행, 항만 전체에 

5G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적 

측면에서는, 항구의 복합운송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철도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개발은 컨테이너 

화물철도 이동의 디지털화가 광학 문자인식

(OCR)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항구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자리 파괴를 상쇄하기 위해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창업과 물류 및 운송 분야의 

혁신 생태계 개발 촉진을 통해 인재 유치에 기여

하고자 한다.

< 그림 3>  화물트럭에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의 사례20)

 바르셀로나를 지중해 스마트 물류 허브로 만든다는 

계획은 바르셀로나 항구가 가지고 있는 규모 및 

다양성에서의 이점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계획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항구 서비스의 디지털화, 자동화 및 로봇화는 서로 

다른 항구들 사이의 민첩성, 유연성, 투명성 및 

비용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이를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 항구는 높은 해외 무역량에 

따른 경제 규모 확장과 항만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

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지중해 스마트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르

셀로나 항구가 가지고 있는 물류관리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항구 서비스의 차별화가 강조되고 있다.

 카탈루냐주 정부에서는 또한 차량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차량 물류업체의 효율적인 

디지털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물류업체의 디지털화를 

위한 단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20) 자료: Sergi Sau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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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류 서비스 작업단계를 

체계화하여 정의하고, 각 단계에 맞는 기술들에 

대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비용과 이점 등의 가치

평가를 제공한다. 작업단계는 주문관리, 차량 할당 

및 제어, 배달 후의 3단계로 정의되며, 단계별 

세부단계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다. 각 단계에 

맞는 기술정보 및 가치평가는 기술별 KPI 측정을 

통한 정량적 분석과 기술평가, 밸류에이션 그래픽 

표현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회사에 맞는 기술선택을 

위한 디지털화 계획의 수립방법을 ‘디지털화 전략 

구축, 비즈니스 모델 설정,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빠른 디지털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질서를 

바로잡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탈루냐주는 

전통적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협력

하여 블루 디스트릭트를 형성하고 청색 경제

(blue economy)를 발전시킴으로써 물류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물류업체들이 

수월하게 디지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물류 서비스의 특성상 디지털화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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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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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교량·터널 모니터링센터 
운영

� 도로시설물 120개
� 연계정보 123개소

-
(500)

조건부
채택 토목

18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 교량폭 확대
�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3,000
(499)

조건부
채택 토목

22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

�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 개선
�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구리방향) 

진출램프 신설

14,171
(1,117)

조건부
채택 토목

23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 난지물재생센터 제1,2처리장 
복개 및 상부 공원화

255,028
(9,024)

조건부
채택 토목

24
천호대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 청계천~용두공원~천호대로 
북단(왕복13.5㎞)

-
(497)

조건부
채택

토목

26
지능형 물재생센터 
구축방안

� AI 기반 하수처리공정 자동화 
구축

-
(800)

조건부
채택 전기

27
한강변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수립

� 한강변 야간경관 기초조사/분석
� 계획과제 도출 및 기본구상

-
(200)

조건부
채택 전기

28
2호선 신정차량기지 전선로 
개량

� 노후 열차제어용 신호케이블 및 
전선로(케이블, 트로프) 개량

7,458
(181)

조건부
채택

전기

29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 7종 20개소 이상
-

(400)
조건부
채택 토목

31
신월1-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유량/수질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구축
� 차집시스템 개선

14,506
(932)

조건부
채택 토목

34
도시공원 조명시설 
설치·관리 기준 수립

�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관리 기준 마련

-
(150)

조건부
채택

전기

36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 물관리시설물 현황조사 및 시민
친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300)

조건부
채택 토목

37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용수공급현황 조사
� 최적화한 용수공급계획 수립

-
(800)

조건부
채택 토목

설  계
심  의

14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 지하2층/지상1층, 168면
� 연면적 5,954.39㎡

14,303
(571)

조건부
채택

토목

20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 지하2층/지상1층, 105면
� 연면적 3,800.68㎡

11,648
(520)

조건부
채택 토목

35 공릉구민체육센터 신축 � 지하3층/지상3층
� 연면적 2,545.48㎡

13,400
(419)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84
-1 상도3배수지 외 1개소 � 상도3배수지, 상도3올림터 

정밀안전진단
-

(97)
조건부
채택 토목

5 한강대교 � 정밀안전진단
-

(593)
조건부
채택 토목

6 성수대교 � 정밀안전진단
-

(627)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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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21) 심사현황 (2022년 2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21 )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2. 2.

건     축 신속통합기획(상계5동 일대) 현장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등 32건 3,694 3,674

교 통
공영차고지 주차장 고도화 관리방안 용역 
등 21건 2,008 2,006

기 계 설 비 7호선 중계 등 2개역 환기설비 개량 TAB 
기술용역 등 5건 370 369

도 로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3건 542 542

도 시 계 획 화곡1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5건 1,248 1,248

상 하 수 도
동대문구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21건 7,723 7,716

소 방 도림천역 등 6개소 전기실 소방설비 
개량공사 감리용역 등 6건 206 205

전 기 통 신
2022년 1~4호선 노후 송배전설비 
개량공사(16차) 감리용역 등 12건 2,965 2,963

정 밀 진 단 2022년 한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강남) 등 5건 1,346 1,295

조 경 · 산 림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등 
47건 1,925 1,911

지 하 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등 3건 307 307

기 타
영등포구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전문감리)용역 등 9건 992 915

 계 169건 23,326 23,151

15
1, 4호선 동묘앞∼신설동역 
등 7개 구간 지하구조물

� 1호선 L=3,022㎞ 
� 4호선 L=3,749㎞

-
(864)

조건부
채택

토목

16 잠실철교(철도교, 도로교) � 정밀안전진단 -
(818)

조건부
채택 토목

19 양화교 및 양평교 � 정밀안전진단 -
(300)

조건부
채택

토목

32 행주대교(상류교) � 정밀안전진단 -
(260)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34 강동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496.19㎡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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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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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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1.25.~1.28.
3.2.
~3.1
3.

3.23. 4.5.~4.8. 5.7.~5.20. 6.3.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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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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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필먼트(Fulfillment)

 국내·외에서 풀필먼트(fulfillment)의 정의를 조사

하면 ‘고객 위주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고객 위주의 프로세스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물건을 주문하여 배송받고, 구매한 후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공급자가 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것을 뜻한다. 프로세스 측면은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판매 금액 결제 및 배송

까지의 순차적 업무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상품을 웹페이지에서 주문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주문내역이 물류창고에 전달되어 물류창고에서 포장·

선적되고, 배달된 이후에 발생하는 교환·AS·반품 

등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공급망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한다.

 풀필먼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기업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고유 서비스인 FBA 

(Fulfilment By Amazon)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아 물류

창고를 제공하여 재고를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고객

에게 주문을 받았을 때 풀필먼트 창고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아마존은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받은 후 발생하는 

문의에 관한 답변까지 대신해주고 있다. 아마존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과 제조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결제, 물류창고를 통한 제품의 처리 핸들링

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까지 전체적인 케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풀필먼트 프로세스를 도입

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84호),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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