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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1 : 쉬웠거나 - 우리가 가까이 하지만 관심 가지지 않은 것들

 매년 2월이 되면 설날 세뱃돈이나 효도수당, 운이 정말 좋다면 연말정산 환급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서 나와 가장 가까운 물건을 찾아보기로 해본다. 사람(친구, 가족)이 아니고 

물건이므로 아무래도 자기 주머니를 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것은 바로 지갑, 그 속의 

돈이다.

 지갑 속의 동전이나 지폐를 꺼내 보면 느끼는 것이 있다. 전공이 토목공학(토질및기초)이다 보니 직업병

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동전이나 지폐에는 사람 얼굴이나 미술작품이 한두 개 이상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간 인물은 율곡 이이, 신사임당 등이다. 오만 원 지폐는 수묵으로 

그린 포도 그림이 있고, 오천원권에도 수박과 맨드라미 그림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10원짜리 동전이다. 10원 동전에 있는 

구조물은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다. 다보탑은 경주 불국사에 설치된 국보로서 중요한 구조물이다. 

전 국민이 쓰는 지폐이나 동전과 같은 화폐에 들어가는 그림이니 토목공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한번 

그 구조물의 의미를 생각해보려 한다.

    

[그림 1] 10원 동전(다보탑)과 10 유로 지폐(교량) : 인터넷 캡처 그림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유로(EURO)화나 러시아 지폐에도 구조물의 그림이 포함되어있다. 그중에서 

유로(EURO)화에 표시된 구조물은 실재하지는 않는 구조물이 있으나 러시아 지폐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표시되어 있다. 유로(EURO)화의 어느 지폐든지 앞면은 창문 또는 건물의 현관 출입문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교량이 그려져 있다. 액면에 따라 창문과 교량의 건축 양식이 구별되며, 유럽의 공통 

유산인 건축과 건축 및 토목구조물로 표현한 유로화 디자인은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 지폐

에는 토목구조물이 있으며, 수력발전소(댐)나 교량이 도안되어 있다. 물론 러시아 지폐에 건축물도 표시

되어 있다. 

》  칼  럼

쉬웠거나 어렵거나 안전하거나

    양 태 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김포대학교 산업안전환경계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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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러시아 10루불 지폐(댐)과 5000루불 지폐(교량) :인터넷 캡처 그림

 그만큼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의 중요성이 지폐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을 

따라 설치된 교량과 토목 건축물 들이 서울의 모양을 대변하고 있다. 올림픽 대로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토목구조물은 단순한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미적인 아름다움도 많이 표시

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 바로 지갑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잘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잘 유지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활용하기도 한다.

 설 명절은 일 년 중 신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오늘따라 10원짜리 동전에 나타난 

구조물이 새롭게 이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다.

 국내 토목 기술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 부를 

좇는 경쟁 속에도 지폐 속의 구조물을 음미하면서 잠시라도 토목이나 건축전공의 구조물 기술자로서 

책임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SCENE #2 : 어렵거나 - 우리가 알았으나 관심이 부족한 것들

 10원짜리 동전에서도 땅 위 탑 구조물이 나타나 있듯이 지금 철도나 지하철, 도로 등 교통수단의 

지하화에 따른 상부 구조물의 보존 기술은 중요한 주제이다. 하물며 지상 구조물이 문화재인 경우에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상부 시설을 녹지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되는 지하 

구조물의 기대되는 사용성만큼이나 상부 시설인 문화재의 보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의 문화재 

안전에 관한 생각과 토목구조물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통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한국은행 본관 건물에 인접하여 별관을 신축하는데 따른 조사 관련 자문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한국은행 본관은 1912년 1월 준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95.46

평의 석조건물로 외벽은 화강암, 지붕틀은 철골조, 바닥을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은행 본관은 사적 제280호로 지정되어있으며 공사로 인하여 문화재 손상 방지를 위한 영향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글에서는 공사의 영향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문화재 공사와 관련되어 살펴보아야 

할 장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지어진 지 오래된 석조구조물이므로 석조구조물의 안전성과 보존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지반침하에 대한 검토가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석조구조물의 침하는 암반보다는 

토사가 혼합된 지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하수 유입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은 구조물 하부에 설치되는 

기초공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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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은행 건물과 하부 지층 구성도

 지반조사 결과 지층구성은 지표에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에서 기초공법으로 나무말뚝이 발견되었다.

 

[그림 4] 한국은행 지하에서 발견된 나무말뚝 현황사진

[그림 5] 통나무 기초 노출 상태(종로 공평동 유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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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에서 지하층의 시굴작업에서 발견된 나무말뚝 중 2개의 나무말뚝은 각각 지름 200㎜ 길이 

1,750㎜, 지름 110㎜ 길이 600㎜이며 침엽수(소나무)이고 수직 방향으로 시공되었고, 나무말뚝 표면의 

지름의 35% 정도 변색(습윤)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국내 석조건물의 지하에서 

발견된 구조물의 지하 기초가 현재까지도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부 구조물의 보존에 기여한 기여도도 더욱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초 말뚝 재료의 변천 과정에 따르면 나무말뚝에서 콘크리트말뚝, 강관말뚝, 고강도 강관말뚝, 

최근에는 초고강도 복합말뚝, 합성말뚝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말뚝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발전은 상부 시설물(문화재 등)의 안전한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최근 삼성역 

인근에서 계획되고 있는 대심도 지하 시설 공사에도 충분한 지하 조사를 통하여 상부 구조물의 안전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 하부를 관통하여 지하철이나 지하 공간, 관설치를 설치하는 공사가 계획,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의 

정밀안전진단 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계획의 목적은 석탑의 기울기 발생에 대한 제 현상

들을 조사·분석하고 문화재에 내재 되어 있던 기능장애나 이상 변형의 원인을 규명하며 근본적인 보존

대책안을 수립하여 석탑 보수·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석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학적·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하고 성능저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풍화 훼손도를 작성하였다. 비파괴 물성

시험으로는 초음파 탐사, 3D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입체측량과 변위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물리탐사

(탄성파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석탑의 구조해석 및 

안정성을 검토하였고, 보수 보강을 비롯한 보존처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지에 설치된 

흥인지문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시행되고 있다. 

보  

[그림 6] 칠층석탑의 탄성파탐사(굴절법)와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Lin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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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 흥인지문 전경

 또한, 사용이 정지된 철도 터널의 폐쇄에 따라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철도 폐쇄구간에 

설치된 기존 철도 터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버섯재배 등 농업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터널은 폭 4.3m, 높이 5m 내외로 철근콘크리트(또는 조적식) 구조물이며, 그 내부에 진입도로와 

전기시설을 가설할 경우 작물 저장 보관 및 가공품 저온 숙성 등 농업시설로 사용한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는 50여 년 전의 경전선 기차 터널을 다래와인을 저장하는 와인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 또한, 

문경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문경선은 레일자전거를 이용는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레일자전거가 통행

하지 않는 철교와 터널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춘선 구간에는 기존 철도 터널을 자전거

길로 이용하여 관광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사용 선로 구간에 친환경일주관광도로, 풍경

열차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폐철도터널에 대하여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는 60㎝이며, GPR탐사 및 철근

탐사결과 기존 콘크리트 라이닝에는 철근 등이 존재하고, 소규모 공동이 분포하는 조사결과를 통하여 

도로터널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터널 중앙부에서 확대 굴착을 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기존 철도터널을 재활용한 도로터널 확폭 적용 단면(국토부, 2013)

SCENE #3 : 안전하거나 -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건축이나 토목 기술, 구조물의 유지관리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안전한 시설물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은 모든 건설기술자들의 의무이다. 현재 이러한 임무를 담당할 대학 입학자원의 부족은 큰 현실이며 

현재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도 부족하여 미래 건설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공 관련 기술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지반공학회 학술대회의 논문 수를 

비교하는 칼럼을 투고한 적이 있다. 2009년 봄 학술발표회의 참가자는 639명이었으며, 발표 논문은 

138편(구두 52편, 포스터 86편, 0.23편/참가자)이었고, 그 후 10년 후인 2019년 봄 학술발표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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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참가자는 500명이었고, 발표 논문은 166편(구두 88편, 포스터 78편, 0.33편/참가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가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0년 이후부터는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발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발표대회의 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건설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미래

에서 안전한 구조물의 완성도 기약할 수 있다.

 

[그림 9] 우리나라 한국지반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발표 건수와 참가자수 추이

 근본적으로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의 감소추세에 따라 토목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의 배출이 절실하며 

대학원 입학생의 인원 증가와 연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해외 건설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 

학술발표회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토목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건설기술자는 자기 자신의 색깔(Personality)을 길러야 한다. 지진이나 산사태, 싱크홀, 

안전사고 등 최근의 건설 관련 관심사에 대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관심적으로 다루면서 공동의 연구결과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자로서의 책임감(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Ability)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자기 자신의 대한 긍정적 시각(Yes)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미래의 안전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은 I am OK, You are OK...... Let us PRAY.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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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마련 시행
 서울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

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

으로 각각 10개 과제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에 참여

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특성상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구조로 불공정 관행이 고착화 

되어 있고, 이러한 상위단계의 불공정행위는 하수급인, 

근로자까지 전가되어 공사장 안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하도급 직불제 시행’,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그동안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깨기 

위한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지침서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급비 1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내역서를 올해 10월부터 공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

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3월에 착수하였고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둘째,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

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하여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부당

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 부당특약 사례를 비교해서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서울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할 계획이며,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반영 미흡 등으로 공사품질 저하,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비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동안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하여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하여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섯째,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
(간접공사비 발생) 시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을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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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시 ‘간접비 지급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토록 하여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6〕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 
본격화…등산로쉼터 지킨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등산로, 
둘레길, 쉼터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1)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2020.7.1.)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등으로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
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
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가 작년 8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가 

신청했다. 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매입대상지 23개 공원

구역 내 41필지(12만8천㎡)를 선정했다. 불암산 

등산로, 인왕산 쉼터 등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는 곳들이다. 

 서울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

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부지 등을 분할 매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협의매수 대상지에 대한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3년도 

협의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5월 

공고 예정)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89〕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276개 건설

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2022.3.3. 기준)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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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전 대비 평균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하여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불법하도급이 

줄어들고 아울러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 

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하였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 인원을 

보강하여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

이다. 우선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중랑구 발주

공사 중 2월 15일 개찰 분부터 현재 2건의 공사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자치구

로도 단속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속 인원 보강을 

추진 중이다.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 

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1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물재생체
험관·물재생공원’ 사전 개관·운영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은 상부 ‘서울물재생체험관’(이하 체험관) 
및 ‘서울물재생공원’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2일부터 사전 개관·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개관은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를 하수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를 처리
하는 서남물재생센터 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
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에는 
어린이 중심의 물재생 체험관과 휴게형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관은 지상 2층, 건물연면적 3,176㎡ 규모로 
▲ 하수처리 시설(지하) ▲전시 및 체험 시설(지상 
1, 2층) ▲ 서울물재생공원(체험관 주변, 이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은 조경면적 
52,900㎡, 녹지면적 43,575㎡ 규모로 잔디광장, 
천년의 정원, 생태연못, 물놀이터, 전망대 등 휴게 
및 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체험관 지상 1층에는 서남물재생센터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영상 관람시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로 재생물 탐험 및 체험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깨끗한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사전 개관 후에는 어린이, 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 운영
할 계획이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재생과 순환의 과정에 대해 함께 소통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된다.
 서남물재생센터의 물재생 과정과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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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과 견학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물재생 분야를 전문적
으로 탐구할 수 있는 특화 교육도 진행될 예정
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서울시는 시민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2022년 2월 시행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전 운영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등을 보완 후 
2022년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험관은 사전 운영 기간 동안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오후 4시 30분 입장 마감) 
무료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02-3660-2200으로 하면 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지원팀 (02)3660-2270〕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역사 속으로 
… 6월 말까지 완전 철거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오는 6월 말까지 
완전 철거된다. 개발시대 시대적 소명을 활발히 
수행했지만 지역의 변화와 발전으로 오랜 숙원 
사업이 된 공장 철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공장 
가동 44년 만이다. 
 공사 허가권자인 성동구에서 지난 3월 7일 레미콘
공장 해체공사 허가서를 교부했으며,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제2공장→제1공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해 6월 30일까지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성동구, 운영사인 
㈜삼표산업,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이 협약을 
맺은 이후 5년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 시민과 약속한 철거 기한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레미콘 공장을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하고 철거부지 2만
8,804㎡를 공원화하는 내용으로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철거) 협약(2017.10.)｣을 체결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철거에 따른 제반여건 해결의 어려움

으로 협상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4자 간 
긴밀한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삼표산업이 제안하고 서울시 등 3개 기관이 
수용해 당초 서울시가 강제수용 후 공원화하는 
계획을 ㈜삼표산업이 매입 후 자진 철거하는 내용
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문제를 
막고 시민과 약속한 공장 철거를 추진할 수 있었다. 
㈜삼표산업은 공장 부지를 ㈜현대제철로부터 매입 
후 부지활용을 전제로 레미콘 공장을 자진철거
한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4개 기관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토지소유자인 ㈜현대제철이 
㈜삼표산업의 토지매입 제안을 수용했고, 서울시와 
성동구도 공장 철거를 전제로 한 부지 활용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장 철거 부지를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부지로 검토해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가 ‘서울숲’에 인접해 있고 중랑천과 한강 
합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수변 중심의 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5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
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
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간의 적정이격거리 확보(안 제11조

제3항, 별표1의4 개정, 별표1의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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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일러 배기통과 환기설비 흡기구의 이격거리
(1.2미터 이상) 확보

 2) 환기설비 흡/배기구의 이격거리 및 방향에 
대한 기준 강화

나. 보일러 배기통의 적정 돌출길이 확보(안 제13조

제1항8호 신설)

 1) 오염물질의 실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0.5미터 이상)를 규정할 필요

다. 다중이용시설의 필요환기량 강화(안 제11조제

4항, 별표1의6 개정)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실내
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 강화 필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7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금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2)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4)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554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 

미만 및 12m 미만)(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제42조 및 별표5)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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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1.18. 공포·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부지 규모를 정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지형적 특성에 의한 예외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골재채취구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골재자원조사 업무대행 기관 추가(영 제4조)

 1) 바다골재자원조사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 지형 및 지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해양
환경공단을 업무대행 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제31조)

 1)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
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복구비 예치 예외
규정 조정(안 제32조)

 1) 지형상 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 예외
규정은 선별·파쇄시설과는 관련이 적으므로 
적용 제외

라.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 개선 
(안 제33조)

 1)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재 선별·파쇄시설 설치 
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최소 1만 제곱
미터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마. 골재 품질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1)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산림, 선별·파쇄
골재에 대해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
기준 신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47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
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
센터)만 등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
(지하시설물 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
(2022.7.1.∼)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

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
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별표11),

나. 공간영상도화업을 등록할 때에는 도화기가 
필요한 반면, 측량성과 검증기관은 성능이 
낮은 해석도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측량
성과 검증기관의 측량성과 검증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존재,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장비기준을 
해석도화기로 한정한 것을 도화기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4),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1.8.10.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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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40조, 별표1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
후보지에 토지 등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
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      

(안 제13조의3제1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

 2)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
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9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

하여 기준을 마련(안 제14조의2 개정)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정기관과 다른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60조의 8 신설)

다.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
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
(안 제60조의 9 신설)

라. 성능검사기준, 세대 선정 및 비율, 결과 통보, 
수수료 등 성능검사의 방법 마련(안 제60조의 

10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
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
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

17975호, 2021.3.23. 공포, 2022.3.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1)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는 약식교통영향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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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의2 신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1)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운영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1)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

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교육훈련

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0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
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군·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4)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안 제19조

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권자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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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

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2)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사방사업법」 개정(2021.10.14.)으로 ‘사방

협회’의 명칭이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협회의 명칭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
(안 제1조, 제7조제1항,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나. 같은 유역 내 실시되는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다. 타당성 평가 위원의 위촉 시 산림과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포함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을 확대(안 제7조제1항)

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위탁업무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의 결과 제출 시 정량적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여 객관적인 사업 추진 유도(안 제10조

제1항제1호다목)

마.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여부 확인 및 사방댐 설치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정량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방댐 설치대상지의 평시 유출토사량 산정 
의무화를 타당성 평가에 포함(별표 1)

바.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72-322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체감리자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인용

조항 수정(안 제2조)

 1) 해체감리자의 정의를 지정을 받고 계약을 체결
하여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
하고 법률 인용조항 수정

나. 기준 적용범위를 해체신고대상까지 확대(안 제3조)

 1)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해체신고의 경우
에도 해당 고시가 적용됨을 명시

다.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평가기준 마련(안 제22조)

 1) 해체공사 감리자 신규교육의 평가과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교육이 당초 16시
간에서 35시간으로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보수교육도 14시간으로 강화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감리대가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표2)

 1) 감리대가기준으로서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세부사항을 규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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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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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도림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PSC I구간의 거더 플랜지 콘크리트 박락현상
으로 보아 내부 철근이나 쉬스관(강선 포함) 
부식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부구조 안전성 개선방안으로 철근을 추가 
배치하고 단면두께 50㎜를 증설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바닥판 상면 증설은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교통차단, 인접 구간의 
단차 극복 등 현실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슬래브교 구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경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
할 수 있으므로 가벤트를 단기간만 유지하고 
켄틸레버부분의 철거 후 재시공과 같은 내하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제30차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과업내용은 지하사업계획 및 지하수유출량 
검토분석, LCA 평가로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시범사업 구역은 강남&강북 

2개구로 하되 도로청소용, 공사용, 조경용에 더불어서 

미세먼지 저감용, 도심열섬 완화용 등 추가해서)을 
잘 고려해서 Master Plan을 수립하기 바람

○ 수질조사 지점의 명기 필요. 과업 수행 중 지점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질조사 필요 지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추가 필요함

○ 유출지하수 공급을 원하는 수요처를 조사하고 
그 수요처에 적절한 저장용량, 공급Line, 수처리 
등을 실현가능성, 경제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공급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3차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안전성평가

   - 교량의 안전성평가는 교량 전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 바닥판 구조검토 시 연속보에서의 지점상승
(침하)로 인한 부정정력을 고려 시에는 휨
응력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시공
관계자(시공사, 감리단,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단차 높이를 확인하고 바닥판 구조검토 
시 단차를 부정정력으로 작용시켜 구조검토 바람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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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상태평가

   - 2016년 진단 시 C등급(0.291)으로 조사되었고 
금번에 C등급(0.321)으로 결함도 지수가 
상승하였음. 아마도 성능개선공사 계획 진행 
중으로 중복투자 우려 및 예산 등 여러 사유로 
보수보강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성능개선공사 과업 내용과 중첩된 공종이 
아니라면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공사는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부서에 
건의 바람

○ 보수·보강방안

   - 균열부 주입보수 공법 검토 시 주입 재료의 
점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제39차 3,4호선 전선로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구성과 자격을 
고급이상 상향

○ 시공상세도 작성은 시공사 사항으로 추가

○ 공사 설계 시에는 경제성검토(VE) 내용 추가 반영

○ 과업수행 내용에 전선로 개량공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설계내역서 및 관련 지침서 작성 등

■ 제41차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용역
발주심의

○ 구조설계분야 설계지침 구조계산서 주요검토 
확인사항 세부항목에 재료강도 내용을 추가
하고, ‘지진력 횡력저항 시스템 적용에 따른 
내진용철근 사용 및 콘크리트는 설계압축강도와 
KDS41 내구성 설계기준 적용 강도와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한다’를 명기하기 바람

○ ‘기술심의’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경제성(VE) 검토’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2021.1.14.)을 참고하여야 한다.(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주택→자료실→건
설기술→지침/방침 참조)

   - 설계경제성(VE) 검토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
심의회의 하기 전으로 하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시행)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
하기 바람

■ 제42차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발주심의

○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시공 
시 소음과 준공 후 시설 가동 시 소음을 측정
하여 비교·분석할 것

○ 처리 공정별 또는 공정과 공정 간 자동운전을 
감안한 설비 시스템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도면 오류를 최소화하여 설계를 최적화하고 
시공 및 운영·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BIM 기반의 스마트 설계기법 도입을 
검토할 것

○ 시설의 공간 폭이 좁고 긴 구조의 적환시설로 
적환차량의 운행을 위한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시설규모를 검토할 것

■ 제43차 개봉7련수문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심의

○ 재심의 사유인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시설물(개봉

7련수문, 개봉1자연방류수문, 개봉1유입수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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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수행 결과 모든 부재에서 기능 
및 붕괴 방지수준의 지진하중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점검 시 내진성능평가 실시한 시설물
(목감천 2호수문, 목감천 3호수문)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검토 내용 보고서에 수록할 것

○ 목감천 2호수문, 목감천 3호수문 암거 안전성
검토 시 암거 현황(위치 및 선정사유, 토피고, 상부

현황 등)을 수록하고 철도 차량하중 영향 구간인 
경우 적용 활하중 산정과정을 수록할 것

■ 제44차 자전거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상암·잠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명시할 것

○ 자전거 유효도로폭(단방향일 경우 양방교행폭)을 
확보하고 안전시설물 보강을 설계 내용에 포함
시킬 것

○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상충, 사고이력을 조사하여 설계에 
이를 반영할 것

■ 제46차 한강로다리 및 욱천고가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금회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된 변동사항은 
추후 점검 및 진단 시 참고되도록 수집자료 
및 조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필요

○ 안전성평가

   - 욱천고가 고유진동수 분석결과에서 실측값을 
2.39∼2.98㎐로 제시하였으나 해석 고유
진동수의 경우 기존 정밀안전진단 해석결과와 
해석 조선의 변동유무, 주요 진동모드별 
모드형상에 따른 질량참여율 등을 비교·검토
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제48차 2022년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정밀
안전진단심의

○ 보수보강 3순위에 기재된 주차장 바닥 파손
부위는 자동차 진행 시 충격이 집중되어 파손 
부위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우선 보수 대상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 요망

○ 지붕층 누수결함은 우수투입 등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바, 누수 발생의 원인 및 보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외관조사 총괄표 상 콘크리트 균열을 총괄적
으로 표현하지 말고 보, 기둥, 슬라브를 구분
하고, 0.3㎜ 이상/이하를 구분하여 정리 요망 
(특히 0.3㎜ 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검토
의견 정리 요망)

○ 본 건축물은 Flat slab system으로 기둥 주위와 
Drop panel 주위에서 각각 punching 
shear에 대해 검토 결과 제시 요함

○ 전체 1층 평명 해석도에서 좌측상단/우측하단/
대각선부재 등 상대적으로 장스팬인 부재의 
안전성평가 결과 제시 요함

■ 제49차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심의

○ 관리실 내 숙직실 감시창(통풍 겸용) 설치를 권장

○ 전기실 상부 주차장바닥 누수방지 대책을 검토
할 것(주차장 바닥 전기실 천장부위 슬라브만
이라도 방수실시 검토 요망)

○ 흙막이가시설 터파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단규격(폭, 높이, 경사)을 검토하고 임의굴착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재고 바람

○ 퇴적층에 Pack Anchor 계획되었음. 유사시공
사례를 조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른 공법과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종합고려 비교·검토바람

○ 소나무 수고(H)가 규격(R) 대비 낮은 편으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나무 배식을 재검토할 것 
(현재 수관폭 상 식재 불가능, 일부 동 주변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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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차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흙막이 벽체(CIP)/차수벽(SGR)/지열공사 관련 
공기산정 재검토

   - CIP, SGR, 지열공사가 병행작업으로 반영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및 공사부지 여유공간 
등 병행작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추가 공기 
검토바람

○ 터파기 공기산정 시 토사상차를 직상차로 반영
하였으나 일부(B Zone–굴착깊이 14.05m) 
구간은 크람쉘 상차가 필요하니 이에 대한 
추가 공기 반영 검토바람

○ 준비기간(30일)에 가설건물 및 가설울타리 병행 
검토 바람

   - 준비기간의 정의 = 착공 초기 본 공사 착수에 
필요한 기간 (하도급 업체 선정, 인/허가 
업무, 도면검토, 현장측량, 건설자재/장비공장 
제작 조달,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건물 
설치 등)

○ 정리기간(30일)에 준공청소, 시운전 병행 검토 바람

   - 정리기간의 정의 =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 
준공청소 등)

■ 제51차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
방안 수립지침 마련 용역발주심의

○ 국가표준 대응방안과 서울시를 대상으로한 
침수지도 작성 등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선행
검토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과거 침수사례 분석 시 침수 원인(시설용량초과 
문제, 지형적인 문제, 설치 불량 등)을 분석
하여 제시할 것

○ 현재 서울시 하수도는 배수분구를 토구별로 
나눈 소구역 중심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
므로 배수분구별 시스템보다 더 작은 단위인 
소구역별 시스템 구축 계획할 것

■ 제52차 2021년 길동배수지 정밀안전진단심의

○ 코어채취를 통한 강도시험을 실시한 바 코어 
시료가 9개소로 상관식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어강도를 통한 상관식을 도출하여 
금번 반발경도 시험값에 적용 및 향후 점검, 
진단 시 활용할 것 

○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현장 조사된 철근배근
(주철근) 정리를 슬래브 뿐만아니라 벽체, 기둥 
등 다른부분 전체에 적용하고 부재별 최대 
단면력을 도면에 표시하여 유지관리시 활용할 것

○ 향후 배수지 정밀안전 진단시 상수도 관망진단, 
정밀조사 매뉴얼을 참조하여 배수지 시설의 
안전성 및 노후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과업에 
포함여부를 검토할 것

■ 제53차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공사
기간적정성심의

○ 지상 인공지반 방수공법을 국토부 기준 방수
방근 일체화공법을 적용하여 공기 검토 및 지하층 
옹벽 타설과 관련한 Raker 운용에 대해 재
검토하여 반영 바람

○ 지열 천공공사 완료 후 CIP공사 진행 공정을 
지열공사 범위를 고려하여 CIP공사는 지열천공
공사와 동시에 진행 또는 천공공사 15일 후 
진행하여 공기단축 고려

○ 국토교통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검토

   - 본공사인 토목공사 착수 전의 준비기간 45일, 
공통가설공사(기존시설 철거공사 병행) 30일 
등 초기 공사기간으로 산정된 75일을 
Critical path로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소요 45일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30일의 공사기간 단축

   - 부대토목공사 완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이후에 착수하도록 계획한 시운전을 기계·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착수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30일의 공사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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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공종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작업이므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 일정 및 방법에 
대한 분야간 상호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체 구성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제54차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복개구조물 구조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보강
방안 검토는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방향으로 
검토할 것

○ 개선설비에 대한 하중 조건에 따른 기존 건축
구조물에 미치는 구조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자원회수센터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소음차단, 악취 최소화 등을 검토할 것

○ 설계품질 보증계획과 성능보증 방안을 검토
하여 반영할 것

■ 제55차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 현황, 역사, 동네 
이야기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여 테마숲길 등 
초록길과 연계할 것

○ 초록길 대상지에 대한 교통량 및 보행행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식재 방법을 강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록활엽수종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시설물 배치계획 시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안정성 확보를 검토할 것

○ 보행친화적 초록길 구축을 위해 BF(Barrier 
Free) 시설을 도입하고, 환경조사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추가할 것

■ 제56차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개발여건분석 시 국내·외 스마트공원 사례, 
빅데이터와 IoT 기술사례, 놀이·교육·환경 등의 
증강현실, 스마트 생태관찰,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주민, 기관 및 관련전문가 기술협의 시 실버
세대, MZ세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스마트
공원 플랫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것

○ 기본계획에 공급처리시설(상·하수, 전기·통신) 
계획과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안정성 
확보방안을 추가할 것

■ 제59차 서남권 보라매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도시공원위원회, 건설기술심의 등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할 것

○ 과업내용서와 설계공모지침서 과업 범위를 일치
시킬 것

○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는 공모지침은 최대한 
지양하고 심사위원회장 선출 기준 및 감점기준 
등에 대하여 보완할 것

○ 최신 법령 및 기준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과업내용은 삭제할 것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추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2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불필요 항목 삭제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것(조경분야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 제61차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것

○ 소방감리원은 주 1회 이상 배치, 매월 4.28일 
이상 배치되어야 하므로 감리원수 산정 재검토 
바람

○ 감리보고서 인쇄비는 미적용(감리보고시스템, 
건설사업관리 업무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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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서 ‘CM통합대가기준 산정 입력계수’ 
중 기성 횟수 조정(3개월→2개월)

■ 제63차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추진계획 Ⅱ. 
용역추진계획에서 용역기간이 2022. 5.∼2022. 
12.(7개월)인데 Ⅲ.행정사항에서 향후 일정의 
당선자발표가 5. 30.이면 용역기간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 1. 16. 시행)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계획, 설계, 
공사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니 설계안전보건대방 작성·제출토록 내용을 
명시하기 바람

○ 과업내용서 3. 기술지침 3.2 분야별 설계지침 
3.2.3 구조계획 (1) 기본사항에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확보 및 필요 시 보강방안 검토 내용의 
수립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방향 검토 
및 반영을 추가할 것

○ 전기분야 설계지침 – 변전소 위치 관련 사항을 
추가할 것

   - 변전실 위치는 상부 또는 측면에 물취급 
기능실을 배제하고 최하층 위치가 아니며, 
하부는 물침입 시 배수구조로 하여야 함

   - 변전실은 재해 시에도 최후까지 전력을 공급
하여야 함

2022년 3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33차 군자-2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0건을 제안하여 42건 채택 

(채택률 8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9,339백만 원에서 1,913백만 원 

절감 (절감률 9.9%)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9.9% 11.9% 21.8%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계측계획 수립
      ⇒ P.C BOX 매설 인접 구간 등에 균열

계, 건물경사계, 지표침하계 등 설치 
(증액 32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백호우 최소규격 변경
      ⇒ 0.12㎥→0.2㎥ (감액 1,781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교대(A1) 기초형식 변경(말뚝기초→직접

기초)으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감
액 187백만 원)

  - 리스크 최소화
    ∙ 현장여건에 맞는 임시적치장까지의 운반

거리 반영 (감액 390백만 원)

■ 제2차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사업 
(도로다이어트 구간)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89건을 제안하여 81건 채택 

(채택률 91%)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4,302백만 원에서 568백만 원 

절감 (절감률 4.0%)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0% 9.9% 16.5%

○ 주요대안내용
  - 안전성 향상
    ∙ 버스쉘터 주변 녹지축소 및 대기공간 확보 

(감액 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파편화된 실개천 축소 및 지그재그 산책

동선 개선 (감액 84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과도한 디자인의 연식의자 축소     

(감액 16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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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제926호)
(보호기간 : 2022. 2. 16. ～ 2030. 2. 15.)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지면에 단순 자립시킨 T형 강재거더 하부에 콘크리트를 일체화하고 강연선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 방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 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한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I형 강재거더의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접량 및 강재량을 

감소시키고,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 자립이 가능하여 전 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 시킨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 방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T형강재 공장제작 ② BED 설치 ③ 강재거더 셋팅

T형 강재거더로 공장제작 지면에 석분을 포설한 뒤 BED를 설치 단순 자립이 가능한 강재거더 셋팅
④ 철근 및 쉬스관 조립 ⑤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⑥ 증기 양생

철근 및 쉬스관을 조립 거푸집 조립 후 지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후 증기양생 실시
⑦ 프리스트레스 도입 ⑧ 거더 설치 ⑨ 바닥판 타설 및 교량준공

PC강연선으로 압축력 도입 크레인을 활용한 거더 설치 바닥판 타설 및 부대공 실시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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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사 업 명 교량명 발주처 경간구성(m) 폭원(m) 준공년도

1 송현 새마을교 재가설공사 송현교 보은군 3@20.0=60.0 6.0 2018 

2 내면 방내리 교량 수해복구공사 무명3교 홍천군 2@37.2=74.4 6.0 2019 

3 강림3리 월대교 (강림리도204호) 
재가설공사 월대교 횡성군 3@26.0=78.0 9.5 2020 

4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산전교 횡성군 2@26.7=53.4 7.5 2021 

합계 총 17개 현장 준공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의 대상 교량인 합성형 거더교, 합성형 라멘교의 시장규모는 최근 5년 평균 약 

2,34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5년차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성과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향후 이 

신기술의 시장점유율 10% 정도 예상 시, 약 24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NEWCOM 합성형 거더교) 기존기술 (신기술 488호) 기존기술 (신기술 77호)

개 
요
도

기술
명칭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
량을 최소화한 강합성 거더 공법

다단계 긴장구조를 가지는 하부
플랜지 매립형 합성거더 (Multi 
Stages Prestressed 합성거더)의 
제작기술

프리스트레스트프리플렉스합성
보의 설계 및 제작방법

공법
특징

합성거더 제작시 지면제작방식으로 케이
싱콘크리트 자중에 의한 강재거더의 발
생응력을 완화시킴으로써 하부플랜지를 
배제하여 용접량 및 강재량을 최소화한 
공법

미리 압축응력이 도입된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패널에 I-GIRDER
를 거치, 합성시킨 후 2차에 걸
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방
법

프리플렉션 하중을 재하시킨 상
태에서 하부플랜지con'c의 타설‧
양생 후 릴리즈하여 콘크리트 
부위에 1차 압축프리스트레스를 
도입시키고, PS강연선에의해 콘
크리트 부위에 2차 압축프리스
트레스를 도입시키는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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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시공단계를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개선하고 T형 강재거더 사용으로 재료비를 절감

시켰으며, 용접량의 획기적인 감소로 인하여 용접폐기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지출 비용도 감소시켰다. 비교 기술과 동등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부재의 효율적 

사용으로 에너지자원 활용 효율성 및 절약 효과는 높은 수준이며, 국내 합성거더 교량시장의 

규모로 판단하면 이 신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지면 제작방식을 활용하여 T형 강재를 사용한 합성거더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기존기술과 동등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재료의 절감과 공정 단축으로 경제성과 시공성을 상당부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PSC빔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약지반으로 

인해 하부공사비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신기술의 60m 장경간 합성거더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현지 설계회사와 협업 중에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제조원가와 설치원가를 합한 45m NEWCOM 합성거더의 1본당 단가는 125,575,764원이다.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유사기술1 유사기술2

연장(L) 45m 45m 45m

총공사비(원/본) 125,575,764 160,223,399 212,850,691

총공사비(원/m2) 1,020,941 1,302,629 1,730,493

* 공사비 산출근거는 원가계산서 참조

    3) 공사기간 

구분 신기술 유사기술1 공기단축 일수

공장 제작 3.5일 10일 6.5일 단축

현장 제작 44일 54일 10일 단축

* 35m 거더 10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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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단위 : 원(VAT 포함)/m]

구분 신기술 유사기술1 유사기술2

연장(L) 45m 45m 45m

취득 원가           2,797,410           3,569,244           4,740,549 

사용 원가             254,705             254,705             254,650 

폐기 원가 -37,565  -            47,808 -           168,993 

총 LCC 비용           3,014,550           3,776,141           4,82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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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신기술(A) 유사기술(B) 유사기술(C)

녹
색
성

강재량 1,233.48 TON 1,363.92 TON 2,203.32 TON

용접장 10,554.0m 32,526.0m 32,328.0m

발생CO2 3,564㎏ 11,004㎏ 10,938㎏

CO2

저감율

1 - (기술(A) / 기술(B)) 67.6%

1 - (기술(A) / 기술(C))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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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충전부 및 루프철근 이음연결 구조를 갖는 2분절 아치부재와 가설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한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SegArch 공법) 

(제927호)

(보호기간 : 2022. 3. 4. ～ 2030. 3. 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2분절 터널 아치부재를 곡률 조정이 가능한 강재거푸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 임시고정장치를 활용해 조립·시공함으로써 아치 천단부에 오목하게 콘크리트 

충전부를 형성하고, 루프철근 이음구조를 적용하여 횡철근을 구성하며, 2분절된 부재 간 접합면

에는 전단키·전단홈을 형성하여 접합 단면을 확대하는 개착식 터널 시공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개착식 터널을 형성하는 아치구조물을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부재 간 

연결부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설 보조장비(가설리프트카, 임시고정장치)를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재 가설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부재의 천단부 연결 시 종철근 작업을 단순화하고, 횡철근

체결 작업 및 거푸집 작업이 필요치 않게 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천단부에 

종철근 무배근부가 없고 접합 단면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하부기초공 ② 아치부재 제작 ③ 아치부재 운반 ④ 아치부재 가설

현장 하부기초 시공 2분절 아치 부재 제작

- 신기술 범위에 해당

· 곡률가변형거푸집 시스템

아치 부재 현장 운반 아치 부재 현장 조립(가설)

- 신기술 범위에 해당

· 2분절아치 천단부연결구조
· 가설 고정부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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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천단부 연결 ⑥ 방수공 ⑦ 토공 ⑧ 시공 완료

천단연결부 강결(타설 및 양생)

- 신기술 범위에 해당

· 2분절아치 천단부연결구조
· 가설 고정부재 설치

연결부 방수 공사 뒤채움 및 다짐 시공 완료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발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규모
(폭×연장, m)

신기술 
공사금액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제3공구) 14.11.24.∼16.04.30. 14.5 × 94.6 1,874 백만원

거창군(경남) 소사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 15.03.18.∼15.11.04. 14.5 × 42.4 308 백만원

도봉구(서울)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16.10.13.∼17.06.23. 15.0 × 51.5 910 백만원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국도37호선 운흥리 생태통로 설치공사 16.10.13.∼17.06.23. 12.7 × 40.0 505 백만원

포천시(경기) 축석-무봉간 도로개설공사 16.12.27.∼17.05.03. 12.8 × 113.0 747 백만원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913-C사업 군숙소 진입통로 건설공사 17.04.24.∼17.07.30. 11.3 × 60.0 429 백만원

용인도시공사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SegArch) 17.11.28.∼18.09.30. 8.4 × 113.2 700 백만원

서울시건설안전본부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18.05.09.∼20.07.31. 11.3 × 639.6 3,767 백만원

증평군(충북)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8.06.26.∼18.12.30. 13.6 × 140.1 1,255 백만원

천안시(충남) 독립종주로 생태통로 조성사업 18.08.27.∼19.05.07. 10.6 × 48.0 373 백만원

서울문산고속도로(주) 서울문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SegArch 18.09.01.∼19.10.10. 15.2 × 132.0 1,169 백만원

이천시(경기) 단천∼안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SegArch) 19.01.15.∼19.04.30. 14.5 × 46.0 300 백만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국도7호선 삼척 원덕 노곡 생태통로 19.01.28.∼19.11.19. 22.4 × 67.2 1,287 백만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3공구 20.03.26.∼22.12.12. 20.2 × 598.0 10,804 백만원

  나. 향후 활용전망

 국내 도로터널 시장규모는 연간 약 6천억 원 전후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친환경 정책 및 시설물 

환경성 개선사업에 따라 절토사면 복원 및 생태통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착식 터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기술은 아치 부재를 사전제작하고 효율적인 천단연결부 구조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급속시공이 가능한 기술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도로터널 활용실적

(2020년 기준 활용실적 약 118억 원)을 확보하였다. 본 신기술은 도로터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터널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우수한 시공성 및 경제성, 안전성과 급속시공 특성 

및 공사 중 통행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터널 공사로 인한 기간시설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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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신기술 (SegArch 공법)
기존 프리캐스트 기술

Rigid Arch 공법 Tech Span 공법

개
요
도

안
정
성

· 횡방향 루프철근 구조로 안정성 확보

· 접합면 확대 및 전단키로 안정성 확보

· 종방향 무배근부가 없어 안정성 우수

· 종방향 철근 분리 배근으로 무배근부가 
존재

· 힌지타입 연결부로, 상부하중에 대하여 
불리

시
공
성

· 횡방향 철근 체결 작업이 불필요하며, 
종방향 철근 일체형으로 배근

· 가설리프트 활용한 부재 거치 및 작업자 
탑승으로 가설작업 용이

· 절취부(콘크리트 충전부)에 직접 타설하므로 
별도 거푸집 작업 불필요

· 가설 오차 발생 시 주철근 체결 곤란 
(현장 용접으로 해결)

· 종방향 철근 분리 배근으로 구간별 철근 
작업 필요

· 천단연결부 타설량 많음(충전부 넓음)

· 부재 상부로 종철근이 돌출되어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필요

안
전
성

· 가설리프트 활용한 부재 거치로 안정적

· 가설 고정장치를 활용하여 가설 조립 시 
안전성 확보

· 가설리프트 탑승으로 작업자 고소 노출을 
최소화 

· 곡선볼트 활용한 부재 거치로 불안정

· 크레인 2대로 각각 인양하여 시공하므로 
크레인 거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가설 시 힌지 처짐 및 부재 탈락 우려

· 3활절 구조로 가설 시 지그재그로 다른 
부재에 거치하므로, 불균등 하중 발생하여 
탈락 우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개착식 터널 공법으로서 기존기술 대비 공사기간을 28%가량 단축하며, 기존기술 

대비 공사비용을 30%가량 절감하는 기술이다. 이에 이 신기술은 향후 개착식 터널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가 기대되며 시장점유율 확보 및 기술선도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개착식 

터널 공법의 보급 및 향후 국내 개착식 터널 공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기존 국내 주류 공법인 현장타설공법 기술 대비 시공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하였

으며, 기존 프리캐스트 공법 기술 대비 안정성 및 시공성,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이 신기술은 개착식 터널 분야에서 기존 주류 공법을 대체하고 유사

기술 대비 차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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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위 : 원)

구분 규격(폭×연장, m) 수량 단위 단가

신기술 15.8 × 90 1 식 2,436,049.322

    2) 공사비

구분
신기술 (SegArch 공법)*)

(A)

기존기술

현장타설공법
(B)

기존 프리캐스트 기술
(Tech Span 공법) (C)

공사비 산출년도 2020년 2018년 2010년

전체 공사비 (원) 1,458,925,133 1,976,309,209 1,626,284,412

건설공사비지수
(토목건설/도로·철도 시설)

117.30 111.19 90.48

2020년 기준 환산 (원) 1,458,925,133 2,084,909,346 2,108,346,171

공사비
비교

(A) / (B) 70.0 % (▼30.0 %)

(A) / (C) 69.2 % (▼30.8 %)

*)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생태터널) 기준

    3) 공사기간

구분 개착식 터널 공사기간 비교 (스팬 15.8m, 연장 90m 기준)

신기술
(SegArch 공법)

하부기초 세그먼트 제작 세그먼트 설치
총 공사기간
(공정병행)

10주 9주 5주 15주

기존기술
(현장타설공법)

하부기초 벽체구조 상부구조
총 공사기간
(공정병행)

16주 18주 21주

구분 개착식 터널 프리캐스트 공법 천단부 연결 공사기간 비교 (스팬 15.8m, 연장 90m 기준)

신기술
(SegArch 공법)

거푸집 횡방향 철근 이음 종방향 철근 배근
천단부 타설 

및 양생
총 공사기간

1일(철근 병행) 0일 2일 7일 9일

기존 프리캐스트 기술
(Tech Span 공법)

거푸집 횡방향 철근 이음 종방향 철근 배근
천단부 타설

및 양생
총 공사기간

5일(철근 병행) 0일 1일 7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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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천단연결부를 강결(콘크리트 타설)하며 강결 시 콘크리트 충전부가 작아 현장에서의 

타설물량이 작고 방수공 필요 면적이 작은 특징이 있다. 이에 방수품질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터널 내부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점검 및 보수, 내부 시설물 

보수, 유입수 배출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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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아치 천단연결부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에서의 타설물량을 최소

화하고 급속시공이 가능케 함으로써, 현장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사 중 통행제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절토사면 복원 및 생태통로 조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착식 터널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한 기술로서, 향후 국내 기간시설물의 

환경성 개선 및 복원 사업의 사업성(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주류 공법 대비 원자재 물량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녹색기술인증)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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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코뮌연합체(intercommunalité) 체제의 설립과 

발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의 코뮌연합체2)는 1890년 

3월 22일 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창설 당시는 여러 개의 코뮌이 한 가지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의 목적은 주로 

전기 공급, 상수도 설비에 필요한 협력이었다. 

1959년부터 코뮌연합체는 복합적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부터는 

도시 코뮌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개혁에 의거하여, 모든 

코뮌은 의무적으로 코뮌연합체 중 하나에 속해야 

하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코뮌은 의무적으로 

코뮌연합체에 가입해야 한다. 2014년 1월 27일 

법(loi MAPTAP)은 코뮌연합체의 전체적인 틀을 

수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코뮌을 

연합하는 방식의 메트로폴 체제를 도입하였다. 

2015년 8월 7일 법(loi NOTRe)은 코뮌연합체가 

자체적인 재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뮌연합체의 의무적인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코뮌연합체는 현재 운영상의 코뮌연합체와 지자체 

연계형 코뮌연합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2) intercommunalité

운영되고 있는 코뮌연합체의 특징은 쓰레기 수거, 

교통설비와 같이 인프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코뮌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세원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회원 코뮌들이 지불

하는 기금을 모아서 운영된다. 지자체 연계형 코뮌

연합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코뮌이 연합하는 경우

이다. 이 경우 자체 세원을 가지는데, 2020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 코뮌의 3만 4,968개 중 3만 

4,964개가 자체 세원을 지닌 코뮌연합체에 속해 

있다.

<그림 1> 그랑파리 메트로폴 코뮌과 테리투아3)

 가장 최신 형태인 메트로폴은 코뮌연합체 변화의 

축약적인 체제이다. 2019년 메트로폴은 21개로 

집계되는데, 잘 알려진 프랑스의 지방 주요 도시인 

보르도, 브레스트, 클레르몽페랑, 디종, 그르노블, 

릴, 메스, 몽펠리에, 낭시, 낭트, 니스, 오를레앙, 

렌느, 루앙, 생테티엔, 스트라스부르, 툴롱, 툴루즈, 

투르이며, 파리와 엑스마르세유는 특별한 지위의 

코뮌연합이다. 프랑스 제2의 도시로 알려진 리옹은 

가장 먼저 주변 코뮌을 통합하였는데, 코뮌연합체가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메트로폴은 하나의 시를 넘어서 두 개 이상의 

3) 자료: https://metropolegrandparis.fr/fr (2022년 2월 21일 검색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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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도시가 결합하고 주변 코뮌이 연합하는 형태로, 

프랑스의 행정 단위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프랑스 영토에 정치 및 행정적

으로 알맞은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점차 

새롭게 변화하는 영토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동적인 틀을 제공한다. 특히 도시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실행

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코뮌을 바탕으로 

구성된 나라이며, 농촌의 정체성이 매우 강한 나라

이다. 코뮌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코뮌을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뮌연합체는 이의 대안

이며, 점차적으로 기능적 보완을 통해 오늘날 프랑스 

대도시를 세계도시 수준의 규모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랑파리이다. 

파리와 일드프랑스 일부를 통합한 것으로, 파리와 

주변 데파르트망 총 131개 코뮌을 11개 테리투아

(Territoire)로 재구성하였다. 그랑파리가 성공적

으로 정착 및 운영되면, 프랑스의 수도는 814㎢의 

넓이에 인구 7백만 명을 갖춘 유럽의 초(超)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참고자료
LE COURRIER DES MAIRES. 2016. Un Pacte Etat-métropoles 
sous le signe de l’attractivité et de l’innovation,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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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역통합정부 CA(Combined Authorities)

 CA4)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

하고, 행정 경계를 넘어 행정적 결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하나의 법인격이다. 

CA는 비공식적 지자체 협력이나 합동 위원회 구성

보다도 강력한 형태의 지방행정 협력단위다. 국회에 

의하여 설립되지만, 지방정부의 성격과 행정방식을 

유지하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연합 지방정부로 

볼 수 있다. 2009년 제정된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에 관한 법률5)에 근거해 각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인근 지자체들과 연합하여 지역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앙정부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더 큰 행정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 

CA는 주로 광역교통, 경제개발, 지역재생과 같은 

정책 및 사업을 다룬다.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가 마음대로 CA를 조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CA에 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CA 조직의 

목적이 지역 경제, 주택시장, 교통체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합을 구성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2017년 5월 잉글랜드에서 9개의 CA가 공식적

으로 출범했으며, 그중 6개 CA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자체장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잉글랜드 

인구의 34%가 CA 지역에, 22%가 새로 지자체장을 

선출한 CA 지역에 살게 되었다(Murphie 2019). 

4) Combined Authorities

5)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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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는 <그림 1>에서 보듯이 런던지역(Greater 

London)을 제외한 잉글랜드 내 주요 경제권역에 

고루 분포해 있다. 이는 잉글랜드 남동부에 집중된 

경제력과 행정력에 대응한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방정부가 탄생함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지자체장을 

선출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보다 광역적인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넘어 중앙정부로부터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에서 광역지방자치연합 

주도의 지역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그림 1> 영국 잉글랜드 내 9개의 CA6)

 가장 핵심은 예산운용이다. 개별로 분리된 회계를 

공동출자한 예산으로 구축하여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중앙정부 목적에 따라 

정해진 회계를 통해 특정 소규모 사업들에 사용

하던 예산을 보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집행의 유연성 확보는 사업을 

6) 자료: https://www.nao.org.uk/naoblog/growth-through-devolution/ 
(2022년 2월 21일 검색)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도시별 단기적 목표로 폐쇄적

으로 사용되던 예산을 모아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자체들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치단체들이 행정적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통합화 전략은 종종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도 하지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예산집행 및 사업이 보다 경쟁력 

높은 일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비도시화

지역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가 과연 더 넓어진 행정 범위를 감당할 

만한 역량과 여러 지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된다. 그러나 CA는 단순히 행정 단위의 지리적 

권역이 확대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

으로 여겨진다. 중앙정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예산운용의 

독립성과 행정자주권, 지역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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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베소스강 유역의 지자체 간 협력개발을 위한 

Agenda Besos

베소스강 유역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의 주도인 바르셀로나는 

동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콜세롤라산맥, 

남쪽으로는 요브레갓강과 북쪽으로는 베소스강을 

경계로 형성된 도시이다. 지리적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확장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남쪽과 북쪽의 강 유역이다. 이 지역은 

과포화상태인 바르셀로나 시내를 벗어나 도시를 

확장하고 새로운 개발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두 강 유역이 

지닌 ‘경계지역’ 혹은 ‘외곽지역’의 전형적인 사회 

문제들 역시 개발을 통해 도시의 복지와 개발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림 1> 베소스강 하구 전경7)

 두 강 중 바르셀로나의 북쪽에서 지리적 경계를 

형성하는 베소스강 유역은 바르셀로나를 비롯하여 

바달로나, 몬까다 이 레이샥, 산 아드리아 데 베소스, 

산타 꼴로마 데 그라메넷 등 5개의 서로 다른 

도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행정

7) 자료: Agenda Besos

구역의 분포는 베소스강 유역에 대한 통합된 비전의 

부재와 무질서한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특정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도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빈곤층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운영의 전략적 지역

이자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살려 

1990년대 베소스강 유역 개발에 대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7년에는 베소스강 유역 

5개 행정구역의 시의회로 구성된 베소스 컨소시엄

(Consorci Besos)이 설립되었다.

<그림 2> 베소스강 유역8)

베소스 컨소시엄과 어젠다 베소스

 베소스 컨소시엄은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소속

되어 있으며, 특별도시계획의 추진기관이다. 이 

8) 자료: http://consorcibesos.cat/besos-agenda/ (2022년 2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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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의 설립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도시계획 수립, 관리, 실행 및 보존이다. 베소스 

컨소시엄과 바르셀로나 시의회 산하 도시계획 연구

기관인 바르셀로나 레지오날(Barcelona Regional)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산하의 IERMB9), IGOP10)

와 협력하여 베소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지방

자치단체 공동으로 베소스 의제(Agenda 

Besos)를 발표하였다.

<그림 3> 베소스강 유역11)

 베소스 의제의 목적은 ▲베소스강을 중심으로한 

9) Instituto de Estadios Regionales y Metropolitanos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및 대도시지역연구소

10) Institut de Govern i Polítiques Públiques, 정부 및 공공정책
연구소

11) 자료: http://consorcibesos.cat/besos-agenda/ (2022년 2월 
15일 검색)

공동체 형성, ▲베소스강 주변 지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의 강화, ▲적극적인 

직업훈련 장려, ▲베소스강 주변 지역 간 접근성 

및 연결성 향상,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 영향에 대한 보상,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환경 개선, ▲순환경제를 촉진하여 

지식산업과 경제 활동 장려, ▲조합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혁신 활동을 강화, ▲지역의 

개발 기회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

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베소스 의제에서 제시된 실행계획은 강력한 거버

넌스를 기반으로 한다. 베소스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 간 공동정책 수립과 추진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베소스 컨소시엄의 역할이 부여된다. 

베소스강 유역의 다양한 정책들은 베소스 컨소

시엄을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이라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고, 현재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베소스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사례를 바탕으로 베소스 컨소시엄과 카탈루냐 

주정부의 협력하에 베소스강 하류지역 개발정책이 

진행 중이며, 베소스강 유역의 잠재력 활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Barcelona Regional. 2017. https://projects.bestiario.org/bcnreg/ 

(2022년 2월 15일 검색).

consorc ibess. 2017a. El Bess marca la seva Agenda, 7월 

20일. http://consorcibesos.cat/besos-agenda/ (2022년 2월 15일 

검색).

_______. 2017b. Els documents de l’Agenda Bess, 10월 23일. 

https://consorcibesos.cat/documents-agenda-besos/(2022년 2월 

15일 검색).

______. http://www.territoribesos.cat/ (2022년 2월 1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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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가리전(Mega regions)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갖는 의의

 최근 세계경제가 탈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인적 자본과 

지적 자본이 중요한 경제성장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간의 융·복합과 지식 

및 인적 자산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사회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일 대도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복수의 도시들이 연계되어 

연속적인 경제·생활권을 제공하는 초광역권 형성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외화 등으로 인해 

도시의 외연적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찍

부터 메가리전(mega regions)이 관찰되어 왔으며, 

미국 지역계획협회12) 주관하에 광역적 공간전략인 

‘America 2050’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메가리전 사례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갖는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미국의 11개 메가리전 현황13)

12) Regional Planning Association: RPA

13) 자료: Flint 2020

 미국에서는 기업 및 시민 리더, 정책 입안자, 지역

계획가들이 모여 지역계획협회를 구성하고, 

2050년에 11개의 메가리전 출현과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 패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불균형 성장 패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대도시 

인프라 수용력 부족 등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림 1> 참조, 박경현 외 2020). 이러한 트렌

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계획협회는 2006년에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대도시권 

광역철도, 스마트 하이웨이, 항만, 공항 등을 연

계하는 ‘멀티모달 교통 시스템’을 확충하여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등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America 2050’을 제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뉴욕 부근의 

3개 철도 시스템14)을 연결하는 T-REX15) 사업, 

6개의 뉴잉글랜드주와 하트퍼드, 다운스테이트 

뉴욕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북대서양 

철도망(North Atlantic Rail network) 계획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RPA 2018; Condon 2021, <그림 2> 참조).

 이러한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은 미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증가를 지원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 도시를 연결하여 이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업의 성장

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도시권 단위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적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 토지이용 결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 Long Island Rail road, New Jersey Transit, and 
Metro-North Rail Road

15) Trans-Regional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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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뉴욕의 T-REX 철도사업16)

<그림 3> 미국의 북대서양 철도계획17)

16) 자료: RPA 2018

17) 자료: RPA 2018

 더불어 메가리전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에도 광역 교통망을 통해 의료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긴밀하게 구축된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 재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발발로 

인해 구호장비 수급이 어려웠던 시기에 여유분의 

보호장비 및 구호품을 서부지역에 공급하기도 했고, 

몬타나주는 북다코타주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았으며, 

뉴욕주지사 Cuomo는 북동쪽 지역의 7개 주와 

지역 주 구매 컨소시엄18)을 구성하여 개인보호 

장비의 안정적 구매 환경을 제공했다(Flint 

2020). 이러한 도시 간의 활발한 공유와 협력이 

가능하고 도시 간 접근을 향상시키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메가리전은 일자리와 인구의 재분배, 교통 

혼잡과 불균형한 주거 문제 개선, 중심도시와 중소

도시의 동반성장 등을 이끌며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정준호, 강민규. 20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Condon , T. 2021. It has been slow to arrive, but high speed 
rail could be coming, 2월 2일. 
https://ctmirror.org/2021/02/02/ithas-been-slow-to-arrive-but-hig
h-speed-rail-could-be-coming/ (2022년 2월 9일 검색).
Flint, A .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Makes a Case for 
Megaregions,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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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검색).

18) Regional state Purchasing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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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미어 주오신칸센이 만들어나갈 초광역 슈퍼 

메가리전 구상

 일본을 지배한 2021년 트렌드: DX와 탈탄소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더해 도쿄 일극집중화 현상

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다양한 국토계획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하고 여러 지역을 하나의 큰 광역권으로 묶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7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에서는 지역 간 상호 

연계에서 발생하는 사람, 물류, 경제, 정보 등의 

상호 대류를 원동력으로, 이른바 ‘대류 촉진형 

국토’ 형성을 통해 국토의 활력과 혁신을 불러온

다는 계획을 그린 바 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에 

기반한 정보혁명과 미래형 교통의 구축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를 이루어내어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2027년 1차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리니어 주오신칸센’(이하 주오신칸센)이다.

<그림 1>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리니어모터로 

움직이는 주오신칸센(시험운행 중)19)

19) 자료: https://linear-chuo-shinkansen.jr-central.co.jp (2022년 
2월 12일 검색)

 영업 속도 500㎞/h, 시험 속도 603㎞/h에 달하는 

주오신칸센은 현재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도쿄-

오사카 구간을 67분으로 대폭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권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된다. 이 때문에 주오

신칸센 개통은 단순히 차세대 교통수단의 도입을 

넘어 새로운 국토계획의 도래를 의미한다. 2015년 

8월에 통과된 ‘제2차 국토형성계획’은 주오신칸센

으로 3대 도시권이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며 일체화

되고, 4곳의 주요 국제 공항과 2곳의 국제 전략

항만이 공유되어 전 세계에서 인적 자원과 문물, 

자본, 정보를 끌어모아 세계를 선도하는 초광역권, 

이른바 ‘슈퍼 메가리전(Super Mega region)’ 

형성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림 2> 슈퍼 메가리전 위치와 주오신칸센 노선

 인접한 거대 산업도시를 묶은 메가리전은 전 세계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지만,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은 

기존의 독립된 개별 대도시권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초광역권을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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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슈퍼 메가리전이 형성되면 세계적으로 매우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수도권, 중부권, 

관서권의 총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역내 

GDP는 인구 8,200만 명과 3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이다. 이는 중국의 주강 삼각주 메가리전

(6,600만 명, 1조 4,500억 달러)이나 미국 실리콘

밸리(1,080만 명, 9,200억 달러), 미 북동부 메가리전

(4,760만 명, 3조 6,500억 달러)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거대한 규모이다. 이들 메가리전 내 도시 

간 이동 소요 시간이 모두 1시간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 구상은 무리가 

아니다.

 국토교통성은 전체적인 구상 개발과 정책 구체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슈퍼 메가리전 구상 

검토회’를 2017년에 발족하고, 스무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일본의 강점인 고밀도 교통·정보 

네트워크와 다양한 산업 집적, 낮은 지역 간 격차를 

바탕으로 한 ‘대류 활성화’가 일본이 겪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도쿄 일극집중, 대지진 리스크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오신칸센이 핵심 인프라

임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 개통한 

도카이도신칸센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통할 주오신칸센은 지식

집약형 사회에서 물리적 대류를 활발히 하는 불가결한 

존재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주오신칸센 개통이 가져올 변화로 ① 대면 커뮤니

케이션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혁신 창출, ② 시간과 

장소에서 해방된 새로운 비즈니스·라이프스타일 

실현, ③ 경제권 및 거점 확대로 해외 인재 및 

투자의 적극적 유치, ④ 교통 네트워크 다변화에 

따른 재해 리스크 경감 등을 꼽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슈퍼 메가리전 구상 검토회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최종 구상은 <표 1>과 같다.

구분 내용

1. 개성 있는 3대 
도시권 간 활발한 
대류와 일체화를 
통한 거대 경제권 
창조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기업가, 스타트업, 
대학, 투자자 등이 개방된 환경에서 협동하는, 근접성과 
집적성을 중시한 혁신지구를 형성하고 고밀도 지적 
대류를 창출
▸주오신칸센역의 환승 편의성, 고속도로와의 직결성, 

공항 접근성 향상, 도시재생 등으로 집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확장
▸3대 도시권 간 신칸센·고속도로 네트워크 정비를 

통해 국토 대동맥 다중화를 이루고, 도시정비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권역을 추월한 연계체제를 강화

도시권별 개성
▸수도권
 - 복수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도시 강화
 - 정보통신·광고·금융 분야 등의 강점을 살려 전국의 

상품 가치를 다듬고 세계로 내보내어 지방창생과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

▸중부권
 - 3대 도시권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최대 교류권 

형성
 - 다양한 제조산업과 AI, IoT 등 디지털 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하는 산업 혁신·창조거점으로 발전

▸관서권
 - 의료·생명과학 분야 강화를 통해 국제 허브 도시권

으로 발전
 - 권역 간 접근성 향상과 광역 연계 강화를 통한 

관서지역 전체 대류를 촉진

2. 중간역 주변 지역
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지방창생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권역을 초월한 
산업 클러스터 간 연계 강화 등으로 신세대 신산업
으로 발전
▸풍부한 자연거주 환경, 다양한 투어리즘, 사회참여 

플랫폼 등을 형성하여 지역만의 독자적 라이프스타일 
제공
▸지역 내 주체적 노력과 지역 외 인재를 융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매력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관계인구 확대
▸주오신칸센에 의한 동서 방향 연계축에 더해, 각 역

에서 남북 방향으로 뻗은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대류를 활성화

3. 슈퍼 메가리전 
효과의 광역적 
확대

▸전국 각지의 개성을 묶기 위해 광역 연계를 통한 
권역 초월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오신칸센
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 신칸센·고속도로 네트
워크 형성으로 대류를 활성화
▸3대 도시권 공항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고, 도쿄·

오사카 간의 운송 니즈 전환을 통한 새로운 항공 
수요 대응, 도카이도신칸센 주변 지역의 편의성 
향상 효과도 기대
▸주오신칸센역 주변 이외의 중추·핵심 도시 또한 

자력으로 세계와 직결되어 슈퍼 메가리전과의 상
승효과를 발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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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메가리전은 일본의 각 지역을 활력적인 관계로 

묶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해결을 달성하고 인구감소도 극복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재택근무와 원격 업무 등으로 대도시 생활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으로 일상 환경이 변화하고, 

공급망 붕괴 등 네트워크의 동맥경화와 같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요 도시권을 통합하는 슈퍼 메가리전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KTX의 등장 이후 여러 일상이 바뀌

었다. 매일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처럼 대규모 교통 네트워크의 신설은 

국토의 대동맥이 되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KTX나 기존의 신칸센보다 두 배가량 빠른 주오

신칸센은 더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다만 요금이 

비싸고 전체 노선이 완공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 과제이다. 그럼에도 항공기에 

맞먹는 빠른 이동 속도와 철도 특유의 높은 도시

접근성 등의 강점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앞으로 

주오신칸센이 만들어나갈 슈퍼 메가리전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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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lit.go.jp/common/001047113.pdf (2022년 2월 12일 

검색).

_______. 2015. 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概要】. 

http://www.mlit.go.jp/common/001100228.pdf (2022년 2월 12일 

검색).

スーパ ー・メガリージョン構想検討会. 2019. 

人口減少にうちかつスーパー・メガリージョンの形成に向けて~時

間と場所か

らの解放による新たな価値創造～. 

https://www.mlit.go.jp/common/001289678.pdf (2022년 2월 13일 

검색).

JR東海 . 2022. リニア中央新幹線と日本の未来. 

https://linear-chuo-shinkansen.jr-central.co.jp/future/ (2022년 2월 

12일 검색).

ベース 設計資料. 2019. 

スーパー・メガリージョン構想～リニアによる三大都市圏の一体化

と効果の拡大~. https://www.

kenkocho.co.jp/html/publication/sa_index.html (2022년 2월 12일 

검색)

[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85호),  www.krihs.re.kr]

http://www.krihs.re.kr


- 42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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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서울시 전역 유출지하수 
공급시설 구축계획 수립

-
(298)

조건부
채택

토목

39 3,4호선 전선로 개량
․ 열차제어용 신호케이블 및 

전선로 개량
11,282
(338)

조건부
채택

전기

41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대지면적 4,799㎡
․ 연면적 3,690㎡

-
(733)

조건부
채택

건축

42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 연장 274m, 폭 18.5∼25.5m
․ 지하2층, 연면적 10,190㎡

88,894
(1,149)

조건부
채택

기계

44
자전거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상암·잠실)

․ 우선순위 노선 및 개선구간 검토
․ 자전거도로 11㎞ (241)

조건부
채택

토목

51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 서울시 방재성능 초과강우 대비 
대응방안 수립지침 마련

-
(277)

조건부
채택

토목

54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시설 
현대화

․ 플라스틱 자동선별시설 설치 등
2,350
(183)

조건부
채택

기계

55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초록(숲, 공원, 정원, 녹지) 통합 

네트워크길 구축
-

(500)
조건부
채택

조경

56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 IT가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

-
(200)

조건부
채택

조경

59
서남권 보라매공원 
테마놀이터 조성

․ 서남권 어린이 테마놀이공간 
조성

2,037
(227)

조건부
채택

조경

63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 지하2층/지상6층
․ 리모델링 연면적 8,974.4㎡

19,438
(1,330)

조건부
채택

건축

설  계
심  의

49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

․ 지하2층/지상29층
․ 연면적 177,568.34㎡

200,000
(4,572)

조건부
채택

건축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50 서서울미술관 건립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7,362.72㎡

29,795
(1,659)

조건부
채택

건축

53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 지하2층/지상3층
․ 연면적 14,779㎡

53,562
(1,894)

조건부
채택

건축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61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

․ 지하4층/지상2층, 86면
․ 연면적 4,683.69㎡

13,853
(1,76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12 도림고가 ․ 정밀안전진단
-

(110)
조건부
채택

토목

33 성산대교 ․ 정밀안전진단
-

(477)
조건부
채택

토목

43 개봉7련수문 외 4개소 ․ 정밀안전진단
-

(259)
조건부
채택

토목

46 한강로다리 및 욱천고가 ․ 정밀안전진단
-

(187)
조건부
채택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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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20) 심사현황 (2022년 3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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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     축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지역활성화 기반조성 용역 등 17건

1,250 1,238

교 통
용산전자상가 디지털물류시범도시 조성 
용역 등 10건

1,270 1,276

기 계 설 비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기계설비
공사 T.A.B 기술용역 기술용역 등 3건

1,600 1,600

도 로
북부간선고가교 성능개선 및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0건

1,359 1,358

도 시 계 획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상계1·2단계) 등 8건

3,219 3,215

상 하 수 도
2022~23년 종로구 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전문감리) 용역 등 16건

3,926 3,924

전 기 통 신
금화터널 제연설비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등 9건

725 709

정 밀 진 단 한양도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10건 735 732

조 경 · 산 림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7건 2,342 2,343

지 하 철
2022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

5,904 5,904

하 천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7건

1,361 1,305

기 타
노후임대 재정비 후속사업 일조시뮬레이션 
용역 등 4건

432 432

 계 115건 24,123 24,036

48
2022년 훈련원공원 
지하주차장

․ 지하5층/지상1층
․ 연면적 58,369.44㎡

-
(145)

조건부
채택

건축

52 2021년 길동배수지 ․ 정밀안전진단
-

(77)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33 군자-2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 9.8㎞
․ 계측기기 설치, CSO 저류조 개선

19,339
(979)

- 토목

2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사업 
(도로다이어트 구간)

․ 차로축소 및 보도확장을 통한 
가로숲 조성(3.6㎞)

14,302
(2,292)

-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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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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3.29.~4.1 4.17.
~4.30. 5.18 6.21~6.24 7.24.~8.5. 8.19.

9.2.

< 2022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3.7.~3.11. 3.27.~4.2. 4.13. 4.26..~4.29. 5.29.~
6.15.

6.2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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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 인맥(Tissue 人脈)

 한 번 뽑아서 쓰는 티슈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소통하고 필요 없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일회성 인간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스마트폰 및 SNS 발달과 

함께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 장소에서 

음식점에 잠깐 동행하거나 몇 가지 일정을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 SNS나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과 

익명으로 대화하거나 모임을 형성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티슈 인맥이 등장한 데에는 인간관계

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즉,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에 피로를 

느낀 현대인들이 자신과 뜻이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일회성 인간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 메신저와 SNS의 발달로 관계 맺기가 

쉬워졌다는 점, 혼밥·혼술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경향이 늘어난 점 등도 티슈 인맥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탄생시킨 인간관계를 

반영한 신조어에는 '티슈 인맥' 외에도 '관태기', 

'관계 가성비', '인맥 다이어트' 등이 있다. '관태기'는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을 관리

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또 '인맥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끊어 인맥을 줄이는 일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https://ter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