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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기의 건설산업?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설 현장에서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처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CEO 및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건설안전

특별법」은 그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발주처,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처벌 대상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곳곳에 노출되어있는 위험 요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안전

사고들을 보고 겪었다. 하여 이러한 법들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만, 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너무 사후적인 조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산업계 동향은 최근 중앙일보 기사(건설업체 85% "건설안전특별법, 

중복처벌…제정 반대", 2022.03.01.)1)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림 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관한 설문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2020#home

》  칼  럼

스마트 건설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 소 영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심의위원, 서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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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건설안전 강화 입법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건설업계의 실제 종사자와 뉴스나 신문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는 국민

과의 괴리감으로 발생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국가의 운영에서는 산업계의 

반발에도 입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후진적인 건설재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건설안전관련 법 제정에는 찬성한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건설단가 상승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기고를 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건설안전 재해로 발생하는 손실비용과 재해예방 비용관련 최근 연구를 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

공학과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대형 건설 현장 공사비 1.9%를 사고 

예방에 투자하고, 사망자 1명 발생할 때마다 19억 8,400만 원 대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2)

 사후 처벌에 집중된 법으로 산업 관련자들에게 공포를 심어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관련자들에게도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공존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건설안전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안전 예방을 위한 가장 큰 이슈는 비용의 발생이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지만, 건설 현장의 비용은 과거를 답보하는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협력업체와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최근 발생한 각종 인재 사고로 이어

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설단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 그리고 건설 수행 주체들 간에 건설

안전 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건설비용 상승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건설비로 관련 법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스마트 건설안전 관련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여 건설비 상승을 

일부분 부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2. 스마트 건설기술 어디까지 왔나?

 건설산업의 안전예방이라는 이슈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Smart Construction)’이 주목

받고 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건설안전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과 건설산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5년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2)  대한 전문건설신문 기사 (“건설현장,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더 컸다.”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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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국토교통부, 2018)’3)을 수립하였다.

 건설자동화 시범사업은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자동화 실증연구를 시행하고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며, 3D BIM설계를 

기반으로 모든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드론 측량을 활용하여 

기성검사, 토공량 산정 등 스마트 기술을 구현하게 된다.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총괄하고 총사업비 약 2천억 원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국가 R&D사업

(2020-2025)’4)은 공공기관 및 대학과 연구기관 협회 등 1,00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건설산업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도로 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은 건설 생산성을 25% 이상 늘리고, 

공사 기간 및 재해율은 25%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기술개발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기반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다. 4대 중점분야 

연구단은 1) 토공자동화연구단, 2) 구조물공자동화연구단, 3) 스마트안전관제연구단, 4) 데이터·플랫

폼·실증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토공자동화연구단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2]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의 4대 중점분야

 건설 현장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드론을 통한 

활용은 조감도 및 영상 촬영보다는 시공기록, 토공 물량 산출, 공사계획 수립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이미 그 활용성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드론, 레이저스캐너, 

360° 카메라,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이 이미 건설 현장에 도입되었다는 의견은 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3) 국토부(2018)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4) 한국도로공사(2021), 도로실증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1단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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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스마트건설기술 인식에 대한 조사 그래프5)

 스마트 건설기술의 국외기술 현황을 보면 국내 건설기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무인 항만용 크레인 운용 솔루션을 개발을 통해 교량용 거더 거치 방식의 연구와 연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크레인 제동 능력을 고려한 충돌방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CT교량연구단에서는 교량 정밀

시공 가이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조립 부재의 상태 위치를 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고층 건설 

시공 자동화 연구단은 다중보 양중장치와 크레인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로봇팔 

원격제어기술을 개발하여 수중, 원전, 우주, 군사용 원격 작업용 매니퓰레이터 및 제어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 로봇팔 원격제어기술(미국, Kraft TeleRobotics) 

 일본에서는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여 건설장비에 탑승시켜 원격으로 조정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5) 로봇신문사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현황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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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설기계 원격제어기술(일본, 아스라테크&카나모토)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은 건설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공정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플랫폼 기반의 건설 데이터 생산과 운용을 통해 향후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도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다. 다양한 자동화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의 활용은 건설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며 글로벌 시장에 K건설이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건설단가가 오를 개연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도급공사비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자재비의 상승 

및 인건비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건설안전

특별법」 입법화 추진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며, 건설단가는 상승하게 되어 이는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재해예방 비용으로 치환하여 선투입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어 대형건설 및 중소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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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화교 접속램프(안양천로→

노들로) 2023년 2월까지 교통통제
 서울시는 안양천을 횡단하는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신설공사’를 위해 4월 2일(토) 15시부터 

2023년 2월까지 양화교 접속램프(안양천로→노들로)를 

전면 교통 통제한다.

 양화교 접속램프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양화교 접속램프와 

인접하여 진행되는 ‘월드컵대교 남단연결로 신설

공사’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기존 안양천로에서 노들로 방향으로 양화교 접속

램프를 이용하는 차량은 목동근린공원에서 좌회전 

후 양화교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우회도로를 이용

하면 된다.

 한편,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는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가 바로 연결되어 양천구, 강서구 등 

지역주민들의 월드컵대교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4〕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6)’을 

확대한다.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

6)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
(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

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은 ①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②대형공사 입찰 평가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③‘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④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⑤법령 개정 추진이다.

 첫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

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둘째,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으나,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셋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

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

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3항 및 

제82조의 2항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정지, 과징금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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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넷째,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7)’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승낙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설목적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 원 이하로, 시행

령에선 70억 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02)2133-8106〕

서울시, ㈜카카오와 국내 최초 대중

음악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실시

협약…6월 착공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8)’의 

7)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
하는 경우 시공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현재는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하고 있다.

8) ‘서울아레나 공연장’은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아레나공연장, 중형공연장, 영화관, 판매․
업무 시설 등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K-POP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로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립·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

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

하고 오는 6월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카카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

하는 (가칭)서울아레나㈜다. 그동안 사업 협상대상자

였던 (가칭)서울아레나㈜가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 등으로 총 3,12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설계·시공 등 건설을 완료한다. ㈜카카오는 

준공 후 30년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는다. 서울시와 (가칭)서울아레나㈜는 실시협약을 

통해서 총사업비, 사업수익률, 공연장 대관료, 초과

수입 활용, 적용금리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창동역 인근 약 5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로 들어선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

(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 

K-POP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민간투자로 조성

한다. 공연 전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운영단계

에서는 AR·VR·홀로그램 등 IT 기술을 공연 연출·

콘텐츠에 접목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하여 공연 생중계, 구독·스트리밍 서비스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대중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스포츠 경기(농구, 테니스, 아이스링크 등)와 

실내 서커스 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창동·상계 활성화사업의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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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단지)과 함께 창업과 문화의 콜라보, 新

경제·문화 광역중심지로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 자산인 중랑천 수변

공간과 서울아레나가 결합하는 수(水)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으로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

지는 시민생활 중심의 휴식과 활력의 열린 공간

으로 재탄생된다.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

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에는 수변 문화공간과 중랑천 

음악분수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와 교통·환경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올 상반기 중 실시

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02)2133-8291〕

서울시, 기후변화 시대 먹는 물 미래 대비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급수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정수센터의 시설물 노후화, 기후

변화로 인한 원수 수질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수질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반영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내고자 

했다.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상수도 및 유관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53명이 참여한 자문단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전담 조직(태스크포스, 이하 

TF)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고

9)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
하고 5년마다 재검토, 보완한다.

품질의 스마트 아리수”를 비전으로 ▴장래 서울시 

수돗물 수요량 전망에 따른 공급 계획 ▴상수도관의 

체계적 정비와 지속 가능한 정수센터 성능유지 

확보 ▴주요간선 송수계통의 입체적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정수센터 성능유지 확보를 위한 ‘노후 정수센터 

순환정비 체계’와 ‘주요간선 송수관로 안정화(대심도 

송수터널)’ 계획을 통해 기존 생산·공급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지난해 기준 337만 톤이었던 일 최대 수돗물 

생산량은 2030년 361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세로 전환해 2040년에는 347만 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접 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인접 도시 수돗물 공급량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체 

수돗물 생산량은 다시 일정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

된 것이다.

 고도정수처리10) 80만 톤도 2040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루 380만 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갖고 있으나, 추가 용량을 

확보하여 환경부가 제시하는 정수장 적정 가동률 

75%에 가깝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비

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도 고도정수처리 

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수질사고에 대비한 

주요 상수관로의 복선화 계획, 기후변화에 대비한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등 수돗물 공급의 안정화 

계획도 수록했다. 특히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2040년까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장기사용 

상수관로 3,073㎞를 단계적으로 지속 교체·정비

10) 고도정수처리는 일반 정수처리 과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숯) 
흡착과정을 더한 것으로,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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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계통에서 수질뿐 아니라 

각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관로를 이용해 

단수 없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

수관로 84㎞에 대한 복선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상수관망 내 유속과 수압, 유수방향을 

해석해 수질 취약 지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원수와 

정수 수질 저하에 대비한 새로운 정수 공정 검토 

등 수질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6개 정수센터별 

맞춤형 개량방안과 함께 수질 변화에 따른 강북·

암사·자양(뚝도)·풍납(영등포) 4개 취수장의 안정화 

방안 또한 기본계획에 수록했다. 

 생산시설의 장기적인 정비 방안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정수센터 대부분은 1980∼90년

대에 건설되어 사용연수가 30년을 경과하고 대형화, 

밀집화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정수센터를 중장기적

으로 개량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환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정수센터의 

지속 가능한 정비안에 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 환경부 승인 과정에서 보류됐던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생산량 증설과 ▴광암아리수정수

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

하여 승인받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서울시의 22%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은 

기존 고도 95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25만 톤 

증설된다. 향후 노후 정수센터의 정비 과정에서 

추가 시설용량 확보가 필요하고, 서울 인접 도시의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보다 4배 이상 비싼 팔당댐 원수만을 단일 

취수원으로 공급받던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이중화(팔당+한강)한다. 암사취수장으로부터 구경 

1,650㎜, 길이 11㎞의 도수관로를 신설하여 팔당 

원수보다 4배 이상 저렴한 한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돗물의 재료가 되는 원수 구입비를 

낮춰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이중 취수원으로 

취수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취수원

에서 원수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수도 업무 전반에 4차산업 시대의 정보

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으로 

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

검침 계량기를 확대 도입해 실시간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 제어하던 정수센터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여 휴먼 에러(human 

error)를 최소화한다. 사람이 2달에 한 번 검침

하던 계량기를 원격검침으로 순차 전환해 실시간 

사용량 파악과 수돗물 사용 이상징후 조기 파악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물의 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

하여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선제적 유지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방식은 

사용 연수에 따른 연차적 유지보수였는데, 향후

에는 개별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에 따라 최적 관리 시점과 방법을 예측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40 서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행

하여, 서울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있어 향후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02)314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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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수 안전관리 한눈에…‘건설

공사 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한 데 이어,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은 발주자와 건설

사업관리단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관계자의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주체별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정리되었다. 

안전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공사단계에 따라 공사관리관(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

리스트가 제공된다.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

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안전규정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

 서울시는 제작된 가이드북을 건설공사장에 배포

하고, 서울시 공사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02)3708-8797〕

서울시, 여의도공원 세계적인 도심문화

공원으로…시민우수제안 20점 선정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미래모습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118개 접수, 이중 20개의 우수 제안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4.12.)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여의도가 2040서울플랜에서 국제

금융·업무·MICE산업 등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고, 

GTX-b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여의도 아파트

지구 정비사업 등 빠르게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중심공간인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공원

으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기획한 것이다.

 총 190명이 참가했으며 개인 또는 팀이 118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학생, 전문가, 일반시민 등 

많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아졌다.11)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20개를 선정했으며,  

‘내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http://me diahub. 

seoul.go.kr)를 통해 공개됐다. 20명의 수상자

에게는 총상금 1,000만 원과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여의도공원이 단순한 식재와 휴식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활용을 통해 

시민중심의 동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특히, 공원 내 랜드마크 문화시설(오페라 

하우스 등) 도입, 수직적 입체공간, 다양한 체험 

콘텐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문화시설 도입… 

오페라하우스, 공연장 등

 서울의 3대 도심임에도 문화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운 여의도지역에 도시문화 중심지로서 공원 

기능을 확대하여 서울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적인 

문화시설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다수 제안되었다.

11) 공모기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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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과 국회의사당로 축 교차점에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시설 도입 

(‘URBAN SPUIT_어반 스포이트’, 진세인)

다양한 높이를 주어 한강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조망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여의도 루프탑 오페라’, 김윤성)

공원 하부 공연장 구성하고 공원하부에서 여의도역 
지하보행축 연결

(‘여의도 공연원’, 김진수)

② 여의도공원 접근성 강화 위한 입체적 공간계획, 

한강샛강 적극연계 등

 여의대로, 한강 및 샛강공원과의 접근성을 해결

하기 위해 공원 및 주변지역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지상 입체보행데크 설치, 지하

통로 개설(국제금융지구-여의도공원), 공원레벨을 

낮춰 수변공원으로 주변과 일체화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과 연계문제 해결을 위해 
입체보행데크(스카이 데크) 계획으로 지역간 소통을 

강화하고, 보행중심의 접근체계 구축
(‘SHOW BOX PARK’, 양우제)

국제금융지구(파크원, IFC 등)에서 여의도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 제안

(‘여의나루’, 성호석)

한강과 샛강의 녹지축에서 물이라는 자연요소를 공원에 
끌어들여 공원레벨 다층화하여 주변공간과 일체화 

(‘Yeouido Dipping Park’, 이성연)

③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 등 

프로그램 도입 제안

 여의도공원이 내포한 역사성에 초점 맞추어 장소적 

특징을 일부 보완하고, 상부 열린 공연장, 다채

로운 공간계획 등 연계형 시설 및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으며, 환경교육과 체험이 있는 생태공원

으로서 여의도공원의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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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금융의 중심지이자 여의도의 열린 휴식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여의도 프리즘_대한민국을 기억하다, 조유정)

자연과 일상을 공유하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안
(‘여의도록’, 이예인)

 서울시는 20개 수상작을 비롯해 총 118개 아이

디어의 컨셉들을 검토하여 여의도공원 활성화 기본

계획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공공개발기획단 (02)2133-8347〕

서울시,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불공정 원천 차단…700여명 평가위원 

인력풀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

(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00여 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만든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함으로써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심사 결과도 시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은 신기술·특허공법(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들의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

했다. 당초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외부

청탁, 특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 ‘서울

특별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에 평가위원 

인력풀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은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토목 분야 390여 명, 건축 분야 130여 명, 기계·

설비 분야 18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다. 

 평가위원 선정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

명부 명단을 추첨하도록 해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추첨 방식

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석

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 

채점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

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등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평가위원 인력풀을 통해 신기술·특허

공법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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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현장에 위험 경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작업자 안전 지킨다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 

중인 300억 원(건축 200억 원)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기술로 건설현장의 

안전도를 높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

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류

이며, 시스템이 운영·관리되는 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앱, 무선통신 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원격 점검시스템’은 360° 회전 가능한 영상 

카메라를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작업자에게 경고한다.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시스템’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주변에 접근

하는 근로자와 중장비 운전자에게 접근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다.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은 

AP(Access Point)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위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환경센서 시스템’은 

공사현장의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

탄소 등의 농도를 감지하여 전광판에 표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 등 건설공사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먼저 1단계로 4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건축 200억 원) 32개 공사

현장에 우선 적용해 도입된다. 현재 설계 중인 

건설현장은 모두 스마트 안전기술이 반영되어 설계

되며, 2023년 이후(2단계)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될 

계획이다.

 또, 고소작업 시 영상을 기반으로 추락 등 위험

요소 자동 판별,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고리 등의 시스템은 테스트베드를 

거쳐 검토 후 도입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02)3708-256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이 개정12)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에 대한 

절차, 이행기간, 시·도지사의 명령서 교부 의무,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사 명령, 수시

검사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시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대상의 범위와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시검사 명령 통지방법 확대 (안 제26조)

 1) 수시검사 명령 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

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 최고제도 폐지 및 정기검사 명령 

12) 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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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안 제30조)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명령을 도입

 2)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정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

에게 명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사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며,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설기계

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

 4)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명령할 때,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

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번호표가 영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등의 명령이행기간 

연장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토록 함

 3) 검사대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대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3 신설)

 1)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주요구조를 임의 

변경·개조하여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가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사실을 기재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함

 3)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즉시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

하기 위해 임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

도록 함

마. 건설기계 검사명령서 개선 (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1) 건설기계 검사명령서에 정기검사 명령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1)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운행중지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명령서를 신설

사.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

6서식 신설)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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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로 

운행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임시운행 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가 발급

하는 확인서를 신설

아. 검사연기·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21호서식)

 1)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명령이행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용품으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

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13)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21.5.17.)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비치대상시설과 수량을 정하고,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을 확대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받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13)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보완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1)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

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및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함

나.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안 별표 3)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을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1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청구 등(안 제6조의2)

 1)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14)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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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도록 함

 2)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1) 개정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

하거나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   

(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산정하고자 함

나. 약칭의 위치 조정 (안 제35조 제2항)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1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

(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1)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

15) 2022. 7.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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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 규정

 2)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규정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1)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하도록 규정

 2)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1)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을 

생략하고,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경우 정년제 준수가 

현저히 저조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며, 별지 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생략 근거 마련(안 제

10조제2항)

나. 정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생략 및 선별적 제출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제1항, 13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60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추가하고,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16)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

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16)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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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원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

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8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1)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

+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1)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성과정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성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

나. 수목치료기술자 재평가 기간을 나무의사 자격

시험 유효기간과 같이 조정

다.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공사 감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 공사에 대해

서는 감리원 배치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전문적인 외주감리 확대여건 마련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개정

(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8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배전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가 발주하는 경우

에는 실비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산출 

및 감리원 배치(안 제33조 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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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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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차 삼각지고가 및 염천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삼각지고가 강거더 맞대기 용접부에 대한 

강재초음파 검사 시 4개소에서 용접결함이 

확인되었는데, 상태평가에서 맞대가 용접

부 균열 진전에 해당된다고 하여 e등급을 

부여하였음. 전차에서 찾지 못한 용입부족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찾은 것이면 부분 

용입부족에 해당되어 c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태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므로 정확한 분석 필요

○ 보수·보강 방안

   - 교량의 슬래브나 거더 단면보수는 대부분 

폴리머모르타르로 시공되어지며, 모르타르의 

양생이 늦어 양생이 진행되는 동안 차량 

통행의 진동으로 인한 들뜸 발생이 많으므로 

보수 재료 및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제47차 청담대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교각기둥부에 발생한 균열, 누수, 백태는 

내부에 공동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보다 상세한 확인, 분석이 필요함

○ 안전성평가

   - 금번 안전성평가는 E구간에 대해서만 실시

하였는 바, 다른 본선구간 및 램프구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대한 기존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청담대교 전체 교량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보수·보강 방안

   - 8.3.4 내진성능 확보방안에 제시된 받침부 

내진성능확보 예시는 발주기관의 내진보강

공사 발주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제58차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공사 

설계심의

○ 자립식 옹벽설치구간의 경우 뒷채움에 따른 

다짐이 필요하나, 공간의 협소함으로 기계다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적절한 다짐방법을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21 -

강구하여 시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바람

○ 강연선으로 보강된(2013) 기존 교각 코핑부를 

절단할 경우에는 구속응력의 해제로 구조안정성에 

대한 변화가 우려되므로 구조성능 및 복구

(강연선 제거 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슬래브 철거 시(B=60㎝) 철근은 남기고 

콘크리트만 제거해야 하므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는 적정하지 않으므로 슬래브 철거 공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제60차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설

사업관리계획심의

○ 건설분야 ‘공통업무’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것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기분야(상주)는 고급을 

중급으로 변경하고, 상주용역기간 늘리는 것

을 검토바람

○ 소방분야 배치계획은 공사기간 대비 주1회로 

단순 반영하였으나, 소방준공을 위한 성능시험 

등을 위해 준공 2개월 전부터는 최소 주2회 

이상 투입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제64차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심의

○ 건축계획분야에서 아래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1층에 안내공간을 계획할 것

   - 1층에 유아존 전용 세면대를 계획할 것

   - 1층 화장실 출입구는 동시 개폐 시를 고려

하여 계획할 것

○ 굴착계획을 볼 때 메인 스트러트가 아닌 코너 

스트러트에 사보버팀을 적용하였으나, 최대설치 

길이가 30m를 넘는 구간의 경우 처짐 및 좌굴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성버팀보를 사용

하거나 수평 X-Bracing에 의한 보강을 검토

하기 바람

○ C.I.P의 적용 제원이 도면과 구조계산이 상이

하니 재검토하기 바람

○ Raker Kicker Block 설치 위치가 퇴적점토

층일 경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니 재검토 

하기 바람 (지반조사 BH-1의 경우 퇴적점토, 

퇴적모래층이 출현함)

■ 제65차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 기술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중대 시민재해 매뉴얼 등 안전관리와 소구역 

소로변 공사민원으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적용 항목 

조정에 따라 용역비 조정 필요함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함

■ 제66차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의 불능일 기후조건으로 

적용된 일최저기온 –12℃를 다짐품질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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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되메우기/성토의 경우는 상향 조정 필요

○ 철골지붕이고 층고가 높으므로 골조공사에 

조립식 서포트와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기간을 

검토

○ 부대토목공사 완료일부터 착수하도록 계획한 

시운전을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착수하는 것으로 조정검토

○ 기계분야 지열시스템설비 천공 시 토목분야 

굴착공사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검토할 것

■ 제67차 오목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설계심의

○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공원으로 토양 답압

으로 식물류 생육 장애가 우려되므로 식재 

지반 토양교체를 검토할 것

○ 휴게데크A 상부 녹지대 보행동선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외부에서 진입되어 교차되는 지점에 

데크참을 두고, 휴게데크C 휀스 체결 부위의 

난간 측면을 약간 올려서 결속력을 강화할 것

○ 피크닉장 옹벽(H2.5m) 상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난간 높이(H0.9m→H1.2m) 조정과 난간 

형태(가로형→세로형)를 변경하고, 피크닉장

(+9.5)과 단차가 있는 지점까지 설치 연장할 것

○ 공중산책로 플랜터A, B 건축슬래브(철근콘크리트 

T300)와 직결셋트앙카 시공 시 회랑의 천정

누수 및 균열방지 방안 및 인공지반 토심 30㎝ 

이상 확보할 것

○ 중정 잔디식재지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우수

암거(집수정, 지/간선 유공관 등) 시설 보강과 

지속한 생육 보호를 위한 잔디보호시설을 도입

할 것

○ 회랑천장(공중산책로 바닥) 방수공법의 적정성 

검토와 야간경관 개선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심의’를 득할 것

■ 제68차 2022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발주심의

○ 배수본관 또는 배수지관 세척 시 급수관로로 

세척수가 유입되거나 유속의 변화에 의하여 

적수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가 계량기에서 

배수작업을 실시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한 후 

수용가에 물을 공급할 것

○ 세척대상구간 이외의 인접 구간에서 유속의 

변화로 적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계획수립을 세밀히 하여 적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이 

들어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71차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심의

○ ‘시범사업’인 월류수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계측 항목(유량, TOC, 수위) 검증용에 대한 

유지관리계획과 악취저감시설 추가 검토 요망

○ 하수관로공사는 현장의 제반조건과 작업범위가 

다르므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의 종류, 형식, 

용량 등의 선정과 이들 장비조합은 공해, 공사

기간, 시공품질, 공사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도심지 관로공사의 장비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72차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설계 용역발주심의

○ 본 과업은 대수선이 불필요한 리모델링 사업

이므로 ‘지하내진’은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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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됨

○ 비구조내진설계는 공사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본 과업범위(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

○ 기초구조도, 토목 흙막이 도면이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할 도면인지 확인 필요

○ 공사발주 예정시기가 1월로 되어 있어 입찰

공고 기간 및 낙찰자 선정, 계약기간 등을 고려

하면 공사기간이 당해연도 12월에 끝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예정기간의 조정 검토 필요

○ 노후 기기 교체 및 공조방식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열원설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화 

측면에서 기계설비 설계자에 대한 창의성을 

고려하여 위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 검토

■ 제73차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공사 착수 전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및 지장물 

이설 등 ‘공사준비 기간’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 유사 공사현장 사례 

등의 실제 소요기간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할 것

○ 연결로(Ramp-A, B) 가시설 천공작업을 시행

함에 있어 도심 혼잡구간에서 단계별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표준품셈에 

의한 작업량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작업량(도심지 할증 등 고려)을 

산정할 것

○ 수직구 횡갱 굴착 후 본선 터널 방향 2막장과 

민자터널 방향 2막장을 동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초기 막장간 공사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자터널 방향 2개 막장의 

공사시기를 조정할 것

■ 제74차 새말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심의

○ 배수펌프장의 가장 핵심설비인 배수펌프에 

대한 작동시험 내용을 보완할 것

○ 보고서 참여기술인 명단에 기계·전기분야 기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 기술인 표기할 

것(참여 여부 증빙 사진 등 포함)

○ 구조해석에 반영된 설계도면의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적용된 설계도면이 본 구조물 제원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술할 것

■ 제75차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사업 

공사기간적정성심의

○ 하천상에서 토공, 가시설공, 관로공, 구조물공, 

부대공 시공 시 작업에 유입되는 많은 물의 

양수작업으로 인하여 작업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표준작업 수량을 조정하여 변경 검토

할 것

○ 우기철 수방기간에는 Dry work가 어려워 전후

공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공시점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저심도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사 시 반드시 버팀을 준수할 것

■ 제76차 생태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과업구간에 대한 한강관련 상위계획을 검토

하여 보고서에 수록할 것

○ 과업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재검토하여 수정

할 것

   - 과업의 기본방향이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할 것

   -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태

복원으로서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

   - 스마트생태공원 도입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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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는 과도하지 않게 정정

할 것

■ 제77차 불광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

관리계획심의

○ 건설분야 ‘공통업무’ 기준인원수는 66%로 조정

하기 바람

○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할 것

○ 현지사무원은 용역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방공사 비상주 감리원 배치는 주2회 이상 

적용바람

○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할 것

■ 제78차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용역발주심의

○ 팬데믹 이후 도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 

및 웰빙 효과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 휴양시설(생태체험숲, 

자연숲 등) 및 역사·유적, 동네이야기, 핫플레이스, 

상권(맛집, 카페 등) 등을 충분하게 조사하여 

서울둘레길 이용자 유입 시너지 제고 및 콘텐츠 

개발 시 활용할 것

○ 무장애 숲길, 테마 산책길 등과 연계 확대 

시 보행친화적 숲길 구축을 위해 BF(Barrier 

Free) 도입구간을 검토할 것

○ 과업내용서 계약상대자 책임 항목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추가할 것

■ 제79차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을 

18개월에서 17개월로 변경할 것

○ 과업내용서에 건축, 토목분야 기술지원 기술자가 

일정 공종 공사기간 중 주1회 이상 현장 방문

토록 문구 추가

○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도서는 감리업무보고

시스템 등을 통해 납품이 가능하므로 도서인쇄비는 

제외할 것

2022년 4월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주요 내용

■ 제1차 2022년 하수관로 및 차집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에 적용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자문)

○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맨홀과 같은 하수도시설은 밀폐지역으로 

진입 시 제반안전 및 규정에 따라야 함. 

특히 유독성 및 가연성가스 존재 여부와 

산소결핍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시공결과 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시공 후 들뜸, 주름발생, 요철 등에 대한 

기준과 기준 미달 시 대책(보수보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 보완할 것

○ 동절기 공사의 외기온도 및 들뜸 기준 수정 제시

   - 동절기 공사의 외기온도 기준을 -℃로 제시

하고 있으나, 소요장비의 동결과 경화온도 

관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들뜸의 기준도 

서울시 비굴착 공통시방서와 상이하므로 

수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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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4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283건을 제안하여 230건 채택 

(채택률 81.3%)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023,112백만 원에서 1,134백만 

원 증가 (조정률 0.1%)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1% 6.1% 6.0%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토공 반출용 경사로를 호이스트로 변경 

(감액 1,094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최하단 암굴착면 경사부 록볼트 삭제 

(감액 115백만 원)

  - 이용자편의성 향상

    ∙ 지하차도 출구부 발광형 표지판 적용    

(증액 86백만 원)

  - 구조안전성 향상

    ∙ 중간말뚝 근입 깊이(일반구간) 1.5m이상

으로 변경 (증액 324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승강장 점검구에 안전시설 설치       

(증액 3백만 원)

■ 제5차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9건을 제안하여 74건 채택 

(채택률 93.7%)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5,500백만 원에서 2,279백만 원 

절감 (절감률 8.9%)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8.9% 10.3% 24.7%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지하3층 전기/기계실 층고 조정(7.2m→5.6)

      (감액 111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화물용 엘리베이터 PIT를 지하3층까지 

계획 (증액 30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주차차단기 개소 축소 (감액 44백만 원)

■ 제6차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사업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52건을 제안하여 37건 채택 

(채택률 71.2%)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3,969백만 원에서 966백만 원 

절감 (절감률 4.0%)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4.0% 15.7% 15.9%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RC암거의 벽돌쌓기를 제거하고 방수보호재로 

변경 (감액 150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오류천 지류 본관 레진콘크리트관을 흄관

으로 변경 (감액 1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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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패널을 이용한 수직굴착면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 (제922호)
(보호기간 : 2021. 12. 7. ～ 2029. 12. 6.)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풍화대 지반의 깎기비탈면에서 수직굴착한 후 경량 프리캐스트 패널을 이용하여 

굴착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패널을 설치하고 배면 틈새부는 시멘트 몰탈 충전을 통하여 원지반과 

패널이 일체화되는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시공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원지반 굴착 시 패널 높이만큼 수직으로 굴착하여 무게를 500㎏ 이하로 경량화시킨 

패널을 수직굴착면에 설치하고 패널과 원지반 사이의 틈새를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여 일체화시킨 

원지반 부착방식의 네일형 절토부 옹벽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이 신기술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고, 시공절차는 패널의 높이만큼 원지반 수직굴착, 보강재 설치, 

옹벽배수공 설치, 경량 패널 설치, 속채움 몰탈 주입을 반복하여 시공한다.

[그림 1] 신기술의 개념도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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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반 수직굴착 ② 천공 및 보강재 설치 ③ 옹벽배수공 설치

④ 경량 패널 설치 ⑤ 속채움 몰탈 충전 ⑥ 다음단계 시공(반복)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비고

1 대추골 프롬나드길 정비사업 공주시 (주)세종이엔씨 2020.04
～2021.10 521m2

2 아산초등학교 절토사면 
보강공사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주)세종이엔씨 2019.12

～2020.06 1,079m2

3 세종전의농협 경제종합센터 
신축공사

세종전의농업
협동조합 (주)세종이엔씨 2019.11

～2020.03 1,147m2

4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 
～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국도로공사 (주)세종이엔씨 2019.08

～2021.04 2,026m2

5 광주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 개설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세종이엔씨 2017.12

～2018.03 657m2

6 하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대전광역시 (주)세종이엔씨 2016.04

～2016.12 227m2

  나. 향후 활용전망

 산지가 70% 이상인 국내 지형조건상 단지조성, 도로 및 철도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토부 옹벽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11월 말까지 국내 6개소의 

현장에 적용하였고, 기술협약을 통하여 향후 10개의 현장에 시공 예정 중이며, 지형훼손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활용성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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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항목 기존기술 신기술

설치
개념도

설치방법 적층식 원지반(수직굴착면) 부착식

배면 토공량 높이 5m 기준 : 6.0m3/m 없음(미소한 여굴량)

배면 뒤채움 층별 되메움 및 다짐 기계식 몰탈 충전

기초공 설치 기초블록, 기초파일 불필요

보강재-패널 
연결

별도 연결장치 사용
직접 체결을 통하여 

시공 간편

배면부
유지관리

뒤채움재 유실, 풍화 등에 의한 품질 및 
유지관리 복잡

몰탈 충전에 의한 패널과 원지반 일체화로 
유지관리 간편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단계별 탑다운 수직굴착 및 원지반 부착방식의 패널 설치를 통해 지형경사에 의해 부지경계 확보가 
어려운 지형이나 추가용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기존기술 대비 적용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패널 높이만큼 단계별 탑다운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가 안전하게 옹벽을 구축
할 수 있고 뒤채움 공종을 간소화함으로써 시공간섭 영향 최소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고 국내외 타 기술과의 경쟁 우위가 예상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구분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패널 설치 EA 195,267 51,076 3,077 249,420

몰탈 채움 m3 79,727 2,768 746 83,241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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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비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증감율

직접재료비 317,135,088 298,491,483 5.9%

직접노무비 387,787,070 296,295,090 23.6%

기계경비 36,262,957 28,784,179 20.6%

합 계 741,185,115 623,570,752 15.9%

(단위: 원)

    3) 공사기간 

 높이 5m 옹벽 1열 기준에 대한 공사기간은 기존기술 대비 26.3% 단축된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패널 배면 뒤채움 시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여 기존기술 대비 뒤채움에 대한 품질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뒤채움에 대한 유지관리가 불필요하므로 기존기술 

대비 42.7%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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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 대비 땅깎기 면적을 최소화하여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추가용지 확보가 용이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전과정평가(LCA) 분석결과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는 신기술이 기존기술보다 7.29% 저감된다.

투입물질 단위 기존기술 신기술 저감율

이산화탄소(CO2) kg 9.638E+04 1.034E+05 7.28%

메탄(CH4) kg 4.466E+01 4.927E+01 10.32%

아산화질수(N2O) kg 1.631E-01 1.857E-01 13.86%

합 계 kg 9.642E+04 1.034E+05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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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분진 집진 기능이 있는 건식 바닥확대면 홀 형성 기기와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 
및 상대변위 대응 기능이 있는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설치공법 (제928호)

(보호기간 : 2022. 3. 31. ～ 203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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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석재분진 집진 기능이 있는 바닥확대면 홀 타공 기기와 가압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진 
고정 스프링 및 확장 슬리브로 구성된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와 석재의 적층시공을 방지하고 
상대변위에 대응 기능이 있는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건식설치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석재 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분진을 집진하는 기능이 구비된 건식 바닥
확대면 홀 타공기를 사용하여 바닥확대면 홀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고정부와 가압부로 나누어진 
스프링이 장착된 돌출형 스프링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석재의 적층시공을 방지하고 상대변위 
대응 기능이 있는 반전 앵글세트를 이용한 외장석재 건식설치공법으로, 석재 타공 시 발생되는 
분진을 집진하여 제거하며, 에폭시 본드류 사용을 배제하여 기계적 연결구조의 외장건식 공법을 
구현하여 내진성능을 향상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구성요소

석재 분진 집진기가 장착된 
건식바닥확대면 홀 형성기 돌출형 스프링 앵커 반전앵글 

  

    2)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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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번호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 금액)

1
 송파하비오 호텔
 신축공사

다함하비오(주) 대우건설
2015.07. 
∼2016.7

13,303
3,499,572,700

(2,101,874,000)

2
 북창동 M 호텔
 신축 공사

북창동M
호텔

보미건설 
2014.7

∼2014.11
7,088

1,062,160,000   
(334,686.,000)

3  세종복합개발 KT&G 쌍용건설
2019.07
∼2020.06

15,000 
2,800,000,000

(2,200,000,000 )

4  삼척국방 연구소 국방부 기광건설
2019.09
∼2021.02

600
461,000,000

(350,000,000)

5
 플립커뮤니케이션즈  사
옥 신축공사 

플립커뮤니케이
션즈(주)

우리마을 
A&C

2020.12
∼202101

1,217
223,887,000

(209,923,000)

6  KT송파지사 개발사업 KT 현대건설
2019.8

∼2021.06
3,956

5,886,100,0 00
(739,301,000)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의무화 및 건축 현장에서 분진 소음 등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아파트 등 외부 건식석재가 설치되는 모든 현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 

꽂음촉 공법  T형 조정판 공법

겨 
냥 
도

특
징

§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한 임의 시공. 
에폭시 단순 접착에 의한 부실 시공 및 
꽂음촉 누락 및 절단,적층 부실 시공문제

§ 다량의 미세 석재 분진 발생 

§ 기계적 연결구조의 내진설계
§ 기기,장비를 이용한 매뉴얼화 시공으로 

작업자의 기능에 의존을 최소화
§ 집진부가 구비된 바닥확대면 홀 형성기기를 

이용한 석재 분진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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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기술 

신기술/스프링 앵커
Fzp anchor  Keil anchor

언더컷 앵커

특 징
부정형 바닥확대면 홀에서 석재의 파단 또는 
앵커의 빠짐 현상이 발생

부정형 바닥확대면 홀도 우수한 인발 
성능유지

언더컷 홀 
형성기기

특  징
Dia drill bit를 사용한 습식공정으로 홀 형성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Hardmetal Bit (초경/超硬)를 사용한 
건식 공정으로 홀 형성 시간 및 형성 
비용이 경제적임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외장 석재의 내진설계 및 석재 분진 포집 기술이 적용된 기술로 외장 석재의 구조적 

안전성 향상 및 현장 발생 석재 분진을 저감함으로서 건물의 내구성 향상 및 환경 부담을 줄여

주는 핵심기술로 건설산업과 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해외 동종의 수입산(독일) 제품의 바닥확대면 (Undercut) 앵커 및 바닥확대면 

홀 형성기기외 비교하여 본 신청 기술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중동, 호주 등으로 해외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 등 국제 특허 등록되어 있으며 

해외 PCT국제 특허 출원 중으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비  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A 신기술 공법 식 1.00 20,139 20,139 80,627 80,627 2,417 2,417 103,183

B 비교 공법 (기존기술)
[석재벽 붙이기 - 건식 
앵커지지 공법]

식 1.00 6,051 6,051 98,406 98,406 2,952 2,952 10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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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기간

      A. 신기술 공법

       B. 기존기술(건식 앵커지지 공법)

 KT 송파 복합개발 현장 저층부 석재 설치를 실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석재 가공 작업 등의 

효율화로 공정이 최대 약 12%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기계적 연결구조로 구조 안전성이 우수하여 하자 발생요인이 

적어 유지관리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또한 코킹의 설치를 생략하는 오프조인트 적용 시 

코킹의 생애 주기 비용을 감안 시 실란트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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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10% 국산화 기술로 석재 외장 설치공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서 건 설 

현장에서의 미세 분진 저감에 기여하는 등 환경 부하저감, 고용창출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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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토분야 정책과 시사점

미국

건설산업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과 

시사점

 미국의 건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7%씩 

성장했으며 향후 5년간 연 1.9%씩 성장이 예상

되어 2026년에는 2조 7,000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이성은 2021). 더불어,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8년간 2조 2,500억 

달러 규모를 국가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투자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 건설시장의 호황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관심 외에도 대·중소기업

이 상생하는 건강한 건설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건설산업 

분야의 중소 및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차기 행정부의 건설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과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

약자소유기업 등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장철기 2020). 대표적으로, ‘중소

기업 발주 목표치설정제도(Goaling program)’가 

있는데, 연방정부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당 발주기관의 발주물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치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철저한 발주 실적관리와 공표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쌓게 된다. 이외에도, ‘Set aside 제도’는 

공공발주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 및 조달

할 때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데,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업 우대제도

(In-State/Local Preference)’는 구매 혹은 용역

업체 선정 시 지역기업의 입찰가격에 우대를 부여

(Bid Preference)하거나, 최저가 입찰업체가 타주 

소재기업일 경우 지역기업이나 사회적약자 소유

기업에 그와 동일한 비율로 입찰 우대비율을 적용

(Reciprocal Preference)하거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지역기업을 낙찰(Tie Bid Preference)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타주 기업의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 지역

기업의 실질적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과 생산품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교통부는 연간 900∼1,100만 

달러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에 배정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건설업 관련 연구와 개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상시적으로 연구 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연구 

능력을 기반으로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중소 및 지역기업 보호관련 제도는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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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물량 배분 구조를 바탕으로 대기업 또는 

다른 지역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중소 및 

지역기업의 건설공사 수주를 돕고 있다(장철기 

2020). 일례로, ‘도급하한제도’는 대기업이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제한제도’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공사에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중소기업체는 연구

개발비를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조재용, 홍성호 2022). 이러한 제도하에서 중소

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성장시킬 원동력을 잃기 

쉬우며,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

하고 대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건설시장 내

에서 시장경쟁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소 및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설정책 방향에 대해 재고하여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건설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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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동산 이슈와 

공공주거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을 적게는 50만 호, 많게는 200만 호

까지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는 영구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새로운 이름의 공공주택이 

등장해 왔다. 이번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공공주택의 실효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이 가장 발달했다고 

알려진 유럽에 대한 사례가 많이 연구되어왔다. 

그중에서 자유주의의 색채가 진한 영국의 공공

주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공공주택은 사실 

민간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으로 불린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전 국토가 공습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 

산업혁명에 따른 도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장주들

이나 자선가, 민간단체들의 주도로 건설되었다. 

물론 의회주택이라고 불리는 지방정부의 지원도 

있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국가주도의 공공주택 

정책이 힘을 얻은 건 세계 2차대전 동안 많은 

주택들이 파괴되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전후 건축분야에서 르 꼬르뷔지에를 

중심으로 모더니즘 열풍이 불었고 이는 대규모 

공공주거 건축물, 즉 아파트 건설 붐으로 이어졌다. 

물론 값싸게 많이 지어야 했기 때문에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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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떨어졌으며, 다른 서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기에, 유럽에서 아파트는 질 낮은 공공

임대주택이란 편견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많은 공공주택 아파트들은 슬럼화되고 

범죄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

 대규모 임대주택 아파트 건설의 실패는 공공주택 

정책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1970년대 대대적으로 지방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지방

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부 

정책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입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주택의 역할을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한 전이 단계로 한정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주택 소유가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는 전제하에 ‘Right to buy’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서민들이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공공주택 

물량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극빈층

에게는 재난과도 같았다. 특히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공주택의 수가 급감했는데 이는 저소득 계층

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수단이 현격히 약화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림 1> 1938년부터 1978년까지 리즈에 건설된 

대규모 공공주택 Quarry Hill 아파트17)

 하지만 최근 영국의 공공주택 정책은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일반 주거지 내 주택들 

중 하나를 매입해 어느 건물이 공공주택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보다 지방당국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주택들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지역의 주택협회나 민간단체들에게 

사회적 주택을(공공주택이나 저렴주택 등)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가 원하는 적절한 

수준의 지역개발도 유도하고 있다. 1998년 주택법

(1988 Housing Act)은 공공주택의 지원을 민간

기구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에 집중

하도록 했으며, 소비자 요구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 

Coin Street와 같은 성공 모델이 있었기에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은 더 각광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Community 

Housing Fund를 통해 148개 지자체에 £60m 

(한화 약 900억 원)를 투입해 지역 공동체 주도의 

저렴주택 공급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 3월 말

까지 £163m(한화 약 2,445억 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얼핏 보면 과거 100년 전 민간부문 

중심의 저가의 사설 임대주택 건설로 돌아간 것

처럼 보이지만, 주거의 질과 재원, 소유권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물론 한국과 영국은 거리만큼이나 제도, 행정, 

사회, 문화 등 많은 측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들이 미국보다는 유럽을 

모델로 하는 것은 그간 미국을 좇던 우리나라가 

17) 자료: Yorkshire Evening Post.



- 37 -

느끼는 피로감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유럽의 잘 발달된 복지와 인권 수준을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영국의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정책과 공공주택의 민간소유 정책 실패의 경험은 

주거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지역과 사회의 

책임이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도권에 집중될 대규모 

공공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집이 필요한 시민들은 각각의 지역사회들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며, 정책 시행을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이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는 

단순히 국가가 저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만족스런 주거환경이 보장된 삶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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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속 가능한 이동성과 보행자를 위한 도시 모델

이동수단 패러다임의 변화

 이동수단의 발전은 현대 도시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이다. 자동차의 발명으로 

도시의 형태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는 현대 

도시로의 변화를 이끈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 도시의 구성요소로서의 중요성만큼이나 이동

수단은 현대 도시의 문제점을 유발하는 큰 요소

이기도 하다. 도시 공간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과 

도로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이동수단이 개인 차량

이라는 점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된, 기후변화라는 문제 유발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의 공공 공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가 도시의 

이동수단이다.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가 도시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라는 시대의 과제와 혁신

적인 기술개발이 맞물려,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전략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겨주고, 동시에 보다 평등

하고 사회 통합적인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전략 수립

 스페인 중앙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7월 13일 ‘복구, 변화 및 

회복탄력성을 위한 계획(Plan de Recuperación, 

Transformación y Resiliència)’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복구를 위한 방향성

으로 생태적 전환, 디지털 전환, 사회적 및 영토적 

결속, 성 평등을 4개의 주요 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10개의 주요 정책 중 ‘도시 및 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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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감소 및 농업 개발’과 ‘탄력적인 인프라와 

생태계 형성’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이동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이동성의 탈탄소화 및 대기 질과 도시의 

삶의 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이동성 정책으로 

개인 차량 대안으로서의 대중교통 부문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과 

차량에 디지털 교통 관리도구 탑재 등이 있다.

 주요 도시 간 복합 운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이동성 정책으로는 유럽 횡단 운송 네트워크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계획을 

통한 국가교통 네트워크 개선과 복합 운송 및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주 주정부에서는 

2019년 7월 9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국가 협약 2021∼2030(El Pacte Nacional 

per a la Mobilitat Segura i Sostenible)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차량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이동성 모델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연결

되고 자동화된 새로운 이동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주정부, 의회, 지역 사회, 시민, 경제 주체의 

협약으로, 향후 10년 동안 카탈루냐 주의 도로 

안전 및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6개의 전략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공공 공간의 중요성, 

다양화된 이동수단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사고 

특성에 대한 도로 안전 정책 수립, 스마트 모빌

리티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 및 다양한 

분야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시스템을 올바로 

사용하며 양호한 상태의 표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2050년에 ‘제로 비전18)’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친환경적

이고 건강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지속 가능한 이동성 모델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사점

 새로운 이동성의 패러다임과 이로 인한 도시 

구조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동성 모델의 구현은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차량 중심의 우리 도시 공간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이동성 전략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동성 

모델의 수립은 보다 평등한 양질의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 모델과의 통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스페인 주정부. 2021.7. 복구, 변화 및 회복탄력성을 위한 계획. 
https://planderecuperacion.gob.es/politicas-ycomponentes
(2022년 3월 25일 검색).
카탈루 냐 주정부. 2021.1.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위한 
국가 협약 2021-2030.http://transit.gencat.cat/ca/seguretat_
viaria/planificacio-seguretat-viaria/pacte-mobilitat-segura-sostenibl
e/ (2022년 3월 25일 검색)

[국토연구원(월간국토 제486호),  www.krihs.re.kr]

18) Visió Zero, Horizonte 2050에 명시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와 
사망자가 전혀 없는 상태

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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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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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22년 대형 상수도관 
세척

․ 남부, 강서 - L=8,117m 
․ 북부, 강동 - L=7,925m

-
(1,068)

조건부
채택 토목

72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 500인 이하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4,898
(424)

조건부
채택

건축

76 생태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 대상: 한강생태공원 5개소
․ 규모: 1,515,900㎡

-
(200)

조건부
채택 조경

78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 현황 분석 및 조사
․ 확대 기본구상 및 방향 제시 등

-
(350)

조건부
채택 조경

설  계
심  의

58 성동교 확장 및 진입램프 
신설

․ 성동교 L=230m, B=6.25m
․ 진입램프 L=101m, B=6.0m

12,830
(490)

조건부
채택

토목

64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4,970.99㎡

19,447
(1,014)

조건부
채택 건축

67 오목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 중정, 피크닉정원, 숲라운지 조성
․ 건축 2개동 신설 등

7,000
(280)

조건부
채택 조경

71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로 정비 L=9,695.4m 
․ 맨홀보수, 빗물받이 교체 등

20,393
(979)

조건부
채택

토목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66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 지상2층
․ 연면적 9,155.18㎡

41,424
(1,956)

조건부
채택 건축

73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 본선 80㎞
․ 양방향4차로(소형차 전용) 

334,828
(2,694)

조건부
채택 토목

75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 D=700㎜, L=4.0㎞ 15,500
(284)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79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5,954.39㎡, 168대

15,427
(1,568)

조건부
채택 토목

60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840.06㎡

15,354
(1,784)

조건부
채택 건축

65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로 정비 42.4㎞ 36,589
(4,028)

조건부
채택

토목

77 불광2동 복합청사 신축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3,546.57㎡

12,594
(1,957)

조건부
채택 건축

정밀안전
진단심의

45 삼각지고가 및 염천교 ․ 정밀안전진단심의
-

(190)
조건부
채택 토목

47 청담대교
․ 연장 3,176.5m, 
․ 폭 6.25~40.6m(본교), 

6.15~9.85m(램프)

-
(849)

조건부
채택 토목

74 새말빗물펌프장 ․ 정밀안전진단심의
-

(132) 재심의 토목

신기술 
활용심의

1 2022년 하수관로 및 차집
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 CAS공법, RS공법, ECO UV공법 - 조건부
수용

토목

설계경제성
(VE)심사 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토목)
․ 복합환승센터 1㎞
․ 부지면적 55,521㎡

1,023,986
(25,967) - 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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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19) 심사현황 (2022년 4월)
(단위 : 백만 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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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     축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6건

3,750 3,712

교 통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1호 외 5개 노선)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등 2건

111 112

기 계 설 비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 효율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6건

2,442 2,382

도 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6건

3,205 3,142

도 시 계 획
서울숲 일대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용역 등 
7건

1,652 1,652

상 하 수 도
정수센터 전력계통 보호협조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4건

720 719

소 방
마포역 등 2개역 노후 전기실 개량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1건

21 21

전 기 통 신
2022년 서부지사 전력설비 정밀진단 용역 
등 4건

142 142

정 밀 진 단
잠실역 지하도상가 등(4개소)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건

115 115

조 경 · 산 림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수립 
용역 등 12건

899 900

지 하 철
1역 1동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신설동역 등 3역) 1건

663 663

하 천
도림천2지류 하천조성공사 실시설계 변경 
용역 등 5건

520 341

기 타
서울 남부 R&D 캠퍼스 복합개발전략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등 3건

486 491

 계 78건 14,726 14,392

5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 지하3층/지상4층
․ 연면적 6,830.02㎡

22,800
(1,078)

- 건축

6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

․ 오류1지구 L=783m
․ 오류축제1,2지구 L=551m

23,969
(785)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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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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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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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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2회 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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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
시험

합격자
발  표

5.24.~5.27. 6.12.~6.18. 6.29. 7.11.~7.14. 8.14~
8.31.

9.8.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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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마다 개최
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로, 
전 지구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산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총회는 192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산림 분야 국제협력 발전'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린 이후 6년마다 개최되면서, 산림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산림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주관기구인 FAO는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로, 산림총회의 주최국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주최국과 총회 개최 과정을 함께한다. 
 한편, 2022년 5월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열려 ‘서울 산림선언문’이 발표된 
바 있다. 해당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통합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대한민국 서울)
 2022년 5월 2일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5월 6일 폐회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총회에는 
총 141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아르헨티나 총회
(7,000명)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가 
개최한 이후 44년 만에 열린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역대 최초로 대면·화상 혼합 방식
으로 개최됐다. 
 서울총회에서는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작성된 
‘서울 산림선언문’이 발표됐는데, 선언문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통합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과 함께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메커니즘을 출범하고,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SAFE) 이니셔티브 ▷레드플러스 역량 강화 플랫폼
(REDD+ CBP)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레드플러스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탄소저감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푸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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