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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 조립 후 패널(거푸집) 등을 이용하여 보, 기둥, 벽체 등의 

형상을 만든다. 이처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는 왜 발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붕괴 예방을 위해 법률에 의한 기준준수도 중요하지만, 거푸집 동바리가 갖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가새설치의 중요성을 구조적으로 해석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재래형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현황 및 통계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하여 설계대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형틀인데 붕괴사고는 

거푸집 동바리가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시공적인 원인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다음의 Table.1은 지난해 발생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1] 최근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 현황

날짜 사고 현황 재해 현황

2021. 1. 23 ㅇㅇ아파트 건설 현장 벽체 거푸집 붕괴 사망1, 부상1

2021. 2. 8 ㅇㅇ은행 건축공사 현장 거푸집 동바리 붕괴 부상5

2021. 2. 9 ㅇㅇ업무시설 신축 현장 거푸집 동바리 붕괴 부상2

2021. 6.16 ㅇㅇ산림유역관리 현장 벽체 거푸집 붕괴 사망1, 부상2

2021. 9.15 ㅇㅇ판매시설 현장 거푸집 동바리 붕괴 부상3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한 명의 인명피해가 아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며,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다양한 문제로 되돌아오게 된다. 다음의 Table.2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  칼  럼

거푸집 동바리 사고사례로 본 구조적인 재해예방 대책
    박 창 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 3 -

[Table.2] 최근 5년간 발생한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 현황

연도 붕괴 사고(건) 사망/부상 (명)

2016 2 1/8

2017 2 3/4

2018 1 1/0

2019 1 3/0

2020 2 2/7

21.6 4 2/10

3.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및 구성

 ∙ “시스템 동바리”라 함은 우측 그림과 같이 규격화·부품화

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

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

 ∙ “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

하여 거푸집널을 지지하는 멍에재를 받쳐주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 “받침철물(잭 베이스)”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하부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이나 침하를 방지하고 동바리의 

수직과 수평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 “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기둥 부재를 말한다.

 ∙ “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에 

직각으로 연결하여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하중을 지지

하는 부재를 말하며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 “링”이라 함은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재와 가새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 “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수평재 또는 가새를 연결하여 연결부재의 이탈을 방지

하는 부재를 말한다.

[Fig. 1] 시스템 동바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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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거푸집 동바리는 동바리 유형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 동바리, 데크 플레이트, 벽체 거푸집긴결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이프 서포트는 철제 파이프를 내관, 외관으로 구성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거푸집 동바리로 주로 층고 3∼4m 구조물 작업에 사용된다.

 또한,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연결하는 거푸집 동바리로 주로 

5m 이상 층고가 높은 구조물 작업에 쓰인다. 데크 플레이트는 파형으로 성형된 철판에 철근을 용접

하여 사용하는 동바리로 일반적으로 데크 플레이트 하부에는 파이프 서포트 등 동바리 설치를 생략

할 수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붕괴사고 위험이 큰 동바리이다.

 마지막으로 벽체 거푸집에 사용하는 거푸집긴결재가 있는데 볼트 형태로 되어 있는 폼 타이, 납작한 

철판 형태의 플랫타이 등이 있다. 거푸집긴결재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댐, 항만 등 큰 

규모의 구조물 작업 시 임의 제작·사용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Fig.2은 대표적인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례이다.

(a) 파이프 서포트 (b) 시스템 동바리

(c) 데크 플레이트 (d) 거푸집긴결재

[Fig. 2] 거푸집 동바리 유형별 붕괴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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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파이프 서포트 붕괴 사고사례 - Fig. 2(a)

 붕괴사고 현장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업무시설 건설공사로 사고 발생 시 지상

1층 슬래브, 벽체, 계단실 부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기둥, 벽체, 보, 슬래브 순이었고, 사고는 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시점에서 1차, 2차 약 10분 간격을 두고 2회 발생하였다. 거푸집 동바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보 하부에는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였고 슬래브는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동바리가 

없는 구조였다. 붕괴는 보 하부에 설치한 파이프 서포트가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발생

한 것이다.

 4.2 시스템 동바리 붕괴 사고사례 - Fig. 2(b)

 붕괴사고 현장은 지상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시설 공사로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11.6m이고 

슬래브 두께는 1m로 붕괴에 취약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다. 

 가새재는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로 시스템 동바리에서 붕괴사고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재

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에는 사고 당일 타설한 부위에는 가새재가 

없고 하부에도 일부 구간에만 가새재가 표기되어 있었다. 결국 구조물 슬래브 두께 1m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타설 면 미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시스템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콘크리트공 5명, 미장공 

2명 등 7명이 콘크리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3 데크 플레이트 붕괴 사고사례 - Fig. 2(c)

 사고 현장은 지하2층, 지상16층 1개동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거 및 업무시설 건설공사로 사고 

발생 시 지상 11∼12층 기계식 주차장과 주거공간 사이에 중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다. 

당시 7.5m 철골빔(H-300x300x10x15)을 제작하기 위해, 6m와 1.5m의 철골빔을 용접하여 설치했다.

 현장관리자는 철골빔 반입 시 이음부 용접 부위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거푸집 동바리 역할을 하는 

철골빔에 대한 구조검토도 하지 않았다. 이후 타설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철골빔 용접 이음부가 부러지며 

데크 플레이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4.4 거푸집긴결재 파단에 의한 벽체 거푸집 붕괴 사고사례 - Fig. 2(d)

 사방댐, 골막이, 둑쌓기 등 산림 피해복구 및 수해 방지시설 공사로 사고 발생 시 사방댐 구조물 작업 

중이었다. 

 터파기, 자재반입,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해체 등 순으로 작업 중이었고 재해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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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공정에서 발생하였다. 붕괴사고 5일 전부터 사방댐 본체 거푸집 작업을 하기 위해 목공이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비계발판을 2단(높이:3.5m) 설치하였고, 사방댐 본체(높이:3.5m)에 유로폼으로 

거푸집을 시공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거푸집긴결재의 철근 양단에 

플랫타이(Flat tie)를 현장에서 용접하는 등 부실하게 설치해 벽체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5. 주요 유형별 거푸집 동바리 붕괴 예방대책

 5.1 파이프 서포트 붕괴 - Fig. 2(a)

 시공 전에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하여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성능 검정에 합격한 제품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수평 연결재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X, Y축 2개 방향으로 설치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의 변형·변위 등을 점검하는 감시자 배치를 배치하여 사전에 붕괴 조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시스템 동바리 붕괴 - Fig. 2(b)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설치 높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검토뿐만 아니라 구조해석까지 실시

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하며, 특히 시스템 동바리 가새재는 구조검토에 의거 상하부 빠짐

없이 조립도에 표기하고 실제 시공 시 시스템 동바리 상부에 가새재를 빠짐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5.3 데크 플레이트 붕괴 - Fig. 2(c)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처, 감리, 원·하청 등 공사 주체 간 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철골빔 등 자재반입 시 용접이 음부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필요 시 

비파괴검사 실시)하여야 하며, 거푸집 동바리 용도로 설치하는 철골빔,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하여 이에 따라 현장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4 거푸집긴결재 파단에 의한 벽체 거푸집 붕괴 - Fig. 2(d)

 시공 전에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거푸집긴결재를 가설재 안전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성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 시 콘크리트는 분산 타설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관리 감독 철저 사방댐 

등 산림토목 작업 시 토목 기술자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건설공사 역량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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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 대책

 거푸집 동바리의 경우는 최근 재래식 강관동바리 보다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추세이며, 특히 시스템 

동바리에서 가새는 좌굴 및 수평하중을 견디는 구조에서 중용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가새설치 여부에 따른 시스템 동바리 거동 변화에 대한 해석적 연구(경기대 오병한 외1)에 따르면 

가새를 시스템 동바리에 100% 설치하는 경우 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의 최대변위 4% 수준의 변위만 

발생하며, 가새를 50% 설치한 경우 4.7%를, 가새를 25%만 설치한 경우 4.8%의 최대변위를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새를 25%만 설치해도 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변위가 약 95.2% 

감소하는 것으로 간단한 가새를 설치만으로 변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새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설치 위치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1 - 100% 가새 설치 No.2 - 50% 가새 설치

No.3 - 25% 가새 설치 No.4 - 가새 설치하지 않은 경우

[Fig. 3] 가새 설치에 따른 모델링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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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모델링 분석 결과

Model 가새설치 Case 최대하중 변위(㎜) No1. 모델 비율 No4. 모델 비율

No.1 100% 0.58 1 0.024

No.2 50% 1.03 1.776 0.043

No.3 25% 1.06 1.828 0.044

No.4 0% 24.2 41.724 1

7.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의 변형·변위 등을 점검하는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 공사 기간을 절감하기 위해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와 철근콘크리트 보 

조합 구조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보 하부에 집중되어 보 하부 동바리에 대한 

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면 붕괴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푸집 동바리의 경우는 가새를 25%만 설치해도 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변위가 약 95.2% 

감소하는 것으로 간단한 가새를 설치만으로 변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기고에서 소개해 드린 재해사례를 통하여 유형별 예방대책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거푸집 

동바리 붕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동바리 가새 설치를 통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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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왕근린공원 서남권 랜트마크로 부상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공장, 무단 

경작 등으로 녹지 훼손이 심각했던 천왕근린공원을 

가족캠핑장, 책쉼터, 생태공원, 도시농업체험장 

등이 갖춰진 자연환경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천왕근린공원은 1977년 7월 14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공원확보 노력으로 

사유지를 보상하고,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여러 공모사업 방식 등을 통해 서남권 대표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됐다. 

 2018년부터 공원 보상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면적 52,032.4㎡에 보상비 246억 원, 사업비 

78억 원(국비 12억 원, 시비 46억 원, 구비 20억 원) 

총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족캠핑장, 책쉼터, 

인공암벽장, 생태공원, 도시농업체험장 등을 조성

하였고, 증가하는 캠핑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10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을 확보해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천왕근린공원은 가족캠핑과 암벽등반, 생태탐방, 

도시농업체험 등 다양한 체험 시설뿐만 아니라 

독서, 산책 및 명상 등을 위한 여러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동적·정적 특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① 지친 일상에 힐링을! 가족캠핑장 >

 2020년 9월에 개장한 천왕산 가족캠핑장은 항동 

149-1번지 일대에 30,052㎡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 야영장 12면, 오토 야영장 18면 등 데크 

30면이 설치됐고 주차장·샤워장·화장실·관리사무소 

등 편의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을 갖췄다. 또한 소나무 

등 21종의 수목 16,385주를 식재하여 인근 천왕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캠핑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추가 및 숲속 쉼터, 생태 놀이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② 자연과 사람 중심의 책쉼터·인공암벽장>

 올해 3월 개관한 천왕산 책쉼터는 항동 149번지 

일대에 지상 1층, 연면적 290㎡ 규모에 도서 약 

3,000여 권과 열람석 33석을 갖췄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카페와 수유실도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연과 책을 주제로 

한 책놀이, 독서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책쉼터 맞은편에 설치된 인공암벽장은 폭 32m, 

높이 4∼6m 규모로 난이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등반을 즐길 수 있다.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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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한 자연친화공간 생태공원>

 ‘천왕산 생태공원’은 조류, 곤충 등 생물에게는 

서식지로, 시민들에게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식물들로 채워졌다. 9,100㎡ 규모로 

생태연못, 저류습지, 조류서식지, 관찰데크, 숲속

생태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소나무, 매화

나무 등 교목 279주와 진달래, 사철나무 등 관목 

5,100주, 구절초와 꽃창포 등 초화류 8,000여 본도 

심었다.

 올해부터 방문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천왕산 

숲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④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체험장>

 천왕근린공원 진입부에 자리한 ‘항동 도시농업

체험장’은 총 9,977㎡ 규모로 스마트팜 센터, 

도시텃밭, 정화연못, 다랭이논 체험장 등이 조성

되어 있으며, 소나무 사철나무 등 25종 14,000여 

주의 수목과 구절초 등 9종 5천여 본의 다양한 

초화류도 식재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 농업을 체험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센터는 버티컬팜(216㎡), 

스마트 온실(144㎡), 편의시설(216㎡) 등으로 

구성되며, 먹거리의 소중함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74〕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미래상 제시

 “우리가 꿈꾸던 놀이터예요!” 서울시의 첫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가 개장과 

동시에 가족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어린이날 광나루한강공원에 새롭게 문을 

연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에 열흘간 5,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어진 6,000㎡ 

규모의 대형 놀이터다. 특정 놀이시설과 특정 연령대에 

치우친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설물 구성 및 배치, 동선 등에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성했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에서는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놀이에 집중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드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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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다. 사용법이 정해진 놀이기구보다는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180㎡ 면적의 그물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대형 놀이기구, ‘모두의 그물 놀이’는 정해진 

형식이 없이 폭넓은 난이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놀이를 발견할 수 

있어 놀이터를 찾을 때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즐거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모두의 그네’는 획일화된 모양의 그네

에서 벗어나,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마련됐다. 동그란 바구니에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는 바구니형 그네와 다리를 

넣어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저귀형 그네 

등이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그네 놀이를 할 수 있다.

 단순한 형태이지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모두의 

철봉’은 높이와 모양에 따라 아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달리기, 사다리 오르기, 철봉 

운동 등 기본적인 활동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모래놀이대에는 

급수시설이 연결되어 모래성을 만드는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해 모래놀이를 함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놀이터 곳곳에는 대형 파고라와 그늘 쉼터, 벤치가 

설치되어 보호자가 아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보호할 수 있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는 지명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도심의 소규모 놀이터에서 충족

되지 못했던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누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견하는 공간’이라는 

방향성 방향 아래 공간 구성과 동선, 시설물 배치 

등에 물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한편, 놀이터 옆에는 다양한 색감과 형태를 가진 

장미 13종 1만여 그루를 심어 장미터널과 장미

광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색색으로 피어나는 장미가 아름다운 경관과 향기

로운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터널은 

한강 드론공원과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사잇길을 

따라 길이 200m, 면적 3,400㎡ 규모로 조성됐다. 

장미광장은 평소에는 열린 쉼터로 이용되다가, 

향후 시민 신청이 있을 때는 야외 스몰웨딩 공간

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02)3780-0846〕

서울시, 중랑천 중심으로 동북권 도시

공간 재편…‘수변감성거점’ 만든다

 서울시가 중랑천 양쪽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을 계기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의 대대적인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동북권을 관통하는 서울의 주요 지천인 중랑천 

일대를 문화와 휴식, 예술이 흐르는 ‘수변감성거점’

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의 저층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공공시설, 한강 등과도 연계해 

동북권 일대 활력을 끌어올린다. 그간 소외됐던 

동북권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로 기반시설과 공간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중랑천 일대에 대한 미래공간구상에 

나서는 것이다.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 마련은 시정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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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전략의 

핵심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하나로 추진된다.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서울의 도시공간 미래상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6대 공간

계획인 ‘수변 중심 공간 재편’과도 연결된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 332㎞의 수변을 새로운 

활력거점이자 시민 일상의 중심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여가·문화공간으로서 중랑천의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중랑천과 인접

지역, 중랑천과 한강을 연계해 경제·문화·여가 거점을 

발굴·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

에서 중랑천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중랑천과 

주변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하천의 잠재력을 높이고, 

활력을 인접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랑천과 가까이 있지만, 도로와 제방에 의해 

단절돼 있어 지천을 여가공간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근 저층 주거지에 대한 ‘특화정비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수변과 어우러진 저층·저밀 형태의 

특색있는 수변마을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 면목·휘경 유수지 등 중랑천 

내부에 있거나 중랑천과 인접한 공공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재배치·입체화 

등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교육·체험·놀이 등 

기능을 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은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연말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 중인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02)2133-8318〕

서울시,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 

전면통제…11월 완료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 여의도방면 철거를 5월 

18일(수) 완료하고,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 

철거를 위해 5월 19일(목) 0시부터 선유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선유고가차도의 모든 

철거공사는 11월에 완료된다.

 선유고가차도 여의도방면(목동→여의도)은 지난해 

12월 철거에 들어가 약 6개월 만에 완료되어 

평면교차로가 5월 19일(목) 개통됐다.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을 이용하는 시민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공사 동안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변도로로 우회통행하고 부득이 작업구간을 이용

하는 운전자는 감속 및 안전운전과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선유

고가차도’가 철거되어 도로 체계가 평면교차로로 

일원화되면 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경관이 회복

되고, 지역 간 단절이 해소되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3708-8763〕

2023년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 매수 공모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2023년도분을 6월 7일까지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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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매입해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1)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올해부터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5월 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다. 

2023년 매입 대상지의 경우 2022년 6월 7일 

접수분까지이며,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2024년) 

대상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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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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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작년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우선 매수 대상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시민 

이용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년 8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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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총 226필지의 신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서울시 평가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매입대상지 23개 

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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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다. 

현재 2022년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며,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02)2133-2089〕

서울시, 신림선 개통…서울서남권 

교통사각지대 해소

 서울시는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 정문 앞을 

연결하는 ‘신림선 도시철도’를 5월 28일(토) 오전 

05: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였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서울 서남권 지역인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 노선

이다.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관악산

(서울대)역까지 연결된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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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버스로 35분 이상 소요

되었던 시간이 16분으로 단축된다. 배차시간은 

출·퇴근시 3.5분, 평상시 4∼10분 간격으로 운행

되며, 최고 운행속도 60㎞/h로 1일 최대 13만 명 

수송(10편성x50회x268명)이 가능하다. 1편성(3량)은 

최대 좌석 48명, 입석 220명(정원 110명)으로 

268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존 지하철과 동일

(성인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열차는 총 10편성(대)이 운영되며 예비는 2편성

(대)으로 준비되어있으며, 1편성(대)은 3량(칸)으로 

구성된다. 출입문(1량)은 좌·우측 각각 2개로 정거장에 

도착하면 6개(1편성)의 출입문이 열린다. 도시철도 

신림선은 신림역(섬식 승강장)을 제외한 10개 정거장 

모두 열차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서 있는 상대식 

승강장이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2015년 8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운임으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이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가 향상되어 서남권 지역의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국내 최초 국산 신호시스템, 

▲향상된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로 세균까지 살균, 

▲서울시 최초 고무차륜, ▲교통약자 ‘1역 1동선’ 

확보 등의 특징을 갖는다. 

<국내 최초 국산 신호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철도

신호분야 국가경쟁력 확보>

 신림선은 양방향 무선통신을 통해 열차 위치, 

속도 등을 제어하는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모든 전동차는 무인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 초 열차에 기관사가 

탑승하고 역사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기관사가 열차 내부에 개통 초기인 6개월간 

탑승하여 안정화 이후 무인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역사마다 배치한 안전요원은 1개월간 배치한 이후 

2개 역사당 1명으로 축소하여 긴급상황에 대응

할 계획이다. 

 특히, 신림선 도시철도를 시작으로 향후 개통되는 

철도까지 국산 신호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

된다. 수입에 의존했던 신호시스템을 국산화되면 

외국기술 의존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철도산업의 일자리 창출, 철도 운영의 

효율화가 증대되어 철도신호분야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공기질 향상 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 자외선과 

친산화제로 세균 살균>

 각 정거장마다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기이온화장치를 설치하여 기존 대비 오염물질 

포집을 54% 향상시키고, 유해물질, 냄새, 프롬

알데하이드를 89∼98% 감소시킨다. 특히 자외선

(UV)과 친산화제 물질로 세균까지 살균한다. 

 또, 안전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거장, 열차, 

선로 등에 총 563개의 200만 화소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여 관제한다. 차량 내에는 1편성당 

8개(내부 감시용 6개, 주행로 감시용 2개)가 설치

되어 있어 관제실에서 상황 파악 후 조치할 수 있다.

<급곡선구간 많은 지형에 맞게 서울시 최초 고무차륜 

전동차 도입, 소음 적어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도림천변을 따라 급곡선구간이 많은 신림선 도시

철도 지형에 맞게 서울시 최초로 고무차륜 전동차가 

도입되었다. 고무차륜 전동차는 급곡선 구간에서 

궤도와의 심한 마찰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철제차륜 전동차에 비해 소음이 적어 이용자들



- 15 -

에게 보다 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고무차륜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와 달리 궤도가 

없고 콘크리트 주행로와 안내레일 방식으로 설계

되어 탈선 위험이 없다. 또 전동차의 제동거리가 

짧아 정위치 정차가 궤도 전동차보다 더 우수하다.

<교통약자가 도움 없이도 지하철 탑승할 수 있도록 

모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아무런 도움 없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내·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신림선 도시철도 모든 역사에 ‘1역 1동선’이 

확보되었다. 또, 모든 역사에 쇼파, 기저귀 교환대 

등이 준비된 임산부 휴게시설이 마련되었다. 

<밝고 세련되고 개방감 정거장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범죄 심리 위축 및 대응>

 정거장은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밝고 세련

되고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었다. 또, 범죄

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안전구역을 모든 승강장에 

설치하여 범죄 심리를 사전에 위축시키고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친근한 미술작품 설치, 일반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사와 시민참여단 투표로 선정>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술

작품이 6개 정거장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품은 일반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가운데 미술 관련 전문가들의 심사와 시민참여단의 

투표로 선정되었다.

 작품들은 대한민국 정치·금융의 중심 여의도로 

가는 관문인 샛강역, 여의도와 서남부 지역을 잇는 

1호선 환승역인 대방역, 동서남북 교차 교통중심인 

보라매역, 지하철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등 

환승역사와 2030세대 주거 밀집 지역인 서원역, 

관악산 공원과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산(서울대)역에 

설치되었다. 

□ 서울시는 개통전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승차감,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 

시승 점검을 시행하여 시민이 직접 불편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실제 운행과 동일

하게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6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

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 (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 (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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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서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8 중 

공·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사유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권자의 

명확화(안 제45조의8)

  1) 안 제45조의8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사유림의 경우 시·군·구”로 규정

  2) 안 제45조의8제2항 및 제5항 중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고시 안내 대상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삭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

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

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량」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2) 법률 제18765호/2022.1.18.개정/2022.7.19.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나. 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다.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라.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 
(안 제32조제2항)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042)481-494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LNG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후 발전설비전체를 새롭게 대체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허가 

대상되도록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389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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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하고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

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다.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

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

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2항 개정)

마.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021.8.10.)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인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의 최상위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연계조문을 정비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

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을 도로사용 개시 시점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

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9항제6호)

  1)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021.8.10.)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항공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중 인공우주

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과 관련된 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보 및 청구 서식 

신설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다. 도로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 명확화
(안 제32조의4)

  1) 도로의 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

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그 

도로의 신설시점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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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별표3의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지에서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지역을 ‘제한없음’

으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신설 등(별표 5)

  1) 준보전산지 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관련시설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3년간 감면(50%)을 신설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시행(2022.6.29.)에 

따른 변경되는 연계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활성화 대비 중앙심의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발주청 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공정성·전문성 

및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발주청 소속직원 과반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19조제7항)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라.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격기준 

완화 (안 제19조제10항, 별표2)

마.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사항 준용 (안 제19조제11항)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3)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3)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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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4)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 해체

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

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

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

하고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

제1항제3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

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

제2항)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

제1호라목)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 
(안 제24조제3항)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법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를 5년

마다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

4) 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

평가 등의 대상계획·사업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 사업내용 변경 기준을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법조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개정(안 제55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안 별표 2)

  1) 신규편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

으로 변경

다. 법령제명 및 조문 현행화(안 별표 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3, 안 별표 4)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시·도 실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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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심사관 자격요건 정비 (안 제18조의3)

  1) 법률 개정(2020.6.9.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설계심사관의 자격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전담부서 부재, 잦은 인사이동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

나. 수리보고서 포함 내용 정비 (안 제19조의3)

  1) 문화재수리 실명제를 통해 기술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고 투명한 수리 

체계 구축

다.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확대 정비 등 
(안 제26조)

  1)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손해배상·손실

보상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회원의 권익 

보장 실현

라.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안 제27조)

  1)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조정 (안 제28조)

  1) 자격증(수첩)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전자적 방법인 문화재

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수료증은 교육 이수자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도록 개정(시행규칙 제24조 함께 

개정)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권한 위임 범위 

정비 등 (안 제30조)

  1) 행정 여건에 맞게 권한의 위임 범위를 조정

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업무 정비 (안 제30조의2)

  1) 문화재수리협회가 제26조에 따른 각종 공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4)202-4512〕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료·신기술 등의 적용을 고려

하여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건축물 

강구조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

  1) 전문기준으로서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

하고, 향후 기준 신설 등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개편

  2) 극한기후에 대비하여 풍하중 개선 및 홍수

하중을 신설하고, 시공단계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공하중을 신설하는 등 설계

하중 개정

  3) 구조재료별 설계기준으로 합성구조(강·콘크리트

합성구조, 합성목구조) 및 기타재료구조(알루

미늄구조, 유리구조)를 신설하고, 세부기준

으로 냉간성형강 및 스테인리스강 등의 다양한 

강구조, 고온고압증기양생기포콘크리트(ALC)

구조, 중목구조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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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설계기준을 구체화

하고,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굴토·정지·

성토 관련 규정과 지반조사 요구사항을 추가

나.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신설

  1)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공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고 고장력볼트, 

용접, 현장 설치와 관련된 정밀도 관리기준 

등을 보완

  2) 건축구조기준에 규정된 내진용 철근 및 내진 

강재, 냉간성형강 등 경량강구조 등에 대한 

시공기준을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9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분별해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업무처리지침(2019.8.) 운영과정에서 제기

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과 반복 민원에 

대한 해석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019.7.9.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 추가

  1)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추가(안 Ⅰ. 2. 바. 2) 신설)

나. 분별해체 관련 규정(`21.4.6 시행령 제6조의2 개정) 

및 절차 반영

  1) 분별해체 대상 공사(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및 폐기물 종류(14종), 분별해체 

절차·방법 추가(안 Ⅱ. 3 신설)

다. 순환골재 외부보관 예외적 허용(2021.12. 적극

행정 심의내용 반영)

  1)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는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사업장 외부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Ⅳ. 1. [해설] 8 신설)

라. 건설폐기물 세부 분류 및 처리방법 추가

  1) △(펌프카 잔류레미콘)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로 처리, △(유리섬유, 암면) 재

활용이 곤란하므로 매립처리, △(오염물질 

제거 공사 준설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안 

Ⅱ. 1 신설)

마. 과거 매립폐기물의 건설폐토석 처리

  1) 매립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건설폐토석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문 구체화(안 Ⅱ. 1. 

[해설] 11 보완)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분리발주

  1)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권고(안 

Ⅲ. 1. 나. [해설] 11 신설)

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1) 건설폐기물을 소형마대 등에 담아 유출될 

우려가 없게 보관하는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안 Ⅳ. 1. 사 보완)

아. 공사현장 인근장소에서 건설폐기물 보관

  1)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호서식에 인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구체화(안 Ⅳ. 1. [해설] 5 보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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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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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차 영동6교 및 탄천1교 정밀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영동6교 교면상부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Station에서의 종·횡구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구배방향, 체수원인 제공 

여부 등)을 실시하고 체수 대책방안 제시 필요

  - 신축이음 2차 측정이 현재 미실시 되었으며, 

용역기간 중 고온 시에 측정 및 수록하고 

신축거동이 이론과 유사한지에 대한 검토도 

1∼2차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보수보강방안

  - 특정공법에 대한 내용 작성 시 구분에 특정

공법 실효기간도 포함하여 작성하기 바람 

(실효성이 있는 공법인지 확인이 필요)

■ 제81차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설계심의

○ 방음벽 설치구간 하부의 방음벽기초 및 말뚝 

시공 시 기존 우수관로, 상수도관, 저류지 유출

관로의 간섭을 피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여 

시공할 것

○ 본 사업지역은 산사태의 위험도가 높은 우면산 

계류부 끝지점으로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산지방재과와 산사태 재해방지 대책 

수립을 협의할 것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공간확보가 가능한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분리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할 것

■ 제82차 거점시설(2호, 생산거점) 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구조 설계지침’에 적용기준 내용을 최신 정부

제정기준 / KBC2016에서 KDS41로 수정바람

○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관련 내용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021.10.) 등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바람

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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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도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바람

  - 신기술,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2.1.11. 시행)」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설계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조경 설계지침’에 아래 내용 추가 바람

  - 공업지역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인공식재지반 토양과 토심은 슬래브 구조하중 

검토를 통해 가급적 인공토(생존기준) 보다는 

자연토 생육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83차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심의

○ 공원구역의 자연, 생태성 보전이 우선 전제되고, 

훼손이 최소화되는 이용방안 관리계획을 수립

할 것

○ 기본구상안 기초자료로 활용할 자연환경 조사·

분석에 기존 식생, 식물상 및 동물상 조사와 

인문환경 조사·분석을 추가할 것

○ 과업 수행 시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 명시할 것

■ 제84차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

버설디자인(Unversal Design)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필요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하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계획할 것

○ 평상 시 소통이 많은 구간으로서 공기단축, 

공사시간 조절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 수립할 것

■ 제85차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

발주심의

○ 건축, 조경, 실내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

버설디자인(Unversal Design)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필요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하고,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계획할 것

○ 하천기본계획 및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을 검토

하여 생태하천 조성할 것

  - 호안공법의 선정 시에는 수생태계에 유리하고, 

수질정화목적이 탁월한 공법(수질정화식물 

등 포함)에 대해 검토할 것

  - 하도 내에 생태기능 증진 또는 개선을 위하여 

어도, 산책로, 여울, 징검다리, 자연정화시설, 

수제, 계산 등과 같은 시설 검토할 것

■ 제86차 정릉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대상지의 위치 및 범위 불명확하니 과업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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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또는 해당 대상지 

영역을 표시할 것

○ 제5장 2. 2)구조계산서 작성은 구조 및 수리

계산서로 변경하고 (7)항 추가 ‘복개주차장 

상부설치에 따라 하천설계기준의 비탈면 이격

거리, 경간장, 여유고 및 하천점용에 따른 수위

상승 등 하천에 미치는 수리검토결과를 수록

해야 하며, 기초의 세굴영향 등 수리분석결과를 

정리·수록한다.’

○ 수변거점공간(A), 액티비티공간(B), 조성 시 

부분적으로 자연채광이 가능한지 검토(상부에 

유리층 계열 등) 필요

■ 제87차 동부간선도로(좌안) 진출램프교 정밀

안전진단심의

○ 외관조사

  - 연단거리 측정결과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받침은 안정성 및 낙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받침부 보강방안 마련 

바람

○ 보수·보강 방안

  - 교대 흉벽의 표층 염화물 시험 결과는 11.3㎏/㎥

로서 매우 높은 농도이나 철근 위치는 현재 

0.563으로서 “b”에 해당됨. 염화물에 대한 

내구수명을 평가하여 염화물에 대한 장기 

혹은 예방적 유지관리대책 수립 바람

○ 시설물의 상태평가

  - 현장조사결과 대부분 하자보수를 통해 손상

이 감소하였거나 증가된 부위도 소폭 증가 

수준인데, 결함도점수가 전차 대비 상향된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제88차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 

용역발주심의

○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식재계획 포함) 검토 시 하천 수리 영향과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할 것

○ 하천기능(친수성, 치수성, 환경성, 역사성 등), 

지역의 특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조성방향과 유역별 

하천이 갖는 생활 중심의 공간 구상 및 컨셉을 

도출할 것

○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보호구역 등에 대한 

환경·생태복원계획에 목표종 설정과 서식처 

조성방안을 추가하고, 본 사업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범람(침수) 시 식생보호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시설물 배치 및 식재계획에 BF(Barrier 

Free) 시설과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토록 계획할 것

■ 제89차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및 사업관리방식 검토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었음

○ 하수관로 공사는 주민 민원 발생이 많고 공사 시 

소음,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므로 환경 관리 

인원 배치 검토 요망

○ 일반 과업내용서 4.3 근무지침 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시공, 공정, 안전, 

환경, 민원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함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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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함

■ 제90차 정수센터 전력계통 보호협조정비 기본

계획수립 용역발주심의

○ 각 정수센터, 취수펌프장의 한국전력공사 공급

변전소, 전력인입 회선수, 인입 케이블, 배전

선로, 임피던스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정수센터와 취수장의 현지조사 시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보유 중인 도면과의 현행화 조사가 

필요하다.

○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성과품 작성 후 시행·검토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사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지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91차 도로포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심의

○ 서울시에서 과거 5년간 수행했던 도로포장 

관련 신기술,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내용을 추가할 것

○ 유지·보수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세부과제(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장수명 도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5년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바, 도로 유지·보수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해 검토하도록 내용(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감축방법 및 감축계획)을 추가할 것

○ ‘안전한 도로’ 관련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에 대해 검토하도록 내용을 추가

할 것

○ 도로포장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예방적 포장

관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할 것

■ 제92차 앵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설계심의

○ 유아놀이터 인접구간 데크하부 구조물이 직접적

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상록성 수종으로 차폐

식재 할 것

○ 사유지 구간의 경우 산책로 신설 후 이용자 

증가로 인해 토지소유주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충분히 협의할 것

○ 서울둘레길 이용자가 무장애길 이용 시 구간 

하부 및 상부 모두에서 둘레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 정비내용을 본 사업에 

포함시킬 것

  - 미끄럼방지 등 안전을 위해 전망대 3개소로의 

접근동선 내 노후포장(야자매트)을 정비할 것

○ 무장애길 조성 후 의무경찰대 내부가 노출되므로 

설계준공 전 사전 협의하여 필요사항을 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93차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사업 

설계심의

○ 교육연구동 3, 4층 평면, Y2∼Y2’ 단면도의 

Y3열(단체사무실상부) 활용방안 및 측면 창호

(커튼월) 부분 처리방안 연계하여 계획 수립 

바람

○ 4층 구조평면도 X4열×Y2∼Y2A 구간에서 

X4×X5열의 수평보와 X3∼X4열의 계단식 

경사보를 받아주는 보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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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설비 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

○ 발전기 용량이 200[㎾]/250[㎸A]로 정전 시나 

화재 시 예비전원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연속출력 300[㎾]/375[㎸A]로 변경하고, 배기

가스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 방지를 위해 발전기 

연소 가스가 건물옥상에서 확산되도록 배기 

연도 추가 설치 바람

○ 굴착평면도 변곡점 10에서 9방향 코너스트러트 

띠장 밀림 안정성 검토 바람 (코너스트러트 수평

분력의 합력에 대한 h-pile과 띠장 접합부 용접 

저항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굴착평면도상 대지경계 여유 확보구간 매립층 

오픈컷 적용에 의한 스트러트 1단으로의 변경 

가능성 검토 바람

■ 제94차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

사업 설계심의

○ PC암거의 구조가 공장 제작 후 운반 등의 

이유로 상,하 2분절 구조로 계획되어 있는데, 

암거의 구조안전성 및 장기내구성 확보를 위해 

현장타설을 고려하고, 분절 PC암거 적용 시

에는 시공 후 벽체가 강결되는 구조로 검토

할 것

○ 공용으로 인한 장기침하가 발생한 기존 암거와 

신설 PC암거 접합부에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포장침하 등 발생 가능성 검토

하고 대책 수립할 것

○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비 증감을 내역서에 반영할 것

■ 제95차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용역발주심의

○ 캠핑장 설치에 따른 하천 수리영향 및 치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분석·반영할 것

○ 홍수기 전·중·후 배수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급격한 한강수위 상승 시(한강홍수통제소 주의보 등) 

이용할 수 있는 비상대피로 표시판을 설치할 것

○ 등기구 조도는 DIMMING과 색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하고, 공원 내 필요한 장소에 사각

지대 없이 4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비를 

검토할 것

○ 과업수행 시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을 명시할 것

■ 제96차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 용역발주심의

○ 과업수행 기간은 공사비 대비 적정 설계기간 

및 설계VE, 설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용역수행 중 소요되는 각종 심의 일정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악취 등의 이유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 발생 요인을 예측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

○ 실시설계 토목분야 중 토공에서 관의 토압 

및 상부 하중에 대한 안정 확보, 시공 중 

OPEN CUT 시행 구간에 안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것

○ 지장물 매설 현황도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

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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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차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 

용역발주심의

○ 방범용 CCTV에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화재

감시용 CCTV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한다.

○ 방재시설 검토 시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

하고 유지관리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성과 

실효성을 검토한다.

○ 피난·대피환경 개선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기술 자문을 수행한다.

○ 자동제어반 또는 화재수신반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리자 등에게 경보내용을 송출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 반영한다.

■ 제98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입찰안내서(변경) 심의

○ 기술도입 및 신기술·신공법 관련 추가검토

  - 신기술·신공법은 본 과업의 규모 대비 적합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검토를 배제하고 비용편익을 대비한 효과적인 

기술적 검증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

○ 전기분야 전선로 설치 관련 추가검토

  - 지중 전선관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측량 작업규정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에 대한 T.A.B 시행계획 추가검토

  - 난방, 환기, 위생설비공사 및 T.A.B 시행계획을 

추가하여 설계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운전되도록 

검토 바람

○ 입찰안내서의 가양가압장 관련 사항 추가검토

  - 향후 가양가압장 연계수열 방안 등 기존 설비

와의 연동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제시 필요

○ 건축분야 일반사항 수정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견적에 포함한다.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 제99차 서서울미술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계획심의

○ 건설사업관리 산출내역서에서 현지사무원 대가의 

적용을 검토 바람

○ 기술지원기술인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인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바람

○ 전기분야 감리원수 산정 시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하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별표2 직선보간법을 적용하기 바람

○ 미술관의 특성상 가스계 소화설비 등이 설치

되어야 하므로 공사과정의 면밀한 감리감독을 

위하여 소방감리원의 주2회 이상 방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제100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공사 입찰안내서심의

○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 신호

체계와 연계한 교통류 제어 및 TOPIS·경찰청 

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수집·제공 등 ‘교통류 

관리체계’ 내용 추가 필요

○ ‘시공지침’ 부분에서 기계설비 및 소방, 전기,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임의변경 금지사항 중, 시·종점 위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것

○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중 자료수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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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부분으로 이동시킬 것

○ CCTV 등 다수의 터널 내 설치하는 전기설비 

설계 시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을 고려

할 것

○ 설계지침에서 시설한계(3.0m 이상)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비상 시 통과높이

(3.4m)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시 요망

■ 제101차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를 산정하여 

사업여건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안전관리인원의 기술등급 적정 여부를 재검토

할 것

○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도서는 감리 업무보

고시스템 등을 통해 납품이 가능하므로 도서

인쇄비는 제외할 것

■ 제102차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사전 도면 검토를 위해 각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인이 사업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직접경비의 주재비 및 출장비가 제외되어 있으나, 

현장이 강원도 횡성군임을 감안하여 적용 검토 

필요

○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산출 시 공제가입금액

에서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제외가 

필요하므로 확인 필요

○ 사업특성상 시공단계 “시공계획, 기술검토, 설계

변경관리,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업무가 중요하므로 전체 인·일수 내에서 조성

(추가) 필요

○ 소방분야 투입인력의 등급은 제연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중급이 아닌 

고급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소방분야 배치계획 공사기간 대비 최소 주1

ㅇ회 및 소방준공을 위한 성능시험 등을 위

해 준공 2개월 전부터는 최소 주2회 이상 

투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제103차 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설계심의

○ 기존 대형수목의 존치로 신규 도입된 수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식재계획과 각 시설물(데크

쉼터 목재접합부, 트랠리스 부자재 용접, 앉음벽 

시공순서 등)의 시공상세도를 각각 추가할 것

○ 진입계단A의 화강석과 자연석이 맞물리는 지점의 

틈 발생방지 등 정밀시공을 위해 명확한 디테일과 

시공방안을 도면에 명기(Note)할 것

○ 데크쉼터A 기존 수목의 성장과 이용자의 안전을 

감안, Hole(구멍)의 크기를 조정하고, 데크쉼터B 

진입 계단은 경사로로 변경하여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할 것

○ 숲놀이터는 기존의 숲 형태나 규모 등을 활용

하여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이용계층의 창의성 

및 유연한 놀이공간 특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

할 것

○ 커뮤니티센터 중앙부 수반은 겨울철 미가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존치 시는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성을 

높힐 것

○ 모든 조명 Pole의 기초는 볼트와 너트가 보이지 

않게 하고, 등기구는 눈부심을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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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차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및 사업관리방식 검토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었음

○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987호의 [별표 2] 1.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 산정방법사항”을 참조하여 해당 예산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보통 또는 단순공종

으로 산출하여야 함

○ 설계내역서 “기술인수 산정”에 기성검사 횟수를 

조정하기 바람(7회→4회)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함

■ 제108차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및 사업관리방식 검토사항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적용되었음

○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987호의 [별표 2] 1. 건설사업관리기술

인수 산정방법사항”을 참조하여 해당 예산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보통 또는 단순공종

으로 산출하여야 함

○ 설계내역서 “기술인수 산정”에 기성검사 횟수를 

조정하기 바람(7회→4회)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관리 

필요함

2022년 5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설계경제성 검토(VE) ≫

목적: 건설공사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 제7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64건을 제안하여 52건 채택 

(채택률 81.25%)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48,700백만 원에서 1.5백만 원 절감

(절감률 0.001%)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001% 25.6% 25.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주철근 가격 조정 (감액 21백만 원)

    ∙ 2단철근 배력근(@150→@300) 축소

      (감액 14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터널 관통부구간의 훠폴링 보강     

(증액 32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현장제작에서 공장제작+현장설치로 변경 

(트렌치, 방수터, 인방규격) (증액 32백만 원)

■ 제8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설계경제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108건을 제안하여 99건 채택 

(채택률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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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133,275백만 원에서 226백만 원 

증가(조정률 0.2%)

비용(C)
(조정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0.2% 6.9% 6.6%

○ 주요대안내용

  - 계획성 향상

    ∙ 주철근 가격 조정(PD-4B, 150㎜→200㎜) 

(감액 7백만 원)

  - 시공성 향상

    ∙ 흙막이 중간 말뚝 규격 최적 적용

      (감액 30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에어커튼 추가 설치 (증액 7백만 원)

  - 민원환경성 향상

    ∙ 작업구(재료투입구) 위치 이동      

(증액 100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토압에 적정한 규격의 토류판 적용     

(감액 8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지하1층 실내조경 규모를 축소하고 실내

조경 상부천장은 금속루버 Open천장으로 

변경 (증액 36백만 원)

■ 제9차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설계경제

성 검토(VE)

○ 성능향상

  - 아이디어 73건을 제안하여 63건 채택 

(채택률 80.4%)

○ 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 공사비 20,269백만 원에서 1,3467백만 원 

절감(절감률 6.6%)

비용(C)
(절감률)

성능(P)
(개선율)

가치(V=P/C)
(향상률)

6.6% 8.6% 15.6%

○ 주요대안내용

  - 시공성 향상

    ∙ 줄파기 수량 축소

     ⇒ 현장여건에 적합한 줄파기 규모 및 

수량을 적용 (감액 820백만 원)

  - 유지관리성 향상

    ∙ 잔디 식재지역 일부를 맥문동으로 변경

     ⇒ 잔디 고사를 예방하고, 맥문동 식재를 

통해 경관 향상 (증액 46백만 원)

  - 편의성 향상

    ∙ 버드나루로에서 영등포교차로 방면은 방향

안내표지 추가 설치, 컬러레인 등 차로별 

진행방향 안내를 명확히 하자

     ⇒ 방향 및 차로별 명확한 통행권 확보를 통한 

교통류간 상충 예방 (증액 22백만 원)

  - 안전성 향상

    ∙ 경인로 하부 영등포로에 신설되는 보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지하차도 내 보도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 (증액 

61백만 원)

  - 환경성 향상

    ∙ 경관을 고려하여 하부 식생을 다양하게 변경 

(감액 5백만 원)

  - 민원최소화

    ∙ 공사 중 차로폭 및 보도폭을 운영속도와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최소화

     ⇒ 현행 차로수를 유지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증액 0.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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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지중열교환기의 열교환코일관에 하중부가재 설치와 누출센서를 부설한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 시공기술 (제929호)
(보호기간 :  2022. 3. 31. ∼ 2030. 3. 30.)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하중부가재를 지열코일관 외부에 고정하여 지중열교환기를 고심도(250∼300m)까지 

삽입 설치하고, 지중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 등에 누출센서와 스마트태그를 설치한 

유지관리 및 매설부분 위치파악 기술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고심도 지열굴착공 내부에 설치되는 지열코일관의 부력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하중

부가재를 지열코일관 외부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 설치하고, 지열공 내에서 지열코일관이 부력에 

의해 부양되지 않으면서 고심도까지 삽입 설치가 용이하게 만드는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지열공굴착 2. 지열코일관설치 3. 하중부가재설치 4. 수압인가 및 그라우팅

5. 누출센서설치 6. 스마트태그설치 7. 기계실설치 8. 자동제어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규모
총공사금액

(신기술공사금액)
농정원 청사 신축공사

지열시스템 설치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지앤지

테크놀러지
2020.2.4.

~2021.4.11.
170RT

1,220백만원
(1,220백만원)

순창군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지열시스템) 구입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

㈜지앤지
테크놀러지

2020.3.16.
~2021.6.30.

170RT
1,701백만원
(1,701백만원)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기계설비공사 중 지열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앤지

테크놀러지
2020.11.242
~2022.10.212

150RT
736백만원
(736백만원)

》  건설신기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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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향후 활용전망

     지열코일관의 재질 특성상 비중이 물보다 낮아 지열공 내부의 지하수로 인한 부력 때문에 기존 

지열공 내 지열코일관의 설치깊이는 220m 내외가 설치한계였으며 이로 인해 지열공 1개소당 열교환

용량은 3RT 내외로 작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 신기술은 부력감쇄용 하중부가재 설치를 통해 

250∼300m까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단위 지열공당 열교환용량이 최대 6RT 내외로 확대 향상

되어 도심지의 한정된 건축부지 면적으로 지열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의 의무비율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에너지 자립율 적용 및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다(열교환용량은 지형·지질에 따른 지중열전도도와 GLD P/G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또한, 스마트태그 

및 누출센서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고심도 수직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공기술은 천공 공간축소에 

따른 시공편의성 뿐만 아니라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제성을 향상시켜주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220m 내외의 지중열교환기 

저심도 설치를 하중부가재를 지열코일관 

외부에 고정설치하여 고심도(250∼300m)까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전열면적 향상, 지중

열전도도 향상, 굴착공 수 및 부지면적 

30% 감축, 시공기간 37% 단축, 시공현장

에서의 온실가스 59% 감축이 가능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수직

밀폐형 지열공의 유지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지중열교환기 시공기술개발의 중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공공건축물 의무화 비율의 단계적 상향과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도입 등 의무화 

대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개방형 대비 수직밀폐형은 낮은 열효율로 인해 건축부지가 

협소한 지역에는 설치에 한계가 있었으나, 단위 지열공당 열용량을 대형화하여 지열공 천공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심지 내 협소한 건축부지면적에서도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 기술적용 

확대가 가능하다. 시공 현장 내 지열공 천공수량의 감소로 공사기간이 크게 단축되어질 수 있어 

<지중열교환기 형식에 따른 전열면적 비교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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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건축 공사기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고심도 지중열교환기와 누출

센서 및 스마트태그를 융합 구성하여 건물 수명과 동행하는 지중열교환기의 내구성, 유지보수, 

효율성이 확보된 본 신기술은 공공, 민간시장에 적용이 확대되어 국가 전체의 에너지향상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하중부가재 설치로 지열코일관의 부력을 감쇄시켜 지중열교환기의 설치심도를 고심도

(250∼300m)까지 삽입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단위 지열공의 열효율과 열교환용량을 크게 증대시켰고, 

열교환용량의 증대로 인한 지열공 굴착 수량 및 건축부지면적을 30% 내외로 축소하여 도심지 내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 적용 확대와 건물의 하부천공에 따르는 위험성 제거, 유휴부지 확보가 가능

해졌으며, 누출센서를 지열시스템에 최초로 적용 설치하게 됨으로써 지열공의 누출위치 파악 및 

보수가 가능하여 시설운용 안정성 확대와 지열공의 매설위치 파악을 위한 스마트태그 기술은 위치

정보가 입력된 RFID 칩을 지열공에 적용하여 GIS 서버와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수 있게 하여 지열시스템의 다양한 기술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결과 170RT로 설정한 지열공사비 단가(순공사비)는 1,317,721천원이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 공사비

     건축물 부하용량을 170RT로 설정하여 지열공굴착, 지중열교환기 설치, 트랜치배관 설치, 기계실 

및 자동제어 공종을 모두 포함할 경우 기존기술대비 10.29%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계실 

및 자동제어의 동일공종을 제외할 경우 14.99%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열공 굴착의 경우 수량 감소로 18.90%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존기술(a) 신기술(b) 차이(a-b) 비고

가. 순공사비 1,468,889 1,317,721 151,168 10.29% 감소

① 지열공 굴착 952,174 772,258 179,916 18.90% 감소

② 지중열교환기 설치 및 그라우팅 217,502 214,189 3,313

③ 트랜치배관 설치 30,286 27,476 2,810

④ 누출센서/점검구/스마트태그 설치 39,811 -39,811

⑤ 기계실 및 자동제어공사 268,927 263,987 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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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 

     시공심도 향상에 따른 지열공 열효율 증대로 건축물 부하용량에 필요한 전체 지열공수가 감소

되어 천공에 따른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천공 소요일 수 72 48 1.5일/공

장비이동 24 16 0.5일/공

지중배관 10 3

전체 작업소요일수 106 67 39일 단축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굴착수량 감소에 따른 트랜치배관 길이의 축소로 연간 순환펌프 운전동력비를 

37.9% 절감시켰으며, 지열공의 지중순환수 누출 확인을 위해 설치하는 누출센서 PCB의 부식에 

의한 교체비용이 10년/회 918,000원 발생하지만 순환펌프 운전동력비를 포함한 전체 유지관리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36% 이상이다.

○ 비교조건                                         (가동기준 : 여름 6-8개월, 겨울 11-2개월, 10h/일 × 20일 ×7개월)

  - 기존기술: 순환펌프 25.2㎾ × 1대, 소요동력 5,040㎾

  - 신기술:   순환펌프 15.5㎾ × 1대, 소요동력 3,100㎾

○ 공사비비교                                                                               (단위: 천원)

구분 기존기술 신기술 비고

순환펌프 동력비(년) 3,714 2,304

누출센서 유지관리비(년) - 92

계(20년) 3,714(74,280) 2,396(47,920)

절감액(20년) 26,370 약 36%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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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2011년 11%에서 2030년 이후는 40%,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 도입 등 의무화 대상 확대는 전체 신재생에너지시장 성장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건축면적이 협소한 서울 등의 공동주택에 지열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초기비용

상승과 천공부지 부족 등의 수직밀폐형 지열시스템의 한계점을 본 건설신기술의 적용으로 지열기술 

경쟁력 확보와 굴착공수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과도 부합

되어 에너지패러다임의 혁신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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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 테이프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 (제930호)
(보호기간 :  2022. 4. 4. ∼ 2030. 4. 3.)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이 신기술은 유동성 씰과 경량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발포 보호재를 일체화한 시트방수재를 

바닥면에 전면 부착시키고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를 적용하여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복합방수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균열 거동 대응성이 확보된 유동성 씰과 경량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발포 

보호재를 일체화한 시트방수재를 바닥면에 전면 부착하여 누수전이 및 바닥면 균열에 따른 방수층의 

동시파단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저온환경 및 습윤환경, 자기보수성이 확보된 방수층의 

형성이 가능하고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를 적용하여 시트 및 도막 간 

절연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접합부 하부 바닥면의 균열 거동 발생 시 무절점 인장응력(Zero 

Span-tension)에 의한 접합부 동시파단을 방지하여 방수층 전체의 장기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① 바탕면 정리
(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WaNaB 도막 중도 전면 도포 ⑤ WaNaB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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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구분 공  사  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규모 공사기간 비고

1 시대건설 본사 사옥 
옥상방수공사 ㈜시대건설 ㈜시대건설 220㎡ 2017.8.14.~

2017.2.28. -

2 UG빌딩 옥상방수공사 ㈜유지아크 ㈜시대건설 250㎡ 2020.9.18.~
2020.9.29. -

3 역삼동 유진빌딩 
옥상방수공사

유진빌딩
(대표 박봉자) ㈜나비티엔씨 200㎡ 2021.2.15.~

2021.2.26. -

[표 1]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나. 향후 활용전망

     이 신기술은 WaNaB씰과 경량 발포보호재를 합지한 전면 부착형 경량 복합방수시스템 및 접합부 

절연구조 형성을 통한 장기 방수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을 통해 아파트, 주택 및 SOC 공공건물 

옥상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절연공법을 통한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와 바탕공정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작업자 안전성 및 친환경성 확보로 민간 부문 차원의 건설 주택과 

공공부문 공공건물 내 옥상방수시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용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WaNaB씰과 경량 발포보호재를 합지한 전면 부착형 경량 복합방수시스템 및 접합부 

절연구조 형성을 통한 장기 방수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국내외 기술 대비 수층의 장기 

방수 안정성 및 장기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킨 기술로써, 방수성 측면에서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기대

되는 기술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유동성 겔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면 접착 공법을 가능하게 하여 누수확산 및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방지하고, 방수층의 장기 방수 안정성 및 장기내구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를 고려한 설계에 있어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생산과정 및 시공과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제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프라이머 공정을 배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 현재 해외 건축 시장의 

기술 트렌드인 친환경성에 부합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국내외 기술대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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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이 신기술은 건축 구조물 옥상 및 지붕에 적용되는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기술과의 

설계·시공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건설신기술 제766호 대비 약 26.04% 절감, 건설신기술 

제882호 대비 약 12.94% 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사비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건설신기술 제 766호 건설신기술 제 882호

재료비 ㎡ 29,055 44,606 30,170

노무비 ㎡ 20,534 22,450 26,792

경비 및 기타 ㎡ - - -

합  계 ㎡ 49,589 67,056 56,962

경제성 - 26.04% 절감 12.94% 절감

[표 2]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시공비 비교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다음과 같은 시공적 특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기존 기술 신기술 비고

바탕처리 단순화에 

따른 공사기간 감소

Ÿ 간단한 요철제거 및 청소

Ÿ 필요에 따라 바탕면 고압수 

세척

Ÿ 프라이머 공정 배제

Ÿ 저온 부착 안정성 확보

Ÿ 습윤 부착성 확보

접합부 도막용 

도포기를 통한 

시공성 향상 

Ÿ 접합부 도막 두께 균질화

Ÿ 접합부 시공폭 균질화

Ÿ 시공 속도 향상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Ÿ 작업자 의존도 낮음 

(시공품질 우수)

[표 3]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사기간 단축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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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비

구 분 신기술
기존 기술

감소율
(최대비율)건설신기술 제766호 건설신기술 제882호

제품수명 20년 20년 20년 -

취득원가 63,482 73,853 84,302 

사용원가 42,940 51,920 56,200 

폐기원가 - - - -

합계 106,422 125,773 140,502 24.25 %

[표 4]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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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술은 점착형 도막 방수시트를 개발, 시트와 바탕면 간 접착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공법으로, 기존 우레탄 방수공법과는 달리 프라이머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유기용제의 사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기존의 옥상 노출 방수에서 발생하는 바탕면과 

방수층의 균열 거동 동시파단 및 부풀음 문제점을 예방하고, 방수 안정성을 확보하여 누수 발생 

현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향후 유지보수 관리 비용 절감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함

으로써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등에 있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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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토 및 도시계획 정책 동향

영국
영국 국가도시계획 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과 시사점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통상적

으로 NPPF라 불리는 영국(잉글랜드)의 국가 도시

계획 지침은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가장 

유사한 최상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NPPF는 

2012년 국가 도시계획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된 국토계획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1년에 수정되었다. NPPF는 

잉글랜드 정부의 도시계획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개발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5). NPPF가 영국의 최상위 계획이지만, 

Framework를 지침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계획의 

수립 과정부터 목적까지 여러 측면에서 NPPF는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1> Tandridge District 계획의 NPPF 적용6)

5)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6) 자료: T andridge District Council, https://tandridge-consult. 
objective.co.uk/portal/planning_policy/detailed_policies/tandri
dge_local_plan_part_2_-_detailed_policies?pointId=1380796844
579 (2022년 4월 12일 검색)

 2010년 영국 보수당은 Green Paper를 통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기존 계획체계가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의 

계획 결정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7). 이에 더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지역주권법8)이 제정되면서 영국 정부는 

2012년 새로운 도시계획지침인 NPPF를 발표했다.

 따라서 NPPF는 통합된 비전과 효율적 계획의 

실천과 더불어 계획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결정과 

협력을 강조하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한 수직적 구조에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국가적 

목표를 설명하기보다는, 상향식 계획체계를 지향

하는 계획체계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 

NPPF의 핵심이다. 실제로 NPPF는 국가의 중대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단순히 지역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중앙정부는 방임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발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은 중앙정부를 통해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가 지향

하는 국가정책에 부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정에서는 저렴주택9), 효율적 

토지이용 등에 대한 사항들이 보완되었고, 2019년

에는 2018년 개정안에 계획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2021년 개정된 NPPF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 지역 커뮤니티를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토지이용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과 완화, 

주택보급, 디자인 퀄리티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현재 집권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 

현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NPPF에서는 보존 및 지역 생활환경10)과 

7) Conservative Party 2010

8) Localism Act 2011

9) affordable housing

10) Local amenity

》  해외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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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의 개발 허가권을 

사실상 삭제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1년 개정

에서는 국가가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 추가되었다. 이는 NPPF의 

특징이자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보리스 존슨11) 

총리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30만 호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지방정부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 

허가권한을 약화시켜 중앙정부가 원하는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의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NPPF는 도시계획 정책결정이 온전히 지역

사회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미 지역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영국에서 

국가의 허가권 상실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치 

개발 허가권의 삭제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길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개발은 국가의 예산과 법률을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발정책방향에 

지나치게 편중된 의사결정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가 의사결정에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21년 개정

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주택

건설이 지역의 주택협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당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력하게 주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Conservative Party. 2010. Greem Paper-Open Source Planning.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2021.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Tandridge District Council. 
https://tandridge-consult.objective.co.uk
UK government. https://www.gov.uk]

11) Boris Johnson

프랑스
생태기후적 건축 중심의 파리도시계획 재수립

 코뮌도시계획 PLU12)은 각 코뮌(Commune) 

정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건설에 필요한 규정을 

담는 문서로서, 에너지 전환과 환경 및 생활 분야

에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다. 코뮌도시계획은 개괄요약문, 

도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 정비의 

방향과 사업, 지구설정 및 그래픽 자료, 규정, 부록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내 각 필지의 

토지이용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규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여러 

코뮌이 연합한 경우 코뮌연합도시계획(PLUI)13)이 

코뮌도시계획을 대체한다.

 2010년 7월 12일 제정된 ‘환경을 위한 국가의 

약속에 관한 법14)’에 의거하여 특히 환경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코뮌도시계획 수립 시 주거계획15), 

이동성계획16)을 비롯하여 도시 내 녹색선과 푸른선을 

정의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요소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 부문에서 점차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시작된 파리시의 도시계획 재수립작업은 2021년에 

진단을 완료하고 계획의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였

으며, 2022년 현재 구체적인 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이 끝나면 파리 시의회와 일드프랑스 프레페

(Préfet)의 검토를 거쳐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에 향후 10∼15년 파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탄생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개정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포용적이며 연대적인 도시, 문화유산과 

12) Plan Local Urbanisme

13) Plan Local d’Urbanisme Intercommunal

14) 그르넬II 법, Loi Grenelle II

15) Programme local de l’Habitat

16) Plan de déplacement urb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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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보호된 도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녹색 탄소중립도시, 매력적이며 생산적인 도시, 

메트로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파리시는 이번 신규 도시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

하여 도시정비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워크숍은 2022년 3월 7일

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으며, 첫 주(7∼11일)에는 “푸르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17)”, 둘째 주(12∼18일)에는 

“포용, 생산, 연대의 도시18)”, 셋째 주(19∼25일)

에는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고 가치화하는 도시19)”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파리시는 온라인으로 도시정비 및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의 내용을 공개하고 약 10주 

동안(2022년 1월 21일∼4월 1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기간 동안 파리시 홈페이지 도시

계획 아이디어 개진 전용 홈페이지(idee.paris)

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안

하였다.

 가장 큰 이슈는 새로운 건축과 관련된 환경계획과 

복지계획이다. 파리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데, 

이는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되고, 관광용 단기임대주택시장이 발달하면서 

거주용 주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파리시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제고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

에는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일명 생태기후적(bioclimatique) 

건축인데, 환경을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하여 빛, 

열에 최적화된 거주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는 

17) une ville en transition vertueuse et résiliente

18) une ville inclusive, productive et solidaire

19) une ville qui consid￨re et valorise ses identités urbaines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해 

나타나는 열섬현상을 겪고 있다. 건축 설계, 자재, 

단열재를 최적화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에 견딜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생태기후적 건축은 

파리시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도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2/04/08/urbanisme-p
aris-veut-noter-les-projets-deconstruction-en-fonction-de-leur-imp
act-environnemental_6121155_3234.html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caue75.fr/content/quel-paris-2030-futur-plu-bioclimatique 
(2022년 4월 18일 검색).
https://www.paris.fr/pages/la-revision-du-plan-local-d-urbanisme-
plu-17018 (2022년 4월 18일 검색).

미국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시사점

 유한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관리 방식으로서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성장관리는 197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urban sprawl)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이후 도시 외곽지역의 환경

오염, 공공서비스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도시정책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기적인 우리나라 국토자원의 

관리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도시성장관리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정책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가차원의 토지자원 관리 및 보존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성장관리법을 제정

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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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한다(신서경 2021). 미국 

도시성장관리의 핵심은 도시성장경계(UGB)20)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는 도시화 가능

구역과 비가능구역을 분리하고 경계 안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 내부에 성장을 

집약함으로써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시성장경계(UGB)는 도시의 인구변화, 

개발 수요, 교통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성장관리 계획하에 

주기적으로 변경 및 관리된다.

<그림 1> 포틀랜드 UGB 경계부21)

 도시성장경계선(UGB)을 중심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 

오리건주가 있다. 오리건주는 1979년 도시성장경계선

(UGB)을 처음으로 설정하였고, 주 내 모든 지방

정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또는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주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광역적인 

성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흥순 2019).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는 1992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기구(Metro)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지역

계획과 도시성장경계선(UGB)을 관장하고 있다. 

20) Urban Growth Boundary

21) 자료: Latta 2016

포틀랜드시는 주정부-지방정부 간의 협치를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결과, 도시 내에 압축적인 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그 주변에는 교외 개발이 제한되어 많은 

녹지를 보존하고 있는 등 도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최근 20년간 포틀랜드의 인구는 30% 이상 

성장했고, 지역 총생산은 지난 10년간 약 40%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및 실업률, 탄소배출량 관련 

지표도 매우 양호해져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도시성장관리제도가 지속가능한 

국토자원 관리정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은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리성의 

기반 위에 제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정창무 2000). 

일례로, 도시성장경계선의 변경 및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외지역 주민, 농민

단체, 부동산개발업체, 주택건설업체, 환경보호단체 

등 수많은 시민들과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시행되는 

하향식 계획제도로,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정치적 

타당성 관점에 따라 제도 개정이 수시로 발생하고는 

한다. 미국의 성공사례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향후 국토자원 관리정책에는 시민들의 합의를 

토대로 모든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향식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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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도시 변화와 콤팩트+네트워크 사례

소멸하는 지방 중소도시

 개화 이후 서양식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1888년에 첫 도시계획을 세운 이래 관동대지진과 

태평양전쟁,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며 여러 

차례 크게 바뀌어 왔다. 1990년대까지 도시 확장과 

인프라 정비가 주를 이루었던 도시계획은 2000년대 

들어서 무분별하게 개발된 도시를 재편하는 방향

으로 바뀌었고, 장기 불황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도시재생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도시계획과 도시제도는 2010년대를 거치며 사회적 

위기 앞에 또 한 번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호에서 자주 다루었듯, 일본 최대의 문제는 

초고령화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인구는 향후 30년간 20% 정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방 소도시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세가 이미 현저하게 나타

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소멸 상태에 가까운 수준

으로 쇠퇴하고 있다. 2018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인구 5만명 미만의 지방 도시는 총 주민 수가 

1985년에 1,95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 1,729만 명으로 파악되었고, 

2045년에는 1,118만 명으로 2015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인구 대부분이 거주

하고 있는 대도시 또한 노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

하여 2015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国土交通省 2021). 결과적으로 일본 전 도시의 

성장은 앞으로 크게 정체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2040년까지 

896개 지자체가 소멸될 것이라는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22)는 현실 그 자체였다.

 이 때문에 기존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

졌던 도시계획과 도시제도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과 점포가 외곽

으로 퍼지면서 밀도가 낮은 시가지가 다수 형성

되었고, 시설과 환경 노후화로 도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여러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탈바꿈

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대증요법23)을 넘어 도시 

전체의 관점, 나아가 도시 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로의 추진

 일본은 그 방법으로 ‘콤팩트+네트워크’에 주목

하고 있다. 콤팩트 도시란 생활 서비스 기능과 

거주 기능을 한데 모아 인구를 집적하는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国土交通省 2021).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밀도의 경제’를 

발휘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성 유지와 향상,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효율화에 의한 행정 비용 절약을 실현하고, 여기에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중교통망 재정비로 여러 

22)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
문제검토분과회가 2014년 5월에 공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 보고서. 도쿄
일극집중 시정과 지방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서로 
일본 지방소멸의 위기를 담고 있어 당시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음

23) 표면적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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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구축된 콤팩트 도시를 다극네트워크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국토교통성은 거주

기능과 도시 기능 시설의 콤팩트화를 유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수송자원 

동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확보와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집중

하고 있다. 2014년에 시행된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은 

의료, 복지, 상업, 행정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도시기능 유도 구역에 조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

하고, 부동산업자로 하여금 주택을 거주 유도 구역에 

조성하게 하여 도시 콤팩트화를 위한 입지를 구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법’은 지역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 교통 노선 정비와 운임 조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례 및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입지적정화와 지역 교통 계획 연계를 통한 선순환 

실현으로 콤팩트+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콤팩트 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이러한 콤팩트+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실험적으로 시행되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일본 중북부에 위치한 

토야마시의 경우 그보다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인구의 외곽 분산으로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토야마시는 

낙후된 도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정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트램(LRT)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상업 및 업무시설 조성을 장려

했으며,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거점 지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거점 지구를 따라 생활권이 집약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생활이 편리해지고 도시 

연계성이 개선되었다. 또 트램과 철도,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거주 추진 지구’를 설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민에게 최대 5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거주 인구가 도시 외곽

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았다. 결과적으로 2000년에 

32만 명이던 인구가 2010년에 42만 명으로 늘고 

상권이 확대되었다. 인구는 2015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 41만 4천 명으로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제도 개혁을 통한 성공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24).

<그림 2> 토야마시의 트램25)

24) 富山市 2022; Yahooニュースオリジナル 2016

25) 자료: JR도카이. https://shupo.jr-central.co.jp/spot/1063.html 
(2022년 5월 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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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아오모리시의 콤팩트

+네트워크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가속되는 

인구의 교외화가 행정 역량을 분산시켜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아오모리시 또한 2000년대 중반에 

도시의 콤팩트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거점과 대중

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극형으로 재편한 

토야마시와는 다르게 아오모리시는 아오모리역과 

인근 재개발 지역 등 중심가에 상업, 행정 시설을 

조성한 ‘이너(inner)’ 지역, 거주, 근린상업 시설을 

조성한 ‘미드(mid)’ 지역, 농지를 배치한 ‘아우터

(outer)’ 지역으로 나눠 다층형 콤팩트화를 추진

하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설치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고령층의 이너 지역

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고령층이 빈 미드 지역에 

젊은 가구가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

이었으나 이너 지역의 활성화가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였다.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과 

시장 및 시의회의 교체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사점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일본 도시들의 변천과 

성공 및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의 현실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20년 전 상황, 즉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과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던 시대와 많이 달라졌다. 

또 지역 도시계획과 제도가 정치 공약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수립되거나 집권 세력에 따라 한

순간에 좌초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는 도시의 

미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도시계획과 

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좌우할 것

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역 균형발전 등 국토계획상에서의 정책적 위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국토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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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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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거점시설(2호, 생산거점) 

조성

․ 지하1층/지상3층

․ 연면적 1,180㎡

4,229

(217)

조건부

채택
건축

8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 대상지: 권역별 5개소 

․ 규모: 2,154만㎡

-

(500)

조건부

채택
조경

84
도림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 조성

․ 공유형 수변테라스 조성

․ 도로 및 보도개선, 스탠드 계단 설치 등

-

(252)

조건부

채택
토목

85 홍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 수변 역사문화공간 조성

․ 생태하천 조성, 산책로 정비 등

-

(271)

조건부

채택
토목

86 정릉천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문화플랫폼 조성, 휴식형 정원 

조성, 액티비티 공간 조성

-

(283)

조건부

채택
토목

88
하천변 생태복원 및 

녹화개선 방안

․ 중랑천 등 42개 하천변, 280만㎡

․ 현황조사, 사업여건 분석 등

-

(400)

조건부

채택
조경

90
정수센터 전력계통 

보호협조정비 기본계획수립

․ 6개 정수센터, 4개 취수장

․ 전력계통 보호협조 검토 등

-

(300)

조건부

채택
전기

91
도로포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수립

․ 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

계획 수립

-

(298)

조건부

채택
토목

95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
․ 위치: 양화대교∼성산대교

․ 면적: 30,000㎡

2,800

(160)

조건부

채택
조경

96
서남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

․ 음폐수 330톤/일 안정적 연계처리를 

위한 효율 개선 및 자원화

29,934

(1,731)

조건부

채택
기계

97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
․ 250m이상 도로터널 35개소

-

(363)

조건부

채택
기계

설  계

심  의

81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 면적: 133,004㎡

22,731

(1,227)

조건부

채택
토목

92 앵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 무장애 데크로드 및 쉼터 조성
2,800

(157)

조건부

채택
조경

93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7,863.14㎡

20,278

(1,259)

조건부

채택
건축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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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오류천(상,하류) 

단면부족구간 개선

․ 오류1지구 L=783m 

․ 오류 축제1,2지구 L=551m

26,297

(785)

조건부

채택
토목

103 신트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 잔디마당, 마운딩폰드, 쉼터 등

․ 건축: 지상1층, 연면적 410.34㎡

4,378

(272)

조건부

채택
조경

정밀안전

진단심의

80 영동6교 및 탄천1교 ․ 정밀안전진단
-

(257)

조건부

채택
토목

87
동부간선도로(좌안) 

진출램프교
․ 정밀안전진단

-

(103)

조건부

채택
토목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89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로 정비 42.4㎞

38,268

(3,194)

조건부

채택
토목

99 서서울미술관 건립
․ 지하2층/지상1층

․ 연면적 7,186.99㎡

22,684

(1,906)

조건부

채택
건축

101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 지하2층, 주차 178면

․ 연면적 5,706.16㎡

20,680

(2,050)

조건부

채택
토목

102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 지상2층

․ 연면적 9,155.18㎡

26,672

(3,047)

조건부

채택
건축

107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로 확대개량 L=18.252㎞

35,990

(3,035)

조건부

채택
토목

108
장위-4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 굴착 L=4,876m

․ 비굴착 L=286m 

12,295

(2,284)

조건부

채택
토목

입찰

안내서

심의

98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 열병합발전설비 1기 

․ 첨두부하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
381,073

조건부

채택
기계

1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

․ 본선 2.1㎞, 대치IC 연결로 0.88㎞

․ 영동대로 지상구간 확장 1.04㎞
363,980

조건부

채택
토목

설계

경제성

검토

7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 연장 1,348.2m 

․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148,749

(6,239)
- 토목

8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공구

․ 연장 1,486.253m

․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133,270

(5,073)
- 토목

9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 고가차도 철거 (폭15m, 연장 218m)

․ 로터리 구조개선 (6지→5지)

24,153

(1,021)
-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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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타당성26) 심사현황 (2022년 5월)
(단위 : 백만 원)

기  간 분  야 사    업    명
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22. 5.

건     축 
2022필로티구조물의 내진보강 설계 및 
기술감리용역 등 17건

4,181 4,147

교 통
서울시도 제한속도 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

100 100

기 계 설 비 위례선 트램 10편성 제작감독 용역 등 4건 760 757

도 로
2023년 서울특별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등 7건

2,294 2,271

도 시 계 획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등 9건 1,404 1,404

상 하 수 도 상수관로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9건 858 856

소 방 상도터널 제연설비 T.A.B 기술용역 등 2건 47 45

전 기 통 신
성수역 등 6개 전기실 노후설비 개량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7건

353 349

정 밀 진 단
T6 커뮤니티센터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4건

133 132

조 경 · 산 림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11건

420 423

지 하 철
5호선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2건

238 238

하 천
상계1수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 
2건

63 62

기 타
잠원빗물펌프장 성능개선공사(건설사업관리) 
전면책임감리용역 등 6건

1,384 1,388

 계 84건 12,235 12,172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87]

26)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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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6~128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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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 합격자
발  표

6.7.~6.10. 7.2.~
7.22. 8.10. 9.5.~9.8. 10.16.~10.28. 11.11.

11.25.

8.16.~8.19. 9.14.
~10.3. 10.13. 10.25.~10.28. 11.19.~12.2. 12.16.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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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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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5. 8.28.~9.3. 9.21. 9.26.~9.29. 11.6.~
11.23.

12.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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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1호 (Sejong-1)

 ‘세종1호’는 한글과컴퓨터(한컴)의 우주사업 자회사 한컴인

스페이스가 개발한 한국의 첫 지구관측용 민간위성이다. 크기 

100×200×300㎜, 질량 10.8㎏의 나노급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2022년 5월 발사가 이뤄졌다.

Model(모델) HANCOM satellite 
(Sejong-1)

Size(크기) 200(W)x100(D)x300(H)㎜

Weight(무게) 10.8㎏

VNIR
(가시광선/근적외선 영역) 7 bands

Altitude(고도) 500㎞

Swat(관측폭) 20㎞

Resolution(해상도)
GSD(Ground Sample 
Distance, 픽셀 X,Y의 
지상거리) 5m

 세종1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022년 5월 25일 오후 

2시 25분(한국시간 5월 26일 오전 3시 25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소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미국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그리고 발사 후 약 1시간 1분이 지난 시점에 팰컨9으로부터 

분리됐다. 세종1호는 앞으로 지상으로부터 500㎞ 궤도에서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 12∼14회 지구를 선회하게 된다. 

위성은 발사 후 약 한 달간 시험테스트 과정을 거쳐 5m 

해상도의 관측 카메라로 지구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한편, 한컴그룹은 우주사업을 위해 2020년 9월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했으며, 이후 미국 민간위성기업 

스파이어 글로벌과 협력해 인공위성과 탑재체를 개발해 왔다. 

이렇게 개발된 세종1호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위성영상 데이터 

수요가 높은 농업국이나 분쟁국 등이 많이 분포한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우선 공략하며 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  푸른세상

http://www.krih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