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관리 SOC의 정량적 평가도입을 통한 미래산업육성

제20권제2호(2018. 6) 45

박 종 태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사무관

진 정 훈 | (주)토리기술 대표이사

최 준 성 |인덕대학교 교수

지자체관리SOC의정량적평가도입을통한

미래산업육성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었던 한국전 이후로

새롭게 시작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

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세계인들이“한강의 기적”으로 불

리는 우리의 저력은 2015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경

상북도와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68조원(표 1)의 규모로

증가되었고, 이러한 시설들이 기반이 되어서 도시가

성장하고 여객과 물류이동이 용이해져 산업전반의

기초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 수출이 폭

발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세계 6위 수출대국

이되었다.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초고속 압축성장의 지름길이 되었던

SOC사업을앞으로어떻게관리하여야하는지, 그냥

두고도 지속적으로 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사회적인관심이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건설 중심의 SOC의 치중이 필요하지만 인구고령화

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경제성장

이 멈추어지고 고도화사회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2019년 국민소득 3만불(USD)추정)에서는 건

설중심의 SOC가아닌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체

지자체구분 사회기반시설(억원) 도로(억원) 연간도로유지비(억원)

특별₩광역시도 2,438,599 1,900,950 12,807

강원도 455,742 278,278 1,695

경기도 1,372,388 967,367 5,768 

전라북도 432,497 216,638 768

전라남도 590,899 297,849 1,502

충청북도 309,109 209,233 970

충청남도 426,362 257,179 858

경상북도 680,619 439,546 1,176

경상남도 638,578 399,066 1,491

제주특별자치도 183,137 126,385 618

계 7,527,930 5,092,491 27,653

표 1. 2015년 국내 사회기반시설

*2015년지자체예산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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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용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의 전환과 일부 부족분에 대한

선별적투자와관리가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들의

수명은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

여 설계 및 건설되었고, 적정한 시기에 최적의 방법

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하여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

하게끔건설된것들이다.

국내의 대부분이 SOC시설의 상태가 비슷하겠지

만, 예를 들어 경상북도내의 SOC시설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들이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재축되거나 철거되고 새로 만들어졌지만 일

부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이 1990년대 말부

터 국비보조와 지방양여금사업에 의해 건설된 것이

현재 95%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SOC시설의 수명이 20~30년의 내구성을 고려해

볼 때 2018년인 현재 기점 이후로는 집중적으로 관

리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그림 1과 같이

지자체 관리 도로들의 상태가 관리예산의 부족 등으

로 많이 손상되어 있고 기능을 점차적으로 상실해가

고있으며, 도로의운전자들을위협하고있다.

올해부터는 도로시설, 하천 상하수도, 환경시설,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예산 투자가 수

반되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차년도의 국가예산은 매

년 5월이면 차년도 예산편성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위와 같은 SOC시설의 상태는 시각적인, 정

성적인평가가아닌정량적인평가가필요하다. 

SOC시설을 우리들의 건강에 비교한다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기건강검진 시기가 빨라지고

검진항목도 늘어나게 하여 만약에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면서도 건

강한 수명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건강

검진에 비용을 들이는 것에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러나 SOC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특히 지자

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있어서도 같은 개념의

예방적 관리와 진단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그 수준

에못미치거나시작조차된것이없는실정이다

새로운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하면서 방치수준에 가까웠던 SOC시설

들에 대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기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의시설물관리는전근대적인방식에머물면

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깰 수 없었고 최근 수도권

지자체에서 SOC시설의 관리방법 선진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건설관

리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의지역연계기술개발공모

사업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치기반시스템을응용한지자체도로를인덱스로하

는 도로주변의 SOC통합관리시스템개발에 첫걸음을

시작하 다. 여기에 학회회원들과 전문가들의 지혜

를 더하면 4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하여 혁신적인 사

업으로만들수있을것이다.

(a) 지자체 도로 관리 사례

(b) 지자체 관리 도로의 포장상태

그림 1. 지자체 관리 도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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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무궁한 아이디어와 산업

의 혁신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가

지고있는교통, 기상, 환경, 토질, 사회, 경제, 인구,

물류, 여객 등 빅데이터를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현

재 상태와 설계정보와 결합하면 사물인터넷(IoT)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융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면 시설물의 잔존수명 예측이 가능해져, 최적의 보

수시기와 방법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이 만들어

지는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면 과거 시설물관리 분야의 단순

하고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이 정보통

신분야의 우위에 있는 청년일자리와 연결이 가능하

고, 엔지니어의 기본을 갖춘 토목 건축분야 신규졸

업자들을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끌어들인다면 새로

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토목건축 부분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가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

를만들수있을것이다.

이것처럼그동안축적된기술을가지고있는학교,

민간업체, 공기업, 지자체를 하나로 연계할 수 있게

우리학회가중심이되어서정부의미래산업정책과맞

물려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지

자체주민들에게는안전한 SOC시설을제공함으로써

삶의질을향상할수있고, 지자체와중앙정부에게는

SOC시설의 관리가 정성적인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

로전환함으로써얻을수있는효과로서 SOC시설유

지보수비를 줄여서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19년 지자체의 SOC 유

지관리비용 2조7천억 원 중에서 5%를 정량적 평가

방법도입을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5%씩 추진한다면 약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SOC의 정량적 평가도입으로

인한예산절감의효과는지속적으로증가되고새로운

미래산업의창출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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