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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융합특구 추진

□ 추진배경 및 개요
ㅇ (배경) 수도권에 청년‧산업이 집중되고, 지방은 경쟁력 침체 지속
* (’00∼’20) 20∼39세 인구 수도권으로 순유입 지속(통계청, `21)
** (’15∼’20) 지식서비스업 일자리 순고용증가분 74%가 수도권에 집중(한림원, `21)

☞ 청년인재 정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거점 육성 필요성 대두
ㅇ (개요) 지방 주요도시의 도심에 산업‧문화‧주거 등을
복합한 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 견인
*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 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도 종합 제공

□ 현황/경과
ㅇ ‘20.9월 “도심융합특구” 정책을 발표(제27차 균형위 본회의)
ㅇ 비수도권 광역시를 대상으로 4개 선도 사업지 선정하였고,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중
* 대구·광주(’20.12), 대전(’21.3), 부산(’21.11) 선정, 울산은 후보지 검토중

ㅇ 근거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발의(‘21.5) 및 상임위 상정(’21.12)
* 도심융합특구법(강준현 의원) : 조성절차, 기업지원사항(세제감면, 지원센터 등) 규정

□ 추진계획
ㅇ (선도사업) 旣선정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지 추가 선정 추진
ㅇ (근거법 제정) 국회 절차를 거쳐 연내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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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심융합특구 개요

□ 개념
ㅇ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거점
* 기반 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조성하므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한 효과 도모

□ 주요 내용
➊ (공간개발)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
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고밀‧복합개발하고, 문화시설‧
청년주택 등 공공사업도 연계하여 도심공간의 질적 향상 도모
* 국토계획법, 건축법 상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➋ (기업‧청년지원)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산업 지원 프로
그램을 종합 제공*하고,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부) 특화산업 육성지원, (과기부) R&D 중심 지원

- 필요시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도 중복 지정하여
최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운영
➌ (지원체계) 균형위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전담기관*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 운영
* 지자체가 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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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거점 조성사업

□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ㅇ (배경) 지방인구 감소, 열악한 생활여건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
- 최근 지방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귀촌자
절반이 2030 청년층으로 지방 정착을 위한 주거 등 지원필요
ㅇ (개요)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주거와 생활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람이 모이는 생활거점 조성
-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조성과 함께 지역주민 및 신규 유입
인구의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LH 등), 일자리(지자체 등)를 종합 지원

□ 경과 및 현황
ㅇ 함양 서하초 선도사례*를 바탕으로 `21년에는 생활거점
(주거플랫폼) 조성 시범사업 추진
* 폐교위기 서하초를 살리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일자리(전기버스회사),
생활SOC를 조성, 학생수 10명→38명 증가 및 10가구 전입 등 효과

- 농식품부, 해수부와 MOU 체결을 통해 주거플랫폼 확산을
위해 협업하고, 균형위 주관으로 범부처사업 연계·지원
ㅇ `22년에도 공모를 통해 주거플랫폼 선정 예정(10곳 내외,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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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ㅇ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지방 중소
도시로 확산, 지역맞춤형 생활인프라 지원
* (국정과제 38) 인구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150곳)

- 지역의 수요가 있는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일자리연계 등 3가지 유형으로 계획을 특화하여 지원
➊ (학교살리기) 지역의 초등학교 살리기 노력과 연계하여 다자녀형
공공주택과 도서관‧보육시설 등을 공급하고, 기업 취업 지원
➋ (청년창업형)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예술, 창착을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공간, 공공주택, 문화‧여가시설 등 공급
➌ (일자리연계) 지방산단 등에 취업하고자 이주하는 근로자를 위해
공공주택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공급

- 청년 등 신규 유입인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수요에
맞춰 소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 공급
ㅇ 국가균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 간 지역
발전투자협약을 체결, 상생협력 및 안정적 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 생활거점(주거플랫폼) 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추진
* (선정일정) 사업접수(6월) → 사업평가(7월) → 최종사업 선정(8월)

ㅇ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등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방안 수립
* 사업추진 및 확산을 위한 신규예산 마련 및 협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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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요내용

□ 사업내용
ㅇ 지방 중소도시에 문화·복지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와
주거, 일자리가 집적된 생활거점 조성
➊ 작은학교살리기 생활거점
- (대상) 폐교위기 초등학교에 교육 목적의 전입·전학가구
- (지원) 공공주택, 보육‧문화시설, 커뮤니티공간 등 교육맞춤 공간
➋ 청년창업지원 생활거점
- (대상) 지리적 여건, 특산물 등을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층
- (내용) 공공임대주택, 창업공간, 문화‧여가‧공동시설 공급
➌ 일자리지원 생활거점
- (대상) 지역근로자, 신규 종사자 등 취업 목적 이주 근로자 등
- (내용) 일자리연계형 주택, 문화센터·체육시설 등 휴게공간
□ 지원사항
ㅇ (사업규모) `23년 30개소 선정 등 총 150개소 조성 추진
ㅇ (대상지역) 지방 7개도 시·군(광역시 및 성장촉진지역 제외)
ㅇ (지원조건) 1개소 당 국비 30억원 지원(3년에 걸쳐 지원),
자지단체 자본보조(국비보조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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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산업단지 리뉴얼

□ 사업개요
ㅇ 노후산단을 대규모 고밀 복합개발하여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 산단으로 탈바꿈
ㅇ 기반시설 확충(주차장, 공원 등)을 통해 일하기 좋고 근로자
주거·문화·보육기능 등을 갖춰 정주환경 개선
□ 추진현황
ㅇ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
* 재생사업지구 면적 30%까지 지정, 산업용지→상업·주거·지원·산업 등 복합개발

ㅇ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 문제점
ㅇ 지역경제 거점인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가 있는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해 사업 활성화 및 확대가 필요하나,
- 민간·공공 수익성 부족, 대규모 부지 발굴 어려움 등으로 지연
□ 개선 방안
ㅇ 지자체·공기업·민간 등을 통해 후보지 발굴, LH·산단공 협업
ㅇ 절차간소화(법개정)*, 기금융자 확대** 등을 통해 실행력 제고
* 재생사업지구 지정 전 활성화구역 先지정 허용 등(’23.상 입법→’24.상 개정)
** HUG 주택도시기금 18백억원 기 융자(’19~’21), ’22년 예산 6백억원 확보

ㅇ 기반시설 설치비를 200억원 범위 내 국비 추가지원(사업성 보완)
□ 향후 추진일정
ㅇ 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22.하), 5곳 선정(’23년 2곳,
’24년 3곳), 구역 지정 및 착·준공 등 추진(’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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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개요

□ 도입배경
ㅇ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재생
사업)뿐 아니라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 대폭 확대 필요
- 이에,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활성화구역” 제도 도입(’16.2, 산업입지법 개정·시행)
□ 제도개요
ㅇ (근거) ｢산업입지법｣ 제39조의12
ㅇ (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30%까지 지정 가능
ㅇ (절차) 계획 수립(지자체) → 관할 시군구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토부 승인→ 구역 지정(지자체)
ㅇ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산단개발사업 시행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특례(법 제39조의13)>
① ｢국토계획법(§77, §78)｣ 건폐율, 용적률 완화(용도지역별 최대한도 허용)
② ｢산업입지법(§39의15)｣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이하) 면제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국가, 지자체)
④ 각종 법률 규정 미적용(｢주택법(§35)｣ 주택 배치 및 부대복리시설설치·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19)｣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녹지법(§14)｣ 도시공원·녹지 확보, ｢문화예술진흥법(§9)｣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 추진현황: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1곳 준공), 2곳 준비 중
구분

산단명

사업기간

구역지정

기존
활성화구역
(3곳)
’20년 공모
상상허브
(3곳)

서대구(일)

’16~’21

’16.12

14,874㎡

907억원

부산사상(일)

’18~’25

’18.12

17,384㎡

3,520억원

BMC

성남(일)

’19~’23

’19.12

13,563㎡

2,464억원

LH(리츠)

대전(일)

’20~’24

’20.11

99,514㎡

911억원

부산사상(일)

’23~’25

준비중

30,127㎡

2,736억원

J&C컴퍼니 등

성남(일)

’22~’30

준비중

11,000㎡

1,338억원

대유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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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사업비

시행자
LH(리츠)

LH

참고2
구분

기
존
활
성
화
구
역
(’16
~’19)

상
상
허
브
(’20
공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현황(6곳)
조감도

명칭(지구)

사업개요

추진일정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서대구
사 업 비:
산업단지
시 행 자:
(2,662천㎡)
도입시설:

대구 서구 이현동 49-109
14,874㎡
’16.12~’21.06
907억원(국15, 지39, 민853)
LH(리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복합용지(4,150㎡, 분양)

위
치:
면
적:
사상재생 사업기간:
사업지구 사 업 비:
(3,021천㎡) 시 행 자:
도입시설:

부산 사상구 학장동 230-1 ’18.12 구역지정
17,348㎡
’22.05 토지정화
’17.05~’25.12
’23.06 설계
3,520억원(시비)
’23.10 착공
부산도시공사
’25.12 준공 예정
기업지원복합센터,
토지분양

위
치:
면
적:
성남일반 사업기간:
산업단지 사 업 비:
(1,513천㎡) 시 행 자:
도입시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252-1
13,563㎡
’19~’23
2,464억원(리츠)
LH(리츠)
복합지식센터, 행복주택

’19.12 구역지정
’20.11 착공
’22.11 행복주택준공
’23.12 복합지식
센터 준공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대전
사 업 비:
산업단지
시 행 자:
(2,313천㎡)
도입시설:

대전 대덕구 대화동 461-1
99,514㎡
’20~’24
911억원(국·지 111, LH 800)
LH
산업시설(복합용지),
상업·지원시설용지(분양)

’20.10
’21.06
’21.07
’24.11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상재생
시 행 자:
사업지구
도입시설:
(3,021천㎡)

부산 사상구 학장동 725-4
30,127.7㎡
’20.02~’25.12
2,736억원(LH1,680, 민1,056)
부산시, LH, J&Company
부산시민혁신파크,
판매시설, ·복합문화센터,
첨단제조·지식산업센터,
산업센터·희망상가(공공임대),
행복주택

’22.08 구상용역(LH)
’22.12 계획수립 착수
’23.12 구역지정
’24.1Q 착공
’25.4Q 준공

위
치:
면
적:
성남일반 사업기간:
산업단지 사 업 비:
(1,513천㎡) 시 행 자:
도입시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500-2
11,000㎡
’22~’30
1,337억원(민간)
대유위니아
융·복합 R&D시설 및
창업지원·문화·주거·보육시설 등

’22.12 구역지정
’25.07 1차 준공
(주차·문화시설)
’29.07 2차 준공
(상업·주거시설)
’30.01 전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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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구역지정
’17.09 설계 완료
’18.12 착공
’21.06 준공
’22.07
지식산업센터
임차(10년
임대·분양)

구역지정
설계
착공
준공

4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 개요
ㅇ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창업지원, 주거·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산업단지 조성 및 저렴한 기업입공간(산학연혁신허브) 건축에 국비 지원
(개소당 사업비 약 476.2억원의 20%(수도권), 40%(비수도권)를 보조

□ 현황
ㅇ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19.5, 교육·국토·중기부) 후
2차례 공모(’19.8, ’21.4)를 거쳐 총 7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 중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3곳을 선정(’19.8)하였으며,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여 현재 단지 조성 공사 중*
* `기업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강원대, 한양대 에리카는 ‘22.1분기에
착공을 완료하였고, 한남대는 ’22.3분기 착공 예정

- (2차) 경북대, 전남대 2곳을 선정(’21.4)하였으며, 산단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첨단산단 지정절차 진행 중(’22.下, 지정예정)
- (3차) 전북대, 창원대 2곳 추가 선정(‘22.6)하였으며, 산단개발
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도시첨단산단 지정절차 진행 예정
□ 문제점
ㅇ 기업입주(‘24년) 이후 창업 및 기업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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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교육부와 MOU를 통해 타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프로
그램은 아직 미정
□ 개선방안
ㅇ 향후 기업입주와 동시에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내용 구체화
-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중기부·교육부의 창업
및 기업지원,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도출하고 세부 방안 마련
* 연계프로그램(안) : (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사업,
단계별 창업패키지 등, (교육부) 지역혁신체계(지자체-대학 연계사업),
창업선도대학 등

- 대학, 지역혁신 거점기관이 보유한 혁신인프라도 적극 활용
* 창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멘토링,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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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미래 신산업 입지는 혁신환경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심 선호
☞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협력, 기업지원을 고도화하여 대학을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로 탈바꿈 가능
□ 주요 사업내용
① 대학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 산학협력, 기업지원 사업 등 정부의 혁신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조성
* 선도사업지 조성, 산학연 협력, 혁신창업 활성화, 입주기업
역량강화에 적극 지원·협력(국토·교육·중기부 MOU, ’19.4)

[혁신파크 조감도(예시)]

②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
-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
- 대학 보유자원(장비, SW, 컨설팅·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하여 idea발굴∼기술개발, 사업화까지 지원
- 정부의 산학협력, 창업·기업지원사업을 연계

[메이커스페이스(위)/
창업보육공간(아래)]

③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
-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대학의 기존
인프라(통근버스, 식당 등)의 기업 공동이용도 추진
- 재학생, 창업자 등을 위한 주거 공급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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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활용방안(예시)]

□ 향후 기대성과
ㅇ 우수한 정주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구인이 용이하고, 창업보육을 졸업한 기업의 도심 입주공간
제공 가능
ㅇ 대학 부지의 효율적 이용(용적률, 건폐율 상향)을 촉진하고
활발한 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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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그린산단 2.0 조성사업

□ 개요
ㅇ 低효율․에너지多소비 산업단지*를 탄소저감, 친환경, 디지털
화된 산단으로 조성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체질 개선
* 국토면적 1.4%에서 (온실가스) 33.2%, (미세먼지) 22.3%, (폐기물) 19.0% 배출

□ 추진현황
ㅇ 저탄소･친환경 산단, 스마트 인프라 및 혁신기능 강화 등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발표(’21.4 관계장관회의)
- 새만금, 전주탄소, 대구율하를 시범산단으로 선정(‘21.6)하여
탄소중립 및 혁신 성장형 산단의 성공 모델 마련 추진
ㅇ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의 정의, 지정근거,
인센티브 등 법제화(20.12 산입법, ‘21.6 동법시행령 개정)
- 지정ㆍ개발 사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지침 제정 ‘21.12)
□ 향후 추진계획
ㅇ 새만금, 대구율하 국가시범산단에 기업생산지원 인프라,
에너지 사용최소화, 쾌적한 정주여건 등 스마트그린 2.0 조성
ㅇ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매년 3∼4개소씩 스마트그린
2.0 산단으로 조성하여 사업 확산
ㅇ 한국형 스마트그린 표준 모델 및 단계적 확산방안 마련
등 스마트그린 로드맵* 구축
* 입지조건ㆍ업종구조에 따른 사업모델 유형화, 단계별 실행전략, 제도적 의무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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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스마트그린 산단 조감도 및 산업모델

①스마트그린 산단 조감도

②산업모델(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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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주요 요소

➊ (에너지자립화) [생산]신재생E 확대,

[소비]

에너지 절감,

[생산-소비]

생산·소비 최적화

ㅇ (생산) 탄소 의존적인 산단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 산단 내 태양광(공장·주차장 지붕 등), 연료전지* 등 설치 확대,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공용ESS**(배터리, 수소저장시설[에너지⇄수소]) 설치
* 수소·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부산물 : 물[H2O])를 생성하는 친환경에너지원
** 목적 : 태양광 등 출력이 고르지 않은 전력의 안정적 사용, 값싼 심야전력 이용 등

ㅇ (소비) 제로에너지 공장(벽체·창호 개선), 고효율설비(조명·냉난방 등) 등
ㅇ (생산-소비)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접목해 전력 생산·소비 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
- 공장별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구축,
단지 차원의 마이크로그리드***(전력 네트워크, 통합제어 등) 구축·운영
* 전력사용량 자동 검침 / ** 공장의 에너지 수요 예측, 사용·비용 최적화 시스템
*** 단지차원의 최적화시스템으로 소비피크 저감, 공급 최적화 등 전력효율을 향상

➋ (디지털화) Data·Network·AI 기반의 인프라 및 기업활동

ㅇ (기반시설)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교차로, 재해·재난 안전감시 등
ㅇ (공장) AI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조성 등
ㅇ (물류) 스마트공동 물류센터(입주·물류기업 간 벨류체인) 설치, 최적의
물류 솔류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 기술 확산 등

ㅇ (교통) 스마트 주차장(최적 주차안내) 설치, 대중교통(출퇴근시간대
집중 배차)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연계 등
➌ (친환경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간 조성

ㅇ (개발) 자연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 개발방식(LID) 적용,
우수한 경관과 근로자 휴식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 등
ㅇ (녹색) 스마트 가든(실내), 도시숲, 조경식재 고밀화 등
ㅇ (대기) 실시간 미세먼지측정, 클린로드시스템 등 미세먼지 저감
ㅇ (오염물질) 오염물질 저감 위한 클린팩토리 설치, 폐·부산물 재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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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추진현황

□ 개요
ㅇ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17)
- 스마트도시법(’17), 5개년 종합계획(‘19)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본격화
□ 추진현황
ㅇ 국가시범도시를 포함하여 도시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략 추진
- 부산(’19), 세종(‘20) 시범도시의 부지조성에 착수했으며,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21, 56세대) 및 민간 SPC 설립 중
- 전국 64개 도시에 240가지 스마트 인프라‧서비스를 지역별
맞춤형 솔루션을 주민‧지자체‧기업 주도로 발굴‧실증
ㅇ 스마트 도시운영 기반 마련
- 경찰‧소방 등 5대 공공서비스 연계 통합플랫폼을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플랫폼 서비스 확대(5개→10개)
* 국민 64%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 치안개선 효과

- 통합플랫폼을 발전시켜 데이터기반 도시운영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개발하고, 대구‧시흥에서 스마트 도시운영 서비스 실증

- 규제제약 없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34건의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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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쟁력 있는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 594개社가 참여하는 융합 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관련
인재육성(6개 대학, 1천여명)과 함께 청년 창업지원 등도 병행
-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도시모델‧솔루션을 해외 19개 도시에서 실증병행
- 월드스마트엑스포 판로상담(500여건)을 통해 2,331억원 계약
성과, 해외 협력센터 운영(5개국)을 통해 현지에서 기업 지원
□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시범도시 조기 구축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모와 유형별로 특화된 스마트시티 조성 등 全국토의 스마트화
- 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 확산하여 도시 간 격차해소
ㅇ 도시간 정보‧기능‧물리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초연결 도시를
구현하여,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도시서비스 제공
- 광역 거점도시에 데이터허브를 보급하고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 데이터‧통신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도시의 고품질 도시 서비스를 주변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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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개요

□ (개요) 세종 시범도시는 행복도시 북동쪽 여의도 규모 도시로서
연접한 생활권과 연계가능하고 다양한 신기술 적용 가능한 적정규모
￭ 위

치 : 세종시 합강리 일원(5-1生)

￭ 면

적 : 2.74km2 (83만평)

5-1生

￭ 계획인구 : 23천명 (9.7천세대)
￭ 사업기간 : `20～`24

□ 입지적 장점
ㅇ 오송, 청주방면 행복도시 진입부로 오송역 및 청주공항 접근성 우수
ㅇ 금강, 미호천 합류부에 연접하여 수려한 자연환경 보유
□ 비전 및 핵심가치
ㅇ 세종 시범도시는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
철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도시
학

⇧

⇧

⇧

행복한 시민

지속가능한 도시

창조적 기회

건강

청정한 에너지의 확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자원 보호
육상 자원 보호

많은 사람과 정보
일자리
다양성과 복잡성
연결성
경쟁과 협력

핵
정치적 의견과 행정
심
사회적 연계와 관계
가
양질의 교육
치 일을 포함한 개인활동

□ 추진 기본방향
ㅇ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혼합, 차없는 도시구조 등 혁신적 공간계획 수립
ㅇ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이루기 위한 7대 혁신요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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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ㅇ (용도혼합 계획) 동일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용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상업‧산업의 유연한 용도혼합 도시계획 실현
- 주거‧상업‧산업의 기능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건축되며,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기능과 규모를 설정(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19.12)
- 유연한 용도혼합을 위해 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
[일반적 토지이용]

[용도혼합 토지이용]

ㅇ (차 없는 도시구조) 생활권 주요골격인 순환링에 자율지선셔틀을
적용하고, BRT와 공유차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 강화
- 순환링 내부는 개별필지의 주차시설과 소유차 진입이 배제된
공유차 기반구역으로, 외부는 소유차 서비스 가능구역으로 구분
- 공유차 기반구역은 보행 중심으로 PM, 자율지선셔틀을 운영하고,
소유차 서비스 가능구역은 BRT, 공유차, 소유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
공간계획(안)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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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서비스 추진방향
7대 혁신요소

❶

추진방향 / 서비스 예시
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

* (차량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공유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등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❷
헬스케어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스마트홈 주치의 서비스 등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

❸
교육/
일자리

* 스마트 학습공간(온라인, 오프라인), 에듀테크 도입, 학습체제(IB) 도입,
생애교육 서비스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 조성

❹
에너지/
환경

*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립도시, 융복합 충전인프라 등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촉진

❺

거버넌스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

❻
문화/쇼핑

* 공연자-관객 맞춤 연계서비스,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생활안전 및 치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
고 신속하게 대처

❼
안전/생활

*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스마트 생활 편의 서비스, 융
복합 어린이놀이터 컨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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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 부산 에코델타시티

□ (개요) 부산 시범도시는 부산 에코델타 중심인 세물머리 지구 위치,
도심수로‧상업지구‧스마트쇼핑센터‧R&D단지 등 핵심시설 집중
￭
￭
￭
￭

위
치
면
적
계획인구
주요기능

:
:
:
:

부산시 강서구 일원 (세물머리지구)
2.8㎢ (84만평)
8.5천명 (3,380세대)
주거, 상업, 업무, R&D시설 등

□ 비전 및 핵심가치
비

전

핵심가치

□ (입지적 장점) 우리나라 제2의 도시(350만명)에 위치, 세 갈래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ㅇ (수변도시) 낙동강 하구지역에 조성되는 친수형 수변도시로서,
수자원‧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기술 도입에 적합
ㅇ (산업연계) 부산에서 추진하는 서부산 개발계획 및 동남권 산업
벨트의 중심으로서, 향후 주변지역과의 산업 연계 효과 기대
ㅇ (배후도시) 부산시범도시에서 실증한 신기술의 원도심 확산이나
대도심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의 재검증 등 가능
ㅇ (접근성) 제2남해고속도로 및 부산신항만(12km) 등이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유치나 도시모델 수출에 유리

접근성

주변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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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계획) 직주근접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 녹지‧수변 접근이
쉬운 친환경 도시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ㅇ 직장과 주거공간이 근접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질 향상

토지이용계획

개발컨셉

ㅇ 어느 곳에서든 5분 내에 녹지와 수변에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ㅇ 혁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빌리지(56세대)를 시작으로 본격 입주(’21.12)
*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AR‧VR, 워터-에너지 사이언스 및 공공자율혁신 클러스터
※ 연차별 스마트시티 도시조성 예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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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서비스 추진방향
ㅇ 새로운 개념의 도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기존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
10대 전략과제

추진방향 / 서비스 예시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 및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지원에

❶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
* 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❷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❸

도시운영‧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효율성 극대화
*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행정 등

도시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❹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정수장, SWM(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❺

물, 태양광 등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
*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도시 전체를 스마트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❻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편리한 삶 제공
*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도입 등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Check

❼

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등

❽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
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 스마트도로-차량-주차-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❾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
재해 예측 및 신속‧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지능형 CCTV 도입 등

사람중심의 ‘smart tech’ 와 ‘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

❿

공과 일상 속 “스마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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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 용산공원 조성지구 현황
ㅇ (면적) 약 300만㎡

※ 뉴욕 센트럴파크 340만㎡, 런던 하이드파크 140만㎡

ㅇ (대상) 용산기지(243만㎡), 인근 국･공유지*(57만m2) 등
* 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구 방사청부지, 군인아파트 등 편입(’19~‘20)

ㅇ (조성방향)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역사성, 민족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 추진
* (용산공원법 제4조)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 공원외 목적으로 처분 금지

ㅇ (조성기간) 용산기지 반환완료 시점(미확정)부터 7년간 조성 추진
《 종합기본계획(’21.12 고시) 상 용산공원 정식 개방계획 》
절차

(시기)

주요
업무

반환 이전
(~N년)

조성 준비

조성

개원 · 확산

(N ~ N+3년)
(N+3 ~ N+7년)
(N+7년)
⇨ · 각종 설계 및 ⇨ · 공원 조성공사 ⇨
· 조성계획,
· 공원-주변지역
계획 보완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
연계성 보완
·
관리센터
설립
· 오염 정화

□ 용산공원 조성 추진 경과
ㅇ (공원화 결정) ‘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기지 평택이전 합의를
계기로, ’05년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ㅇ (부분반환) ‘19.12월부터 용산기지 반환 SOFA 절차가 개시되면서,
미군 적극 협의를 통해 전체 기지의 약 30%(총 63.4만㎡) 부분반환 성과
* 다만, 장교숙소(8.1만m2)는 ’86년 기반환 후, LH가 주택신축 및 미군에 임대(~’19.11)

ㅇ (임시개방) 이후 접근성, 활용성이 높은 일부 부분반환
부지는 활용방안 수립 및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시개방 중
* 용산기지 중 최초로 장교숙소 5단지 부지(‘86년 반환) 개방(‘20.7~)

ㅇ (정식조성) 용산공원 정식 조성은 용산기지 전체 반환완료(N년) 후,
약 7년 간의 조성공사 등을 거쳐 정식 개원(N+7년) 추진
* ’21.12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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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허브 구축

□ 추진배경
ㅇ 건축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리모델링,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물 관련 정보 수요가 높은 상황
- 다만, 건축허가, 정기점검 등 건축행정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별도 시스템에 분산되어 국민들의 건축정보 취득 한계
□ 개선 방안
ㅇ 건축물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개방·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건축정보 허브’ 구축*
* (국정28-실천3)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데이터개방 & 창업지원

- 건축물 단위를 중심으로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정기점검,
에너지사용량, 건축업계 등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댐 구축
- 설계도면, 점검결과 등 국민이 필요한 건축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 My Data 서비스 도입
- 건축 통합 데이터를 개방하여 인테리어·리모델링, 부동산
매매·임대 등 유관 산업 활성화 지원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지진 등 취약건축물 도출,
그린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등 신규 건축정책 발굴 활용
□ 추진계획
ㅇ 건축정보 허브 1~3차 구축 사업 추진(‘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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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정보 허브 개요

□ 주요 내용
ㅇ 건축서비스 관련 산업 및 정보의 통합, 건축정보의 융·복합 통계,
건축물 안전정보 및 서비스, 건축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 건축서비스 통합정보(업체, 인력, 교육정보 등), 공공건축 공모,
민간업체간 협업 B2B 서비스, 신산업/신기술 지원, 건축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건축 관련 통합 맞춤형 민원 및 서비스, 건축 MyData 활용·제공,
산업과 국민간의 B2C 서비스, 건축 장수명화 및 안전서비스
- 건축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 업체, 협회, 민원 등 연계
ㅇ 목표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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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기반 강화

□ 추진배경
ㅇ 건축물 장수명화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
*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멸실될 때 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 추진 현황
ㅇ 건축물 관리자가 수선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ㅇ 점검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 점검결과에 따른 사용제한 등
조치 의무화 등으로 관리점검 내실화를 도모하여 국민 안전 제고
ㅇ 건축물 생애기간 중 생성되는 정보‧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ㅇ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수준 제고를 위하여 건축주 등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제작‧배포(’22년)
ㅇ 점검기관의 기술수준 제고 등을 위한 정기점검 결과 평가 실시
(연중),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확대 추진(’25년)

ㅇ R&D사업(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결과를
반영한 안전취약 건축물 예측 기능 등 탑재 추진(’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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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물관리법 운영

□ 현황
ㅇ 건축물을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법률 제16416호, ‘19.4.30.) 및 시행(‘20.5.1)
* (30년 이상 건축물) (’05년) 29% → (’10년) 34% → (’19년) 38%
※ 구. 건축법(제35조 등)에서 운영사항을 체계화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

□ 주요내용
①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ㅇ (생애이력정보체계) 건축물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관리대상 건축물현황,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관리, 전기․승강기 검사 등의 정보 연계
** ‘20년: 3기관(국토안전관리원, LH공사, 한국부동산원) + ’21년 : 1기관(건축공간연구원)

ㅇ (관리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수한 점검기관 등을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 및 지원
* (교육기관)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2 건축물관리 점검체계 구축
◯

ㅇ (점검체계 강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지침․매뉴얼에 따라 정기․긴급 등 안전점검 시행
ㅇ (안전진단 시행) 정기ㆍ긴급ㆍ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결함원인,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 실시
▪ (정기점검) 건축물 관리자가 사용 승인한 후 3년마다(최초 5년내) 다중이용건축물,
3,000m2이상 집합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정받은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 (긴급점검) 건축물의 관리자가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붕괴·전도 등 발생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정받은 점검기관에 점검 실시
▪ (노후건축물등 점검) 지자체장이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되거나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 안전취약·재난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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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문 탄소중립 추진

□ 개요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21.10)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
- 건축물 부문은 ’5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88%* 감축 목표
* ’18년 직접배출량 기준 52.1백만톤→ ’50년 6.2백만톤 (△45.9백만톤, △88%)

□ 추진 현황
ㅇ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
지건축(ZEB)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GR) 사업
추진 중
- (ZEB) 정부주도 인증으로는 세계 최초로 ’17년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제를 도입하여 ’21년까지 총 1.7천건 인증
- (GR)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 지원(1.7천동, ’20~),
민간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 이자지원(6.4만건, ’14~)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공공건축물 ZEB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50년까지 全 건물 1등급化(2050 시나리오) 추진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
공공
민간

'20

'23

'25

1천㎡ 이상

5백㎡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일부용도,규모대상)

(일부용도,규모대상)

(‘24)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1천㎡ 이상,공동주택
30세대이상(5등급 수준)

5백㎡ 이상,공동주택
30세대이상(5등급 수준)

(5등급)
-

4등급 수준

'30
3등급 수준

ㅇ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GR 의무화(’25~)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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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全 건물
(1등급
수준)

참고 1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개요

□ (정의)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ZEB) 개념도 >
패시브(Passive)
액티브(Active)
제로에너지건축
냉ㆍ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 신재생에너지 생산 ⇨ (Zero Energy Building)
(태양광, 지열 등)
(단열성능 강화 등)

□ (인센티브) ZEB는 일반 건축물 대비 추가공사비(약 5 ~ 15%)가
발생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건축주 부담 완화
ㆍ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15%∼11%)
ㆍ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1∼3등급 20%, 4등급 18%, 5등급 15%)
ㆍ 자금 및 금융지원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BEMS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등
ㆍ 기타(산업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설비 투자비 저리 지원 등

□ (인증건수) ’21년까지 1,690건 인증완료(운영 및 인증기관 : 에너지공단)
구 분
예비인증
본인증
합 계

’17년
10
10

’18년
26
4
30

’19년
35
6
41

’20년
493
14
507

’21
1,015
87
1,102

계
1,579
111
1,690

□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1++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ZEB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인 건축물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전제 조건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최고1+++∼ 최저7등급)
②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 에너지자립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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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개 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20년부터 추진
* 2개년 간(’20년 추경, ’21년) 총 2천여동(1천여동×2개년)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대상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국비 4,552억원(2,276×2개년) 투입

□ (사업내용)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

의료시설)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 (’20~)
* 국비보조율 : 서울시(자치구 포함)·국가기관·공공기관 등 50% / 서울시 外 지자체 70%
<세종시 쌍류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절감률 67%) 개요>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 (추진 실적) ’22년 예산 약 2,245억원(국비)
ㅇ ’20년 821동(국비 2.7천억원), ’21년 895동(국비 2.7천억원) 선정·추진
구분

계

2020년
2021년

821 (100%)
895 (100%)

어린이집
411(50%)
443(50%)

용도별
보건소
369(45%)
395(44%)

의료시설
41(5%)
57(6%)

주체별
지자체 공공‧중앙
807(98%)
14(2%)
868(97%)
27(3%)

□ (의무화 추진) 단기적(‘22~’24)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25년부터 의무화 시행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물량 연면적 증가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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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개 요
ㅇ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 유도(‘14년~)
ㅇ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이자 일부(최대 3, 차상위계층 4%) 지원
□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관련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대 상

모든 형태의 민간 기존건축물

절 차

지원
범위

(필수)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추가지원)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등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0% 이상

3등급
(1~3등급)

3%

5년
분할상환

지원
기준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4% 지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 만족 시

□ 사업실적 및 계획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사업승인 (건)

352

2,753

7,742

8,551

9,278 11,428 12,005 11,955 64,064

예 산 (백만원)

2,000

3,000

800

1,658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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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8,296 10,223 35,965

12

혁신도시 활성화

□ 개 요
ㅇ (근거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舊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주요내용)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기관유형 : 정부소속기관 44개, 정부산하기관 109개
* 이전지역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 이전인원 : 총 5.1만명(혁신도시 4.1만명, 세종시 0.4만명, 개별이전 0.6만명)

□ 현황 및 경과
ㅇ (사업지역) 업무영역(기능군)과 지역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이전
기관을 배치
-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추진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총 4,495만㎡(도시당 300만∼1,000만㎡ 규모)
** 인구/주택 : 10개 혁신도시 총 27만명/주택 9.5만호(도시당 2∼3만명/주택 1만호)
≪ 혁신도시별 주요 현황(’21년 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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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경과)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결정(‘05.6, 국무회의)
- 업무영역(기능군*)과 지역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이전기관을 배치
* 기능군 : 정보통신, 전력, 건강생명, 농업생명, 교육학술, 금융, 해양수산 등

- 혁신도시 입지선정(’05.12),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07.2.12)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에서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도시 시즌2 발표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 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정주여건 개선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균특법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20.10)
- 중기부 등 세종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소재
기상청,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을
대전으로 이전(’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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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설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여 입지 결정
(균특법 개정, ’21.12)

□ 성과 및 한계
ㅇ (성과) 10개 혁신도시 준공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이전
완료(’19.12)
- 혁신도시 지방세수*,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증가
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 가시화
* 지방세수 : (’17) 3,842억원 → (’18) 3,813억원 → (’19) 4,228억원 → (’20) 4,517억원 → (’21) 4,349억원
** 지역인재 채용 : (’17) 17.7% → (’18) 23.4% → (’19) 25.9% → (’20) 28.6% → (’21) 34.2%

- 정주인구* 및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정주인구, 만명) (’14년) 5.9 → (’16년) 15.0 → (’18년) 19.3 → (’21년) 23.2
** (입주기업, 개) (’16) 249→(’17) 412→(’18) 693→(’19) 1,425→(’20) 1,663→(’21) 2,047

ㅇ (한계)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부족
등 지역거점 역할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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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저조)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혁신을 일으키도록 조성되었으나 수요부족‧입주
규제 등으로 활성화 저조
- (정주여건 만족도 미흡) 정주시설 확충에도 주민 체감은
낮은 수준이며, 젊은 혁신도시의 특성 반영 등 맞춤형 지원
정책 부족
□ 추진계획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균형위 등
범정부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마련‧추진
- (신설기관 입지 심사) 신설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여 입지 결정(국토부 협의‧균형위 심의)
ㅇ (혁신도시 거점기능 강화) 이전공공기관‧지자체‧지역대학‧
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와 연계한
혁신융합캠퍼스‧혁신공유오피스 구축, 도첨산단 지정 통한
복합혁신공간 조성
- (정주여건 개선)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등 교통, 의료, 보육‧교육 등 지자체 수요에 맞춰
정주인프라 지속 확충
ㅇ (주변지역 상생발전)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상생발전 확산사업 추진
- 혁신도시별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발전사업의 추진동력과 재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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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토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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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

1. ｢250만호 +α｣ 주택공급
□ 추진 배경
ㅇ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필요
<그간 추진된 공급정책의 한계>
① (시기)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인 공급 계획의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에 한계
- ’18년 이후 신도시, 도심주택 등 추진하였으나 분양, 입주 등 성과에
이르지 못함
② (입지) 신도시 등 외곽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하철역·직장 인접 등의 도심내 공급은 부족
③ (주체·공급유형) 정부 중심·공공 주도 방식으로 고품질, 넓은 평형의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주택 수요의 충족에는 부족

ㅇ 새 정부 출범 초기에 250만호 +α의 주택공급계획을 마련
하여 장기적 주택공급의 청사진을 제시
*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

- 250만호 +α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 등 주거안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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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내용
ㅇ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물량 포함 250만호+α 계획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 공급 추진
-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함께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
*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부 출범 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주재의 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공급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무주택자·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 위윈회의 의견을 토대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별도 실무
조직도 구성·운영
<향후 주택공급 계획 수립방향>
① (주거 품질 향상)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계획 마련
- 주거와 도시기반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고, 신규택지 및 역세권 등
도심개발의 새로운 공급 방향도 모색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공급)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창의
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 포함
③ (손에 잡히는, 질서 있는 공급)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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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추진 배경
ㅇ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청년층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기회를 함께 제공 필요
□ 추진 방안
ㅇ (공급 방향)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50만호 공급 추진
-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
-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
-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
※ 청년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연내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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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대책 추진방향>
➀ (청약제도 개편)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
제도 전반을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
②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
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
③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 참여) ‘청년자문단’을 구성하여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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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1. 임대차 3법
□ 추진배경
ㅇ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매물감소,
가격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 불안 발생
-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임대차 3법 개요
•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1회 갱신요구(2+2년) 가능(주임법, ‘20.7 개정)
• 전월세 상한제 :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제한(주임법, ‘20.7 개정)
•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 부여(거래신고법, ‘20.8 개정*)
*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등 감안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운영(∼‘23.5)

ㅇ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어 부작용 야기
- (가격상승) 갱신계약을 감안한 4년치 임대료 인상분 선반영
및 갱신증가에 따른 시중매물 감소로 신규가격 상승
- (갱신거절)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로 갱신요구권 무력화 사례 발생
□ 추진방안
ㅇ ‘22.8월 전후 등 전월세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 개선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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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 활성화
□ 추진배경
ㅇ 주거 안정 및 국민들의 주거수준 상향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개선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주택시장 안정과 도심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ㅇ 도심 선호입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 시장 안정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 수립
3. 등록임대 제도
□ 추진배경
ㅇ 등록임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 세제지원 확대, 공공택지 지원 등으로 공급 유도
- 도심 내 직주근접 등 공공임대를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 기여
□ 추진방안
ㅇ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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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산업 육성

1. 프롭테크
□ 추진배경
ㅇ 기술발전에 따라 중개, 임대, 자산관리 등 부동산서비스와
IT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 (프롭테크) 부동산(Property) 중개·임대, 자산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산업에
IT기술(Technology)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프롭테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범위도 확장
추세 *, 향후 견실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
원의 지원 필요
* 프롭테크포럼 가입社 : (’18) 26개 → (’21) 306개, 종사자 1.7만명, 매출 3.5조원(추정)
** 서비스유형 : 부동산정보 제공·거래 플랫폼, 공간 공유, 자산관리 등

□ 추진방안
➀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프롭테크 기업 등 민간부문
니즈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공개 범위ㆍ일정 등을 포함한 단계별 개방 전략 수립(‘22)
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민간기업 등에
산재된 부동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
한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 주택‧토지 특성 등의 정보통합제공, 제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
민간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 데이터 표준화, 정확성 제고 등 품질관리

③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인재채용, 교통,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공간 조성
④ (산업 활성화 지원) 창업경진대회 참가기업의 후속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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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트윈
□ 추진배경
ㅇ 新산업 발전 촉진 및 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유도를
위해 고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조기
구축 필요
* 현실세계 정보를 동일하게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행정정보, 속성정보와
연계할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 추진방안
➀ (데이터)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3차원 공간정보*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 추진
* 3차원 지형지도(DEM), 3D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밀도로지도, 1:1,000 전자지도 등
** 공간정보(1:1,000 전자지도, 3차원 입체모형 등) 고도화 추진(’23~)

② (플랫폼) 全국토 3D 공간정보와 각종 행정·속성정보를 수집·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K-Geo)
구축 및 운영
- 또한, 융복합 정보를 공유 및 개방하여, 다양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
*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22~)

③ (시범사업) 행정목적의 디지털 트윈 활용모델(환경·재난·
교통 등)을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
* 1차 시범사업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21), 2차 시범사업 ’22.6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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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개요
ㅇ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그간 OECD 평균 수준 공공임대 재고 확보,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양적 기반은 마련
- 공공임대주택 질적 수준 향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에 대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도 지속 추진 필요
□ 추진계획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
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ㅇ (노후 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ㅇ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ㅇ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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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약제도 개선

□ 추진배경
ㅇ 그간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2030세대·1인가구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 추진경과
ㅇ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을 위하여 무주택
기간이 반영되는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을 확대(’17.8.)
【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잔여물량 추첨) 】
구 분

85㎡이하

85㎡초과

8.2 대책前

8.2 대책後

투기과열지구

75%

100%

조정대상지역

40%

75%

기타 지역

40% 이하에서 지자체장 결정

8.2 대책前

8.2 대책後
50%

0%

30%
0%

ㅇ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요건 완화(’20.9) 추진
ㅇ 민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21.2),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21.11) 등 제도 개선 추진
- 신혼·생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맞벌이 가구 등을
포함하는 추첨제를 실시하고, 자산기준*을 도입(’21.11)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 추진계획
ㅇ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년층의 내집
마련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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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 추진배경
ㅇ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지원 중으로,
* (사업기간) 주택구입자금 ‘94년∼, 전세자금 ’90년∼

-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추진경과
ㅇ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신규 출시(’18년)
-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혼인 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자녀수에 따른 혜택(우대금리·대출한도 등) 강화*(‘19년)
* 우대금리 : (1자녀) 0.2 → 0.3%, (2자녀) 0.3 → 0.5%, (3자녀) 0.5 → 0.7%
대출한도 : 2.0 → 2.2억원 (수도권 외 1.6 → 1.8억원)
대출기간 : 최대 10년 → 1자녀 당 2년 추가(최장 20년)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5천만원(2.2억→2.7억) 상향(’21년)
ㅇ (청년) 청년 전용 대출상품 3종 신규 출시(’18년)
* ①청년전용 전세자금(버팀목)대출, ②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③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전세자금(버팀목)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20년)
* 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 상향
(5천만원→7천만원) 및 대출한도 증대(3.5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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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일몰기간 연장
*
(‘21년→’23년), 청년보증부월세 지원 확대 (‘21년)
* (소득요건) 연 2 →5 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월세 60 →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월 40만원 → 50만원, (대출금리) 1.0% → 0%(20만원 까지)

□ 향후계획
ㅇ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기금대출 대상주택 확대, 대출한도
상향 등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폭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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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구입·전월세자금 지원 개요

□ 일반 실수요자
구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청
대상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ㆍ무주택 세대주
(생초, 신혼, 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2자녀 이상 6천만원↓)

대상
주택

ㆍ시가 5억원 이하
ㆍ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ㆍ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는 3억원, 60㎡이하)
(2자녀이상 수도권 4억, 지방 3억이하)

대출
금리

ㆍ2.15~3.00%
ㆍ소득수준,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별도적용)

ㆍ1.8~2.4%
ㆍ소득수준,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별도적용)

대출
한도

ㆍLTV 70% 내 2.5억원
ㆍ신혼부부: 2.7억원
ㆍ2자녀이상: 3.1억원
ㆍ단독세대주: 1.5억원

ㆍ기본한도: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ㆍ2자녀이상: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대출
기간

ㆍ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ㆍ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
년 가능)

□ 신혼부부
구분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
대상

ㆍ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 3개월내 혼인예정자)
(혼인기간 7년이내, 3개월내 혼인예정자)
ㆍ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ㆍ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ㆍ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ㆍ시가 5억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ㆍ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2자녀이상 수도권 4억, 지방 3억이하)

대출
금리

ㆍ1.85~2.70%
ㆍ소득수준,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별도적용)

ㆍ1.2~2.1%
ㆍ소득수준,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우대금리 별도적용)

대출
한도

ㆍLTV 70% 내 2.7억원
ㆍ2자녀이상: 3.1억원

ㆍ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
ㆍ2자녀이상: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대출
기간

ㆍ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ㆍ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
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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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신청
대상

ㆍ만 19세~34세 이하 청년
ㆍ연소득 5천만 이하
ㆍ무주택 세대주

ㆍ만 19세~34세 이하 청년 ㆍ만 19세~34세 이하 청년
ㆍ연소득 5천만원 이하
ㆍ연소득 5천만 이하 무주택자
ㆍ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ㆍ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85㎡이하
ㆍ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ㆍ전용면적 85㎡이하
ㆍ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금리

ㆍ1.5~2.1%
ㆍ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ㆍ1.2%
(우대금리 별도 적용)

ㆍ보증금: 1.3%
ㆍ월세금: 0%(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대출
한도

ㆍ임차보증금 80% 이내
ㆍ7천만원 한도

ㆍ보증금: 3,500만원
ㆍ월세금: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대출
기간

ㆍ2년 이내 일시상환
ㆍ2년 이내 일시상환
ㆍ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ㆍ1억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ㆍ전용면적 60㎡이하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ㆍ월세금 70만원 이하

□ 저소득 취약계층
구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ㆍ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주거급여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ㆍ 기본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상주택

ㆍ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ㆍ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ㆍ 우대형: 1.0%
ㆍ 일반형: 1.5%

대출한도 ㆍ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대출기간 ㆍ 최장 10년간 이용 (2년 단위 4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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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 추진배경
ㅇ 경제성장에 따라 리츠시장 규모도 확대(’16년 총자산 25조
→ ’22.5월 80조) 중이나, 일반국민 투자는 다소 미흡
※ (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하고 주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사모 위주 리츠 시장을 공모‧상장 위주로 전환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 성장의 과실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 5.0%(’22.3, 회사채 3.3%, 예금 1.7%)

□ 추진방안
➀ (공모·상장 확대) 사모와 차별화된 혜택(재산세 감면 등)으로
우량자산의 공모 편입을 유도하고, 각종 규제*도 개선
* 예) 母子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차입제한 등, ｢공정거래법｣), 리츠 영업
인가 시 금융위원회와 중복 협의 등

- 일반국민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통한
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 확대
* 퇴직연금(기업)과 별도로 개인이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나, 현재 퇴직연금만 상장리츠 투자 허용(’19.12월~)

② (투자대상 다각화) 오피스, 주택 외에 SOC(도로, 철도) 등
다양한 우량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신규모델을 마련하여,
- 민간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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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 개요 (2001.7.1.~)

□ 개요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① 다수의 투자자

영업인가 후 2년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인의 청약에 제공, 다만, 공공 연기금 등에서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인수하거나 총자산의 70%를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모의무 면제(법 제14조의8)

② 부동산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법 제25조)

③ 투자자에게 배당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법 제28조)
④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법 제3조)

□ 효과
ㅇ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어려운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ㅇ 자금력 있는 소수의 투자, 갭투자 등 인식으로 그간 낙후된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하고 우수인력을 육성하여 부동산산업 발전 유도
ㅇ 인구 증가‧경제발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유발되는 투기
적인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가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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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간소음 저감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주택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민원 증가 추세
ㅇ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
□ 추진방안
① (사후확인제도 도입) 시공 후에도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시행 예정
② (기준강화) 사후확인제도 시행(`22.8.)에 맞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강화
③ (인센티브 강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층간소음 우수사업자 대상으로 인센티브 강화 검토
- 우수사업자 공개 및 ‘층간소음 우수단지’ 표창 수여 추진
④ (우수구조 R&D)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에 우수한 구조
및 공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R&D 추진
- 성능이 확인된 우수구조의 업계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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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수명 주택 확산

□ 추진배경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급변하는 주거 수요에 세대 분리･
통합 등으로 대응 가능한 장수명 주택 수요 증가 전망
ㅇ 그간 국가 R&D를 통해 장수명 주택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급
- 높은 인센티브 적용기준 등 장수명 주택 확산 저해요소
해소 등을 통해 상용화 기반 구축
〈 장수명 주택 개념 〉
◈ 업무, 교육 등 다양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특화된 기술이 적용된 주택
구조

내장재&설비
╁

외벽
╁

장수명 주택
⇨

□ 추진방안
① (의무대상 확대) 주택 공급 시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대상을 현행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인센티브 확대) 인센티브 최소기준인 ‘양호’ 등급은 단
7건에 불과하므로, 인센티브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현실화
③ (상용화 R&D) 상용화를 위해 공장생산 자재가 필수인 만큼
표준화･모듈화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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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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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 내 공정가치 확립

□ 개요
ㅇ 다단계 불법 하도급에 따르는 부실시공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21.8)
* 불법하도급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직접 시공 확대 및 적정 공사비 지급(’19) 등도 추진
ㅇ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원인이 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현장단속 실시, 처벌 강화
ㅇ 건설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안정적 근로여건 제공 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시행(’21.5)
□ 추진 배경
ㅇ 그간 노력에도 건설산업 내 공정 가치 확립은 아직 미흡
- (불법하도급) 원청-하청-재하청간의 불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 누수로 부실시공 상존
-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평가의 낮은 변별력으로 로또식
수주(운찰제)가 보편화되고, 공사수행능력 없는 업체를 양산
- (기능등급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기능인 등록에 소극적
⇨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실력있는 업체와 건설기능인이
대우받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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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추진계획
➊ 불법하도급 차단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시 부담(비용)을 높이도록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
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하도급관리 강화,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특별
사법경찰, 신고포상금 및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➋ 페이퍼컴퍼니 근절
ㅇ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상시적 현장단속 실시 및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즉시 등록말소)
-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사전 차단
- 페이퍼컴퍼니가 수주받은 공사를 타 업체에 일괄로 하도급한
것이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토록 추진
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
ㅇ 경력이 상승함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등급제와 연계된 우대방안 검토
- 등급제와 시공능력평가, 건설업 등록제도 등을 연계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근로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
ㅇ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제도를 시행(’22.下)하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종별‧등급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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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ㅇ (감리 역할강화) 공공공사‧민간 토목공사와 같이 민간의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불법하도급 관리 및 발주자
보고의무 부여
ㅇ (기술인 관리강화) 공공‧민간 모두 1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시 기술인 투입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확인
ㅇ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1명의 기술인(현장소장)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5억 미만 공사현장 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
□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ㅇ (입찰제한 강화) 불법 하도급사 외에 하수급사‧관리부실
원도급사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2년간 제한
ㅇ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 등록말소를 5년내 3회 위반에서,
10년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시 즉시 등록말소
ㅇ (처벌 강화) 처벌대상을 발주자와 하수급사로 확대하고,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부과
ㅇ (특사경 도입)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100명 내외)

□ 시공사간 경제적 이해관계 불일치 유도
ㅇ (위약금제 도입) 발주자 및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공사대금 10%의 위약금
청구 권한 부여
ㅇ (시공실적 삭감) 불법하도급시 3년간 최대 60% 차감
ㅇ (리니언시 도입) 임직원이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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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주요내용

□ 단속 개요
ㅇ (단속기관) 5개 국토관리청 및 6개 산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단속대상) 지역제한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공사
* 페이퍼컴퍼니 적발강화를 위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단속대상 확대 가능

ㅇ (단속인력) 11개 기관(5개 지방청, 6개 산하기관) 총 77개조
□ 단속 방법
ㅇ 입찰서류 검토, 현장단속 후 단속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
-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장비·시설,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
하고 현장단속 실시
* 기술인력 보유현황, 급여이체 내역, 재무제표, 건축물 대장 등으로 충족 여부 확인

- 단속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계약을 추진하고, 미충족한 경우 행정처분 요청, 낙찰자
제외 등 조치
□ 기대 효과
ㅇ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보호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기여

- 66 -

참고3

기능등급제 활성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용직 중심
이고, 현장경력 증명이 어려워 경력상승이 임금상승, 사회
보장제도로 연결 미흡
ㅇ 국내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기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내국인 중심으로 약 21만명(건설근로자공제회 추정, ’22.1월)의
인력이 부족
* 50대 이상 비율: 42.9%(’10년) → 51.6%(’15년) → 59.6%(’21년)

□ 그간 추진경위
ㅇ 건설기능인에게 숙련도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기능
등급제 도입(‘21.5)
ㅇ 등급제 연계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21.10~’22.5)
□ 제도 활성화 방안
ㅇ 기능등급을 부여받은 숙련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및
시공능력평가에 기능인을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 숙련 기능인의 관리역량을 검증하고, 숙련 기능인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21.7~)
*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발주 10개 공사현장 대상(착공 6곳, 발주중 4곳)

- 67 -

2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

1. 자재수급 동향 및 건설현장 영향
 건설경기 동향
ㅇ ’21년 건설계약 및 건설기성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각각
289조원, 255조원을 기록, 이에 따라 건설자재 수요 급증
ㅇ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위축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 건자재 가격 급등 및 건설공사비 지속 상승
(27.1%↑, ’21.1→’22.3)
<건설계약·기성(키스콘, 단위 : 조원)>

<건설공사비지수(‘20.6∼’22.3)>

 자재별 수급 및 가격 동향
ㅇ (철근) 사급자재는 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나,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상승으로 국내 유통가격(’22.5월)이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 ‘22년 수요: 1,166만톤, ’22년 공급: 1,170만톤(국내생산 1,090만톤+수입 80만톤(예상))
* 철근 유통가(만원/톤, ‘21.5→’22.5) : 89 →118 (33%↑), 철스크랩 : 44 →71(61%↑)

- 관급철근은 3차례 입찰을 거쳐 예상 수요물량 모두 확보
* 계약기간(‘22.5∼24.4) 중 259만톤(연 129.5만톤) 확보, 3년 평균 공급량은 연
118만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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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수 철근·철스크랩 가격(‘16∼’21)>

<국내 철근·철스크랩 가격(‘16∼’22.5)>

ㅇ (시멘트) 수급은 안정적*이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22.5월)이
전년 대비 4.5배가량 상승하여, 시멘트 가격 15% 인상(7.9
→ 9.1만원/톤)
* ‘22년 수요: 5,100만톤, ’22년 공급: 국내생산 5,130만톤
** 100% 수입에 의존하나, 수입선 다변화(러→호주)로 현재까지 수급은
원활한 상태

ㅇ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 원가상승으로 13% 인상(’22.4,
*

7.1→ 8만원/톤)되었고, 일부 지역은 믹서트럭 운송거부 로

적시 공급 차질
* 최근 부산지역은 운송사업자 파업(5.9∼23)으로 레미콘 운송단가가 35%
인상(5만원 → 6.7만원/회당)되었고, 수도권 지역도 운송단가 인상 협상 중
<유연탄·시멘트 가격 추이(‘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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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운송단가 추이(‘11∼’22)>

 건설현장 영향
ㅇ (공공공사)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이 의무화되고, 주요
자재를 관급으로 지급*하여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현장
영향 제한적
* (전체 공급량 중 관급비율) 철근 10%, 레미콘 20%, 아스콘 80%, 시멘트 1%미만

- 조달청은 ’21년부터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다수 조정
*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조달물품 83개 품목 총 446건 증액 조정 (‘22.1∼4월말)

ㅇ (민간공사) 신규계약은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경향
- 다만, 공사계약을 기 체결한 현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건을 대부분 미포함하여, 공사비 증액에 애로
2. 대응방향
 공공공사
➊ (관급자재 공급 안정화조달청) 납품단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
납품 유도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시장상황,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철근) 시장가격을 납품단가에 적시 반영*하여 계약 물량
(’22∼‘24)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가격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추진
* ’22.4월 두 차례 유찰되었으나, 단가 인상(115만원→122만원/톤)으로 물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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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레미콘)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인상분을 조달계약단가에 반영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90일 이내 조정 시, 시급성을 감안하여 ‘민수거래
가격 인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조정토록 지침 기 배포(5.12)

ㅇ (기타) 철강재 등 가격변동이 큰 자재*는 정기조사(연 2회) 외
수시 가격조사(매달 물가지 발표 시)를 실시하여 자재가격
상향 조정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 철강재(8~15%), 스테인리스재(15%), 석고보드(13%) 등

➋ (단품슬라이딩 개선기재부)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규격이 아닌
품목 기준으로 공사비 조정 등)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의 개선
필요성 검토
 민간공사
➊ (상생협의체)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6월 초)하여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장에도 공사비 증액
적극 독려
➋ (계약조정 활성화) 민간공사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발주자의 자발적 조정 유도
* (예시) 공공공사 입찰 시 상호협력 평가 가점 부여 등

ㅇ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서울시)
개선 추진
➌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주요 자재*의 생산‧수입동향 등을
민간에 공개하고, 유통시장 이상징후 발생 시 시장교란행위
집중 점검
* 철근·시멘트(산업부), 레미콘(국토부), 목재(산림청), 비철금속(조달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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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주택공사
ㅇ 분양 후 사업장에 대해 수수료, 대출이자 등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
- 건설사가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HUG)를 일부 반환하고,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 분양 후 상환시까지 대출금리 인하 추진
 신기술 개발 지원
➊ (대체자재 개발) 탄소소재, 나노기술 등을 활용하여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한
대체자재* 개발**
* (기존 R&D) 저비용, 경량화 탄소소재 철근대체제 생산기술개발(’21∼‘25, 187억원),
나노기술을 활용한 다기능·경량·고강도 콘크리트 생산기술개발(’20∼‘23, 128억원)
** 대체자재는 공공이 선도하여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➋ (공법 혁신) R&D를 통해 레미콘 등 자재생산 신공법을 개
발*하고, 건자재 투입원가를 절감하는 사전제작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사용** 확대
*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 배합비율 변경 및 콘크리트 품질 확보 기술개발
신규 추진(’23년~)
** 눈·비 등 기상 영향이 적은 공장에서 생산하여, 원가 절감 및 균일 품질
확보에 용이

➌ (기술개발 로드맵) 업계와 정부 합동으로 건자재 품질은
높이되 투입비용은 절감하는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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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건설 수주현황 및 추진방안

□ 해외건설 수주현황
ㅇ (수주실적) ‘10년 700억불 돌파 후 ’14년까지 500억불 이상
기록하였으나, 유가 하락,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정세변화
등 여건 변화로 300억불 내외 기록 중
<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주액(억불) 716

591

649

652

660

461

282

290

321

223

351

306

□ 추진방안
① (정부간 협력사업 발굴 강화) 고위급 네트워깅, 인프라
외교에 기반한 신규 해외사업발굴 등 정부지원 강화
ㅇ (국가간 수주 지원) 정상외교 등과 연계한 주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재외공관 인프라협력, 고위급 인프라협력 대표단
파견 및 현지 협력 행사 개최 등 인프라 협력외교 지원
- (네트워킹 지원)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GICC)를 통해
해외 발주처-우리기업간 연결의 장을 마련하고, 1:1 상담회
등 실질적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
* GICC (Global Infra Cooperation Conference) 고위급 G2G 양자면담,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설명회, 발주처와 관심기업간 1:1상담회 등

- 해외건설시장 조사와 심층연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건설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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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활동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소요되는 ‘프로젝트 조사, 분석’ 비용 및 ‘수주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지원한도 1억원 이내(프로젝트 조사ㆍ분석은 3억원 이내)
**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 중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 지원

- 국내 로펌·세무법인 등과 연계, 코로나 관련 법률 분쟁
뿐 아니라,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반적인
법률 컨설팅 지원
- 해외건설업이 신고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건설 전문가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수주영업 지원 등 자문ㆍ상담 제공*
* 자문위원이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1:1 대면 또는 온라인 상담

ㅇ (국토교통 ODA) 중점지원국가·중점투자분야 선정 등 수주
연계형 전략적 ODA 시행을 위한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21~‘25)’ 본격 추진
- 해외진출이 유망한 개도국 정책고위급 인사를 초청, 우리
나라의 인프라 홍보‧네트워킹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지원 도모
ㅇ (해외인프라 협력네트워크) 해외인프라 협력 네트워크(주요
국가 협력사무소)를 핵심국에 설치, 고위급 네트워킹 강화
및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수주 지원
- (수주 연결 등 사업화 전개) ‘해외건설기술 로드쇼’ 개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설계·시공 능력 현지 발주처 집중 홍보
- (중소기업 코디네이터) 최초 진출 기업을 위해 현지 사무
공간 및 이동 지원, 발주처 미팅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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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지원정책 연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정부정책에 대한 안내
- (신규 사업 발굴 및 법·제도 전파) 인프라 계획 및 신규
발주 정보 입수·분석·전파를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 구축·
활성화 주도
- (인프라정책 석사과정) 중점협력국 정책 담당자, 발주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인프라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해당국과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②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 확대) 단순 도급사업 외,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등 확대
ㅇ (투자개발형사업 수주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공사(KIND)에서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를 지원,
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건설사·투자자 간 신속한
협의 지원
- (타당성조사) 우리기업 발굴 또는 해외정부 요청받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중 타당성조사(재무‧법률‧기술 등)가
필요한 사업
- (제안서작성) 타당성조사와 연계하여 사업권 확보를 위하여
사업구조, 재무모델 등 검토 및 제안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
ㅇ (금융지원) 우리기업이 개발·건설·운영 등에 참여하는
인프라사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펀드(GIF·PIS) 운영
ㅇ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
서비스), 건설기술연구원(해외ENG시스템), KIND(PPP),
KOTRA(통관) 등 기관별 구축 정보를 통합·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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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플랫폼) 해외건설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수집‧관리‧
제공되어 관리상의 비효율이 방지되도록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시험 운영(’22.下), 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22.12)

ㅇ (해외건설 인력 양성) 해외공사 현장 파견 등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 (현장인력)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인력을 채용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과 그 기업에 취업하여 현장
에 파견한 자에게 지원
- (공기업 인턴)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프라 공기업에서
인턴 채용시 지원
- (해외건설ㆍ플랜트 마이스터高) 해외건설에 특화된 정규
교육과정 마련으로 장기적 해외건설 전문 기능인 양성 지원
-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PPP(투자개발사업)의 성공
적 수주를 위해 국제입찰 및 법률‧사업발굴 및 기획 등
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PPP 전문인력 양성
ㅇ (재외공관 인프라협력 지원) 인프라 주재관이 현지 실정에
따라 대정부·기업 협력활동을 시행하도록 지원이 필요하
다는 해외주재관회의 건의·토의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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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전
추진
전략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21-’25)
고부가 시장 창출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리더로 도약

동반협력 해외
진출 활성화

+

투자개발사업
성과 확대

+

➊ 동반협력 해외진출 활성화

+

해외건설
기반역량 강화

➋ 투자개발사업 성과 확대

민관협력 해외진출지원 강화

KIND를 통한 해외사업 지원 고도화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개선

 Team Korea 지원체계 고도화

 KIND 금융지원 기능 강화

 G2G 인프라 협력 강화

 투자자산 사후관리 고도화

포용적 해외협력사업 추진

정책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 ODA 사업 및 EIPP 등 타 부처

 해외건설정책펀드 투자 활성화 및

사업간 연계 강화

ECA 등과의 복합금융 모델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조성 및

추진
과제

고부가산업
해외진출 지원

 주요 MDB 및 선진 주요국 개발금융

우량 사업 선제적 발굴

기관 과의 협업 강화

➌ 고부가산업 해외진출 지원

➍ 해외건설 기반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지원

사업발굴 및 지원체계 기반 강화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발굴 기반 강화

 친환경·저탄소 해외사업 수주 지원

 국제행사의 수주 지원 효과 제고

 신기술 해외 실증 지원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및 지원 체계 고도화

엔지니어링사업 고도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실화
ᅟᅲᆷ녀

 PM 사업 등 유망 엔지니어링 분야 지원
 빅데이터·AI 등 스마트 엔지니어링 수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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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구조 개선
 수요 기반 맞춤형 전문가 양성
 해외건설산업정보 질적 고도화

4

스마트건설 활성화

□ 추진배경
ㅇ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일 필요
-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대비 60~80% 수준이며, 국내 건설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산재의 약 50%를 차지
ㅇ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건설시장은 첨단기술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급부상 중으로, 시장 규모는 연 26% 성장 전망
- 英·日 등 주요국 정부는 펀드 조성 및 인력 양성 등 적극
지원중이며,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스마트건설 정책으로
생산성 증가율이 연 2~3%
ㅇ 우리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하는 등 노력중
으로, 그간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추진전략에 대한 보완 필요
□ 스마트건설 현황
ㅇ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활용 3D 설계, 드론,
자동화 장비, ICT 기반 현장관리 등 일부 스마트 기술을 개발
하여 현장 활용 중
- BIM 기술은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되기 보다는, 설계시
물량산출, 시공간섭 체크 등 특정 분야에 국한 적용
- 드론은 측량･토공량산출 등 시공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설계 및 유지관리 부분까지 확대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 중
- 건설장비(굴삭기)는 자동측량･굴착이 가능한 기술은 상용화를 추진
중이나, 완전 무인자동화, 통합관제 기술은 추가적인 개발 필요
- 일부 현장은 ICT 기반 실시간으로 작업자 위치파악 등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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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건설 지원 필요성
ㅇ 세계 스마트 건설시장은 글로벌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토록 적극 지원 필요
-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중소·대기업 스마트건설 기술
홍보 등을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에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
소개와 경연을 통해 스마트기술 활성화 Boom-Up 유도
-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활용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엑스포 개최 등 체감도 있는 행사 추진
□ 개선방안
ㅇ 공공에서 BIM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스마트
턴키 등 적극 발주
- 발주청별로 시공 BIM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BIM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ㅇ 스마트건설 R&D에서 개발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는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건설 전주기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 수주 기여
ㅇ 스마트건설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 판로개척 등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으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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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스마트 건설기술 개념

□ (스마트 건설기술)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ICBM*, BIM, 드론, 로봇 등)을 융합･활용하는 기술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에
기반한 기술로서 정보교환 및 공유가 핵심적 가치

ㅇ 독립적이던 건설장비들이 센서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가상과 현실, 기술과 산업, 산업과 산업을 융합시키는 기술
□ 건설 全 단계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ㅇ (설계) 3D 가상공간에서 최적 설계, 설계단계에서 건설･운영
통합관리
ㅇ (시공) 날씨･민원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재를 공장 제작･
생산 체계, 비숙련 인력이 고도의 작업이 가능 하도록 장비
지능화･자동화
ㅇ (유지관리)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객관적･과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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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Smart Construction Global Top Frontier”
- 스마트건설 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

<2025년 기준>
◈ 건설사고 예방

: 사망만인율 1.76 ⇒ 1.0

◈ 건설 생산성

: 50% 향상

◈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 500개 창업

추진전략
 민간 기술개발 유도

중점 추진과제
① 기술경쟁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가격경쟁 ⇒ 기술경쟁

② 스마트 신기술 개발 촉진

 민간 지원 확대

③ 혁신 공감대의 확산

 스마트 생태계 구축
 정보공유 확산

 공공 역할 강화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

 지속적인 혁신기반 마련
 스마트기술 개발

④ 스마트 창업허브 구축
⑤ 지식플랫폼 운영
⑥ 공공분야 BIM 활용 의무화
⑦ 스마트 현장안전관리 도입
⑧ 스마트시티에 시범사업 추진
⑨ 민관 공동의 혁신 R&D 사업 추진
⑩ 스마트건설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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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해외 주요국 BIM 정책 및 시장동향

◇ (현재) 정부 주도 BIM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기술개발 진행
◇ (미래) 건설 생산성 향상‧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BIM 기반 디지털 전환 계획‧실행 中
￭ ‘Construction 2025’를 통해 건설산업의 BIM 기반 디지털
혁신 강조
영국

∙ 정부 건설 전략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자산정보, 문서 및
데이터를 BIM 기반의 디지털 전환 중(Digital Built Britain)

￭ 건설사업 디지털 전환 방안으로 BIM을 적극 도입하고
로드맵 (Roadmap to Digital Transition) 발표 ('17)
∙ 비용 20% 절감, 시간 20% 감소, 해외수주 20% 증대를 목표
아일랜드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국가도구(National Tools)
개발・보급

￭ 건설 생산성 로드맵을 통해 건설사업에 BIM 의무화
∙ Virtual Singapore(도시전체 3D 모델링) 구축 및 활용
싱가포르

∙ 기업의 BIM 역량강화를 위해 BIM 펀드 실행
∙ Smart Nation 목표로 기후변화, 도시계획, 질병관리, 대기 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구축

￭ NBIMS(National BIM Standard) 주도로 표준 개발 및
민간에서 BIM 적극 활용
∙ 디지털 업무자동화('20) 구축
미국

∙ 비용 5% 감소, 프로젝트 완료 속도 5% 증가, 생산성 25% 증가,
인력 사용 25% 감소 목표

￭ 교통 인프라 영역 모든 단계 BIM 적용 의무화('20)
∙ €3천만 규모 20여개 BIM 시범 철도, 도로 및 수로 사업 운영('17)

독일

∙ BIM 활성화를 위한 BIM 데이터 클라우드 및 건설 클러스터
구축('17)
∙ 건설 산업 디지털화 센터 (BIM Germany - Center for the
digitization of the building industry) 설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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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추진 현황
ㅇ 정부에서는 ’17년 이후 총 총 14차례*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 종합대책 6회, 타워크레인·추락·화재 등 원인별 맞춤형 대책 8회

ㅇ 고강도 현장 안전점검, 안전장비 도입 지원, 안전 교육·
홍보 등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활동도 지속
□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건설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는 2.00명으로
선진국인 영국(0.18명)의 11배, 일본(0.64명)의 3배 수준(’20년 기준)
ㅇ ’21년 건설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9.0% 감소한 417명이나,
여전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50.4%)
< 주요국 건설사고 사망만인률(’20) >

< 건설 사망자 수 추이(’17~’21) >

⇨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장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건설안전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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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➊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 확보
ㅇ (발주자) 시공사에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
토록 하여 무리한 쫓김 공사와 과도한 공사비 감축을 방지
ㅇ (감리자)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책무·역할 부여
ㅇ (시공자) 현장 안전·품질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무를
부여하고,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➋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활동 지원
ㅇ (스마트 안전기술) IoT 적용 안전장비,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공공 건설 현장부터 도입 → 민간까지
확산 유도
- 또한, BIM(3D 모델링) 및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
등 기술을 확산시켜 전통적인 습식 공법에 따른 건설사고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고,
- 센서·영상·통신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통합 관제하는
기술 등 스마트 안전기술 R&D도 추진
ㅇ (인센티브 제공)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계약 입찰 평가에 반영하여 업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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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 컨설팅) 안전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안전 컨설팅 확대(’21년 24개사 → ’22년 200개사)
-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의 사고 데이터 분석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➌ 건설 全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
ㅇ (전담기관 육성) 근로자 안전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별도로 국토안전관리원*을 구조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하
는 전담기관으로 육성
* 정원 1,041명 /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 통합으로 출범(’21, 경남 진주)

- 현재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 등 안전관리
활동을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여 건설사고를
사전 예방
ㅇ (현장 점검) 사고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도심 고층현장과
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 등에 대한 점검 확대
(’21년 1.96만개소 → ’22년 2.2만개소)

- 지방국토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을 확충하고, 점검장비
확보, 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등 통해 점검 수준도 고도화
ㅇ (자재 품질 관리) 현장의 자재 품질 확보를 위해서 생산
단계부터 레미콘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레미콘 공장
인증제*를 도입
* 공장 생산설비 및 제조 환경 등 레미콘 공정을 평가하여 등급 차등부여

ㅇ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양생 및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건설공사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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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 스마트 안전장비 개요
ㅇ 상시 위험작업을 수반하는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사람의 인지능력 보완 등 사고 예방에 기여 가능
* 4차산업혁명 기반의 웨어러블 위험 감지장비·시스템, 안전관리 플랫폼 등

< 스마트 에어백 >

< 위험감지 시스템 >

< 안전관리 플랫폼 >

- 현재,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를 일부 도입 중이나, 부족한 선례와 관련표준 부재
등으로 확산에 한계
*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의 2/3가 발생하는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부족한
안전관리 역량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한계

□ 안전장비 활성화 추진방안
ㅇ (기술개발· 표준화) 건설현장스마트 안전관리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활용기반 지원(스마트 건설 국가 R&D 등 성과 활용)
ㅇ (건설현장 도입 확산) 스마트안전장비 현장 지원 사업(재정)
등을 통해 건설현장 전반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산
- 현장의 기술운용 및 사고예방 성과를 확산하여,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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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설계 안전성 검토 민간 확대 추진

□ 제도 개요
ㅇ 발주자가 설계단계부터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저감
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설계 안전성을 검토
받도록 하는 제도
- 현재 검토 의무대상은 발주자 중 공공인 발주청*으로만
되어있고, 민간 발주자의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님
* 전체 현장이 아닌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현장으로 한정(시행령에서 규정)
< 현행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
작성 및 제출
(설계자→발주청)

확인 및
검토 의뢰
(발주청→관리원)

⇨

검토 및
결과 통보
(관리원→발주청)

심사 및
설계안전성
결과통보
검토 결과
⇨
⇨
(보완요청 등)
국토부 제출
(발주청→설계자)

(발주청→국토부)

□ 제도의 민간 확대 필요성
ㅇ 광주 신축아파트 사고(’22.1)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고층· 대규모 민간 현장의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아,
- 민간 발주자에게도 설계 안전성 검토를 도입하여 건설
사고 예방에 기여할 필요
□ 제도 개선방안
ㅇ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을 통해 현행 설계안전성 검토
의무대상인 발주청 → 발주자로 자구를 조정하고,
- 구체적 의무대상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예시 : 시설물안전법상
제1·2종시설물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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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추진배경
ㅇ 70~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중대형 SOC 37%,
지하시설이 15%이며, 20년 후에는 각각 79%, 63.1% 수준 증가 예상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전후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8.12) 등의 사고로 SOC 노후화 우려와 생활안전 확보 요구 증가

□ 주요 추진과제
①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ㅇ (인프라 총조사) SOC의 노후도, 점검·보수결과, 예산투입 등
유지관리 정보를 조사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한 DB 구축
ㅇ (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 DB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 생애주기 비용, 최적 보수·보강 시기 등의 정보 제공
② 선제적·종합적 관리체계 정립
ㅇ (기본계획) SOC 데이터 활용, 유관산업 발전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시설안전 기본계획(‘23~’28) 수립
ㅇ (실행계획) 기본계획(국토부, 5년), 관리계획(광역지자체, 5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관리 실행계획(기초지자체 등, 매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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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행력 강화를 위한 관리주체 지원
ㅇ (예산지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 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 규모 확대
* 노후기반시설성능개선지원: ‘21년 총 20억 원 → ‘22년 총 25억 원

ㅇ (재원확보)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충당금 조례
표준(안)을 제공하여 다양한 재원이 충당금으로 활용 유도
④ 잠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
ㅇ (스마트 안전관리) 주요 시설물에 IoT센서 등을 활용한
원격 관리체계 도입, 로봇 등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자동화
ㅇ (안전관리 강화) 노후된 시설이 많고, 관리수준이 낮아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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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인프라 총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기반시설관리법(‘20.1월 시행)」에 따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15종)의 노후화에 대비 전략적 투자 및 관리방식 도입 기반 마련
ㅇ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제원, 노후도, 점검·
보수보강 이력, 예산 이력 등)를 표준화하여 총괄 DB 구축
* 도로‧철도‧항만‧공항‧하천시설‧댐‧저수지‧수도‧하수도‧전기‧가스‧열공급‧통신‧송유‧공동구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인프라 총조사(2차)
ㅇ (사업비/기간) 51억원 / ‘21.5.13.~‘23.12.31. ※ 장기계속계약
➀차

25억원, ‘21.5.13.∼12.31.

➁차

15억원, ‘22.1.1.∼12.31.

➂차

11억원, ‘23.1.1.∼12.31.

ㅇ (수행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15종 기반시설 중 5개 분야* 및 표준화DB 관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시행
* (도로)건기연, (철도)철기연, (저수지‧댐)농어촌공사연구원, (표준화 DB관리)민간업체

□ 주요 사업내용
ㅇ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기반시설 기초조사(사전조사)
ㅇ 기반시설관리법 대상 기반시설 현황조사(실제조사)
- 건설정보(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보강) 상세현황 조사
ㅇ 기반시설 현황 DB구축 및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 기초‧현황조사 결과 통계‧분석 등 기반시설 현황조사 보고서 작성
ㅇ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인프라 총조사 결과 DB 이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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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요

□ 근거법령
ㅇ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구축 개요
ㅇ (사업목적)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을 포괄
하는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사업내용) 기반시설 유형별･시설별 DB정보 고도화 및 DB
활용 분석기능 개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비용
등 관련 정보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
ㅇ (예상 사업비) 4년간 약 97억원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기대효과)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를 관리·분석 및 지원
-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 관리·분석 체계를 통해
유지관리 수준 진단, 투자우선순위 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
향후 추진계획
1차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한 자료입력,
(’20) 관리 등 제도이행을 위한 행정지원 일체
2차 ∙ 기반시설 유형별 정보 DB화 및 일괄입출력 구현 完
(’21) ∙ DB 활용 분석기능(성능저하, 열화예측, 성능향상 등)
∙ DB 활용 분석기능 고도화(LCC 분석 등)
3차 ∙ 기반시설 유지관리 보고서(레포팅 카드) 제공
(’22) ∙ DB 표준화 및 타 기반시설 관련 시스템 연계준비

4차 ∙ 타 기반시설 관련 시스템 연계(다부처 확대)
(’23) ∙ DB활용 분석·통계기능 고도화(예산분석, 의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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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

비전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미션

기반시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목표

◈
◈
◈
◈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보통”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관리체계】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관리대상·방식】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육성】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중점
과제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투자·재원】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 현 재 】

【 변 화 】

안전점검

보이는 위험만 처리

잠재된 위험도 발굴·해소

투

신규건설 위주 투자

노후 시설 선제적 투자 강화

자

변화

관리체계

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

모습

관리방식

경험의존 예측·수동 관리

정보화

기관별 분절적 관리

플랫폼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기술·산업

인력 중심의 산업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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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선제적 관리
빅데이터 기반 예측·자동 관리

교통 ‧ 물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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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버스업계 위기극복 지원

□ 버스업계 동향
ㅇ (경영여건) 코로나19 이후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승객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 악화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 감소) 시내 △25%, 시외 △57%, 고속 △48%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으로 업계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여 업계 경영난 심화
* 버스운송원가 구성 비율 : 인건비(30%), 유류비(25%) 등

ㅇ (재무상태) 경영난 타개를 위해 운행횟수 감축, 운수종사자
휴직, 경영권 매각 등 업체 자구노력 중이나 적자구조 심화*
* 버스업계 영업손실 4천억원, 당기순손실 2.4천억원 (‘20 ∼ ‘21년)

◇ `19년 대비 `21년 승객감소율
ㅇ (노선버스) 시내 △28%, 시외 △55.3%, 고속 △49%
ㅇ (전세버스) △ 83%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19년 대비 승객 감소율 추이(’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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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승객수 변화(’21년)

□ 코로나19 피해 지원현황
ㅇ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0.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21.4.∼), 차령 한시완화(’20.9.∼) 등
ㅇ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9.30, 6개월 단위)
및 운휴 차량 공제보험료 환급 및 버스 보험료 납부 유예
ㅇ 버스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100억원,
중기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ㅇ 버스(노선·전세버스) 운전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
* ’21년 소득안정자금 981억원 지원(노선 5.7만명, 전세 3.5만명)
* ’22년 소득안정자금 863억원 지원(노선버스 5.13만명, 전세 3.5만명)

ㅇ 벽지노선(337억) 및 공공형버스(192억) 등 교통취약지역 지원
□ 코로나19 버스업계 방역대응
ㅇ (방역현장 점검) 중대본 등 방역지침 버스업계 전파 및 방역
강화 조치 마련‧시행 및 방역 현장 수시 점검(주1회 이상)
* 장관(‘21.2.2, ’21.8.11, ‘22.1.28 / 서울고속터미널), 차관(’21.7.7, 서울고속
터미널), 실국장(동서울, 남부, 대전, 부천, 용인, 성남 및 공영차고지 등 다수)

□ 향후계획
ㅇ 버스기사 특별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확대, 시외버스 운임 현실화 검토 등 추진

- 96 -

2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ㅇ 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필수 교통서비스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성 유지·강화 필요
* (수송분담률) 승용차(53.7%), 버스(22.8%), 철도(20.5%), 택시(2.8%)

ㅇ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합의(‘18.5)｣ 등에 따라 공공형버스 도입‧지원
-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19.5.)｣을 통해
벽지노선 및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한 정부 지원 발표

➡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버스 공공성을 유지·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ㅇ (공공형버스) 인구가 감소 중인 중소도시는 버스 노선 감축 등을
통해 노선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투입 시 재정지원
* (지원사업, ’21년 240억원) 총 160개 시군 최대 3억원 / 국비 50% 지원

ㅇ 마을버스형, 출퇴근시간 대 한정운영 방식, 콜버스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다양하게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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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버스 도입 사례 】
도입 前

도입 後

ㅇ (벽지노선)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조금 지원 (‘22년337억원)
* 지자체가 여객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명령을 내린 구간
** 대상 : 8개 道(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벽지노선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불분명한
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복·비대상 수혜를 방지
* 대체교통수단 및 취약지역 경유 비율 등에 대한 해석 등 예시 제시

ㅇ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기종점 집결지 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고지를 조성하여 노선체계 효율화 지원
* 서울 관악, 대구북구 등 11개 지자체 21개 공영차고지 확충 및 개선 지원

□ 향후계획
ㅇ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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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추진

□ 개요
ㅇ 국토부 등 범정부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필요
□ 현황
ㅇ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0년에 10,236명(인구10만명당 21.8명)에
달했지만,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한 결과 ’21년에는 2,916명
(인구10만명당 5.6명)을 기록하며, 20년만에 1/4 수준까지 도달

(명)

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운영 (~‘08년)

【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안전띠 매기 캠페인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
운전 중 DMB 사용 금지
안전속도 5030 착수

2,916

(연도)

【 기간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현황 】

기 간

‘01~’06년

‘06~’11년

‘11~’16년

‘16~’21년

사망자

8,097 → 6,327명

6,327 → 5,229명

5,229 → 4,292명

4,292 → 2,916명

-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보행자, ’21년), 윤창호법(음주운전,
’18년), 민식이법(어린이, ’20년), 사업용 차량 특별점검제도
(화물차·버스·택시, ’18년) 등 분야별 주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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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19년)는 6.5명
으로 OECD 평균 5.2명에 미치지 못하고,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7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교통안전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및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은 실정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 순위: ’11년 33위 → ’16년 32위 → ’19년 27위

- 특히, 보행자·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우 많고,
이륜차·화물차 등은 치사율이 높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큼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9년) 】

우리나라 6.5명
(OECD 27위)

OECD 회원국 평균 5.2명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주요 국가

4명 이하 ☞ 최상위권 순위

스웨덴, 영국, 일본, 독일 등

5명 이하 ☞ 중상위권 순위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등

7명 이하 ☞ 중하위권 순위

체코, 한국(27위), 터키 등

7명 이상 ☞ 최하위권 순위

그리스, 칠레, 멕시코 등

ㅇ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하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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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ㅇ 보행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속도 등 교통체계 개선
-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행안부·경찰청
협조)하고,

횡단보도·교차로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강화(행안부·경찰청 협조)
- 농산어촌지역 등에 대한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을
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시설물 적극 설치
ㅇ 사고위험 화물업체 점검 강화 및 화물차 안전기준 정비
- 대형 교통사고(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가 발생한 사업용 차량
화물업체 등에 대하여 분기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추진
- 화물차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차
(3.5톤↓)에 대한 신차 안전기준 강화

ㅇ 비대면 사회 배달업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공익제보단을 지속 운영
하고, 이륜차 후면번호판에 대한 단속장비 도입(경찰청 협조)
- 배달업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집행하고, 배달
라이더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 추진
ㅇ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업 전방위 홍보
- TV·온라인·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기별(행락철 등)·
대상별(고령자 등)로 맞춤형 홍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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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행안전을 위한 교차로 통행방법 개선(경찰청)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는 것 확인 후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 &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다만,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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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4

□ 필요성
ㅇ (체계적 관리체계 선제적 마련) 근거리 통행에 유용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며, 코로나19 시대 타인과의 접촉
감소 등 장점으로 인해 이용수요가 지속 증가
-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완성하는 First&Last Mile 담당
교통수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ㅇ (PM 대여사업 확산에 대응) PM 대여사업 규모가 급증*
하고 이용자도 증가** 중이나,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면서
관리·감독 근거가 미흡해 안전관리 등에 한계
* ’21.12월 기준 약 16개 업체, 16.5만대 운영중, ** K업체 가입자
수 100만명 이상 추정

- 공유 PM 안전관리를 위한 PM 대여사업자의 명확한 책임*
부여 및 등록제 운영 등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운전자격 확인후 대여,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운행중 발생한 피해 보상 등

ㅇ (제도적 공백 보완) 도로교통법(차량 중심, 통행방법만 규율)
및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작·판매 분야만 규율)만으로는 규율
하지 못하는 운영 분야 사각지대*가 발생
* 개인이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행위, PM 대여사업자 관리 등

- 주·정차 질서의 경우에도 차량 운행·차도 중심의 도로교통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공원·광장 등의 공간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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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도 구역에서는 공유 PM의 운영특성*과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견인구역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 : 전용 주차공간 없이 대여와 반납이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치하는 방식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황
ㅇ (시장규모) ‘17년 7.8만대 → ’19년 17.3만대 → ‘22년 20만대 이상 예상
ㅇ (공유PM) 전국 약 16개 이상 업체, 약 16.5만여대 운영(‘21.12 기준)
* 서울시 11개 업체, 약 4만대 운영(’21.12 기준)

ㅇ (사고/사망자) (‘17)117건/4명 → (’18)225건/4명 → (‘19)447건/8명
→ (’20)897건/10명 → (‘21)1,735건/19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사고(건)

2017
117

(전년대비)

사망(명)

4

2018
225

2019
447

2020
897

2021
1,735

(92.3% 증가)

98.7% 증가

100.7% 증가

93.4% 증가

4

8

10

19

100% 증가

25% 증가

90% 증가

238

473

985

1,901

91.9% 증가

98.7%

108.2% 증가

92.9% 증가

(전년대비)

부상(명)
(전년대비)

124

5년 총계
3,421
45
3,721

□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관련 그간 추진경과
ㅇ (배경)「생활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PM 안전·
통행방법 등 합리적 기준 마련(~19.6, 기재부)·발표(’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 범정부 TF(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경찰청)를 구성·논의(‘18.11)
- ‘미래차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20.4, 산업부)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PM법 제정 추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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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안발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20.8,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ㅇ (법안발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안(2건*) 국회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20.9. 홍기원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0.11. 박성민의원 발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안(2건) 국토위 교통소위 공청회(‘21.6.10)
□ 법안 주요내용(안)
ㅇ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전기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행안부 소관)로 규정 중이므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

ㅇ (대여사업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 운영계획 및 대여사업 이용자·보행자의
안전 확보계획 마련
-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부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ㅇ (안전관리)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및 무단개조 금지, 초·중·고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용자 안전 의무사항* 준수 등
*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의무(안전모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이용
금지 등) 준수, 거치제한구역에서의 거치 금지 등

ㅇ (인프라조성) PM도로 노선지정, 거치구역・거치제한구역
지정, 대중교통수단 내 거치장치 설치 등을 통해 PM 관련
인프라 조성
□ 고려사항 : 국토교통 소위에 장기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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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 배경
ㅇ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
ㅇ ’21년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 1.5천만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30% 차지,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보장 필요성 강화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 경우(’21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전국 교통약자 인구 및 비율 현황(2021년말 기준)>
교통약자 인구(천명)
총 인구
(천명)

51,639

소계

장애인

(천명)

(%)

15,509

30.0

(

천

명)
2,645

중복제외
1,238

고령자
8,851

영유아
동반자
1,943

어린이

임산부

3,216

261

□ 그간 추진현황
ㅇ (계획수립) 교통약자법 시행(‘06) 이후 5개년 계획 수립(3차례)을
통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 여객시설 개선 등 지속 추진
-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수립(‘07.4)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2~`16)」 수립(‘12.3)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수립(‘17.2)
및 변경계획 수립(‘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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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상버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 국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04∼, ‘21년말 기준 도입률 30.6%)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 일부(약 92백만원)을 지자체와 매칭
(서울 40%, 기타 시ㆍ도 50%)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 그 외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장거리 노선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를 도입(‘19.10)하여 시범사업(10대) 실시
ㅇ (장애인콜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원*
- 차량 구입비(46백만원/대)를 매칭(서울 40%, 이외 50%)으로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12∼, ‘21년말 기준 도입률 86%)
ㅇ (BF인증사업)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업 시행* 중(’15∼, ‘21년말 기준 18개소 인증)
□ 향후 계획
ㅇ (계획수립) 교통약자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수립･고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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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및 목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실태 및 개선･확충,
보행환경실태 및 개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ㅇ (저상버스)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27년까지 보급률 70%)
- 광역버스는 저상형 2층 전기버스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가능 저상버스 표준모델 R&D(‘23~’26)를 통해 도입 확대
-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권 증진
< 저상버스 등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유형>

<일반형>

<중형>

<2층 저상형>

<휠체어리프트형>

ㅇ (장애인콜택시) 비도시 중심으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를
상향*하고, ‘27년까지 법정대수 100% 도입 추진
*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100명당 1대

- 광역이동, 24시간 이용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법령을 정비하고, 지원 방안 검토
- 또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환승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예약서비스(‘22~’25)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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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을 위해 바우처 택시 확대
ㅇ (BF인증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여객
시설(역·터미널 등) BF 인증 의무화(‘22.10~), 점진적으로 인증
사업 대상 및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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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 배경
ㅇ 물류산업은 제조‧수출 등 산업물류(B2B) 성장 중심에서 최근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B2C, C2C) 시장이 급성장 추세
* 전자상거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소비 증가, 융복합 O2O 창업 등

ㅇ 생활물류 시장이 급성장함에도 디지털 물류 전환 및 공동
물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도심내 물류비 증가
* 공동물류(물류공동화)란 물류‧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 이용하는 것

<GDP 대비 국가 물류비(%, ‘18) 1) >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18) 2) >

ㅇ 한편, 최근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 시 물류전문
인력양성･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 물류시스템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우수물류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인력을 육성하여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1) 한국교통연구원(2020), *일본, ‘17년 기준
2) 대한상공회의소(2019), *미국, ‘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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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현황
ㅇ (디지털물류 전환지원) 생활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기반의 지능화된 물류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추진
* 신도시를 연계하여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계획 수립 : ’21년 2건(부산, 화성)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증사업 지원 : ‘21년 3건(김천, 제주, 청주)

ㅇ (3자 공동물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에 대한
공동물류 도입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50%이내)
* 9년간(‘13～’21)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29건을 지원(20.4억원,
화주 140개사)하여공동물류도입(1,015억원)으로물류비172.9억원절감(절감율17.5%)

ㅇ (우수물류기업) 우수 물류업체 육성 및 물류기업 전반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우수물류 기업 인증제도 도입(’15.12월)
- ’21년말 기준 103개 기업(114개 인증)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
ㅇ (글로벌물류인력양성) 국제 물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물류전문인력*을 양성(‘06～)
* 물류분야의 해외시장 진출관련 전문지식과 분석능력, 외국어 역량 등을 갖추어 물류
기업의 현지진출과 첨단물류시스템 도입을 주도할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물류전문인력

- ‘06년도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 물류대학원설립 및 육성(‘06～‘10, 인하대, 210명 석·박사 배출, 100억원)
2단계 : 물류특성화인력양성(‘10～‘14, 인천대, 인하대 등 4개교에 51억원 지원)
3단계 : 글로벌물류인력양성(‘15～‘19, 6개교, 30억원 지원, 1,900여명 양성)

- ‘20년도 제4단계 사업(’20~‘24) 추진 중으로, 공모를 거쳐 6개
대학 선정·협약체결
* 협약기관 : 대전대, 인하대, 성결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인천대(‘20~‘24, 5년간)
** 협약내용 : ｢물류정책기본법｣제50조에 근거한 물류인력양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목적,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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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사업 사업실적 및 예산(’20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성인원

553명

489명

-

-

-

예산액

4.8억원

4.8억원

4.3억원

4.3억원

4.3억원

ㅇ (물류기능인력양성)

물류특화

고교·전문대를

대상으로

현장․기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비지원
* 터미널,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현장에서 수송, 보관,
하역, 정보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할 인력

- 연도별 예산 및 실적
구 분
양성인원
예산액

2017년

2018년

2019년

416명
3억원

411명
3억원

384명
3억원

2020년
304명
3억원

2021년
226명
3억원

ㅇ (물류 스타트업 지원) 민관 합동으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유망 새싹기업 공모전,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연계 등 지원
* 물류 새싹기업 수(개사, 누적) : 80('16년) → 118(‘17년) → 130(’18년) → 151(’19년)
** 물류 새싹기업 창업분야 : 배달대행 등 비즈니스모델 창업 → 산업 융복합
O2O 서비스(물류+유통·ICT 등), 기술창업(최적화 솔루션, 스마트 장비 등)
구분
애로
지원

창업 이전
창업(사업화) 단계
성장단계
․아이디어‧기술은 있으나 ․사업성 불확실
․홍보·투자유치 한계
➡․매출부진, 홍보 한계
․창업절차 등 이해 부족 ➡․자금·인력 부족
․인큐베이팅·멘토링 등
․투자 유치 연계
․신사업 발굴(공모전)
․창업‧물류 교육
․사업화 지원(자금 등)
․판로 개척 지원

- (인큐베이팅·교육) 사업성이 우수한 물류 새싹기업 대상
으로 입주공간 지원, 멘토링·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20.3~)
* 인큐베이팅 지원(누적) : 13개팀/37명(‘20. 7개팀/18명, ‘21. 6개팀/20명)
** 교육‧멘토링 지원(누적) : 32회(‘20. 창업교육 8회, ’21. 멘토링 24회)

- (창업 지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보육을 상시 지원하고,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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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대형 경유 화물차의 수소차 전환을
위해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 등 추진
* ’21.12월부터 총 5대(쿠팡,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운영 중

- (수소충전소) 화물차휴게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구축(’21~)
** (’21년) 인천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2곳 선정

- (시범운영) 수소화물차 출시(‘21.11)에 맞춰 주요 물류 운송
구간에 11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시범운영 실시(’21년 5대)
- (보조금 지원)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에너지 절감(공회전 저감 등)을 위한 장비* 장착지원
*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 지원(‘22년 9.9억원)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
* ‘21년까지 총 26개사(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포스코 등) 지정

□ 추진계획
ㅇ (창업지원) 유망 물류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유관기관
(창조센터·협회) 등과 협업(인큐베이팅·창업교육·공모전) 지속 추진

ㅇ (우수물류기업) 연중 수시로 신규인증 모집 및 심사 실시
ㅇ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하는 대학·전문·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사업실적평가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ㅇ (친환경 물류활동 지원) 친환경 물류활동 정책 개발 심의‧
조정을 위한 녹색물류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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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자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지원 사례
사업내용

비고

□ 로봇·드론 라스트마일 서비스
▸(드론) ‘드론 특별자유화 지역’ 내 드론배송

김천시 ▸(로봇) 공공기관·오피스텔 내 자율로봇을 활용한 배송
▸(디지털트윈) 축척된 드론·로봇배송 자료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기반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 공유형 물류플랫폼 구축
제주도 ▸도서지 택배 불가상품 공동배송

▸도내 물류시설 정보 구축 및 실시간 공유정보 서비스
활용을 통한 공유창고 매칭서비스

□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구축
청주시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으로 거래방식의 디지털화를
통한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도매시장 내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으로 물류효율화
증진 및 교통혼잡·환경오염 등 저감

□ 상생·혁신·스마트 미래물류도시 High 서울!
▸우리동네 공동배송센터 구축 및 운영
-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공동배송센터 도입 및 지역
주민 등을 통한 배송체계 구현

서울시 ▸우리시장 신선상품 빠른 배송서비스

- 재래시장 내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를 활용한 신선
상품 당일배송 등 소상공인 지원

▸주유소 물류복합화
- 주유소를 활용한 공유물류 등 서비스 제공

□ 공유물류망을 활용한 당일배송체계
인천시

▸(대상지) 송도국제도시 일원
▸(내 용) 주차장 공간 활용 공동배송시스템* 실증
* 물류창고 없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이동형 화물차량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

□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김해시 ▸(대상지) 김해시 일원

▸(내 용) 지역특화산업인 의약품 대상 콜드체인(공동
물류센터) 및 공유 플랫폼 구축

□ 농촌마을 라스트마일 서비스
익산시 ▸(대상지) 익산시 농촌마을 일원

▸(내 용) 농촌 과소화마을 대상 순회 집화 등 라스
트마일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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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

□ 추진배경
ㅇ (창고 화재) 최근 택배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물류창고가
급증(`16년 176개소→`18년 257개소→`20년 732개소)하고, 최근 잇따른
대형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명·재산 피해 증가
* (인명피해) `16년 26명(死 0명) → `18년 36명(死 3명) → `20년 112명(死 46명)
** (재산피해) `16년 401억 → `18년 619억 → `20년 852억
< [참고] 최근 3년간 물류시설 화재현황 >
평택 물류창고 화재(`22.1, 사망 3명),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21.6, 사상 2명, 사망 1명),
용인시 양지 물류센터 화재(`20.7, 사상 13명, 사망 5명),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20.4, 사상 48명, 사망 38명),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화재(`20.4, 건물 2개층 전소) 등

- (현장 점검) 점검 결과, 물류창고 특성에 특화된 규정 부재 및
소방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아 물류창고 화재 심화
□ 현황/경과
ㅇ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20.4.) 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 ｢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방안*(‘20.9.)｣ 발표
* 화재안전 R&D 추진, 화재관리 매뉴얼 발간 등

ㅇ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21.6.) 후 범부처 ｢물류창고 화재
대책(‘21.8.)*｣ 발표
* 방화구획 기준강화･물류창고업 화재기준 신설(국토부), 물류센터
소방기준 마련(소방청) 등

ㅇ 물류창고 화재안전 R&D 기획연구(‘20.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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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합동 점검)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21.7, 소방·국토·산업·고용·지자체),
국가안전진단**(‘21.10, 국토·지자체), 물류창고 합동점검***(’22.3, 소방·국토·지자체)
* 대형물류창고(소방안전 1급↑) 666개소 합동조사(‘21.6~7, 합동조사반 820명)
** 5대 내륙물류기지 및 대형물류창고(소방안전 1급↑) 합동조사(국토부‧지자체)
*** 대형물류창고(소방안전 1급↑) 521개소 전수조사(소방청‧국토부‧지자체)

ㅇ (화재기준 신설) 건축‧소방 안전기준의 현장이행력 강화를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으로 화재안전관리기준* 신설
*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가연물‧발화원 분리, 소방시설 관리, 보관물품 정보비치 등

- 사업자는 등록 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소방서는
검토‧보완,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정기점검하는 관리체계
ㅇ (화재안전 R&D) 물류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 제도개선 및
맞춤형 화재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안전 R&D’추진
* 피난안전성을 고려한 물류장비 배치기술, 화염‧연기 확산 방지 물류센터 설계
기술, 냉동‧냉장 물류창고 화재 감지 기술 개발, 처리물품에 따른 안전기준 차등화 등

□ 추진계획
ㅇ 물류창고 화재안전 R&D 착수(‘22.6.～‘26, 244억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철도기술연구원, 화재보험협회, 통합물류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천대학교, 대전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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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물류시설 화재안전 R&D 주요 내용

□ 연구개발 개요

(244.43억원(국고 234.33, 민간 10.1), 기간 `22~`26)

ㅇ 물류시설의 피난안전성 향상 기술과 위험도 기반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 및 화재안전 확보역량 개선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① 물류시설 화재 시 피난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 피난안전 설계･개선기술･기준 정립, 화염･연기 확산방지 및
방화구획 개선기술, 마감재료･단열재 난연성능 향상 기술 개발
② 물류시설 화재 위험성 평가 및 위험도 기반 관리기술 개발
* 정량적 화재 위험성 평가 기술 및 물류시설 성능기반 화재대응 설계기준, 지침 개발

③ 물류시설 현장조사 및 기반기술 개발
- 현장조사50개 및 DB･플랫폼 구축, 수용물품 등급화 및 화재
강도 기준 정립, 냉동창고 화재거동 분석 및 대응시설 성능
평가기술 개발, 화재안전 현장적용테스트베드 2곳, 창고 3곳 및 제도화
□ 현 기술수준 한계점·기술개발 방향
AS-IS
• 단순 창고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물류시설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비
피난안전대책 미흡
• 물류시설 화재안전 핵심DB 부재

TO-BE
•피난안전설계, 화재대응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물류시설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 마련
•물류시설의 수용물품, 물류시설
화재대비시설 등을 고려한 위험도 등급 산정
•물류시설 화재안전 기반정보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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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택배·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 택배 물동량 추이(억박스) : (`10) 12.0 →(`15) 18.2 → (`19) 27.9 → (`20) 33.7 → (`21) 36.3
온라인 음식거래 규모(조원) : (´17) 2.7 →(´18) 5.2 →(´19)9.7 →(´20) 17.4 →(´21) 25.7

ㅇ 택배 종사자 과로사 및 배달 라이더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
ㅇ 코로나19 생활물류 전담 기구* 신설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신속히 제정(‘21.1.26)함으로써 생활물류 종사자
및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신설(’20.11.13)

☞ 급변하는 택배·배달 등 新 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하기 위한 택배 등록제,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 생활물류 기본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생활물류산업 발전 지원
□ 주요 현황
ㅇ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民·官·政 사회적 합의’ 타결(´21.6), 표준계약서 마련(´21.7),
택배-화주업계 상생협약(´21.8) 등 시장구조 개선
- 택배기사 분류업무 전면배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민관 합동점검(‘22.1) 및 실무자 점검 지속 시행(∼‘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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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활물류법령 제정) 급속히 성장하는 택배산업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해「생활물류법」 제정(1.26)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실시(7.27)
ㅇ (택배업 등록제 도입) 화물차 수급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기존 택배업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는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배산업 제도화
-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결격사유 조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20개 사업체 등록(‘21.말 기준)
ㅇ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배달업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화물배송대행
우수사업자 인증제 최초 도입(생활물류법, ‘21.7 시행)
* 안전교육 미비,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화된 난폭운행, 소비자 후생 저하 등

- 인증제 관련한 심사대행기관 지정(‘21.9, 교통연), 인증기준 마련
(‘21.10,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 진행 및 인증시행 공고(‘21.12.)

ㅇ (드론·로봇 포함 생활물류법 개정) 현행법상 화물차·이륜차로
한정되어 있어 新산업 발전에 장애가 됨에 따라, 생활물류법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추가하는 생활물류법 개정 추진(‘23.上)
- Last-mile 활용가능성이 높은 미래형 수단을 법정 생활물류
수단에 포함하여 유망 첨단산업 성장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ㅇ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협의체) 위험한 종사환경
에도 불구,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저조**
*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1배 수준(’20년말 기준)
**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7만대로서 가입률 19%(전체 배달기사 20만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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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물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22.2)
및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검토(’22.末) 후 인가 예정
ㅇ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자상거래 발전과
함께 생활물류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은 부재한 상황
- 생활물류법에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5개년 법정계획으로서,
생활물류 정책방향, 분야별 육성정책, 상생환경 조성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산업발전 기본계획(´22∼´26)‘ 수립
ㅇ (생활물류산업정책협의회)

생활물류법

제21조에

따라,

생활물류산업 체계적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22.2∼’24.2)
- 구성(15명) : 위원장(국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5), 민간위원(10)
정책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
ㅇ (법 제21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 ①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ㅇ (택배서비스 평가 고도화) 택배시장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택배서비스 평가에 대해, 생활물류
법 제정 사항, 변화된 현실 등을 반영한 택배서비스 평가
고도화* 방안 마련(‘22.末)
* 근로 안전성 등 종사자 처우개선,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 배송품질 평가,
소비자 피해보상 등 평가항목 재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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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생활물류법 개정) 생활물류법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추가하는 생활물류법 개정 추진(‘23.上)
ㅇ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추진)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협의체 구성(‘22.2) 후 ’23년 설립토록 지원
ㅇ (생활물류 기본계획 수립·고시) 생활물류법상 5년 단위
법정계획(‘22∼’26) 연구용역 실시 및 고시 추진(‘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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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ㅇ 전세계적인 환경규제로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에서 전기·
수소등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자동차 수출 등에
악영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향 마련 필요

(미국,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25년 54.5mpg(갤런당마일, 23.3㎞/ℓ)

(유럽, 자동차 CO2규제) ’25년 81g/km → ’30년 59g/km

(중국, 승용차 평균연비) ’20년 승용 전차종 평균연비 20km/ℓ

ㅇ 우리나라도 ’30년까지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국가
온실가스목표NDC, ’21.11) 하에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 중(’22.3월 전기·수소차 약 27.9만대)
< 친환경차 등록대수 현황 >
구분
총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구분
총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2015
20,989,885
(100%)
0
(0.03%)
29
(0.00%)
0
(0.83%)

2016
21,803,351
(100%)
0
(0.05%)
87
(0.00%)
0
(1.07%)

2017
22,528,295
(100%)
25,108
(0.11%)
170
(0.00%)
313,856
(1.39%)

2018
23,202,555
(100%)
55,756
(0.24%)
893
(0.00%)
405,084
(1.75%)

2019
23,677,366
(100%)
89,918
(0.38%)
5,083
(0.02%)
506,047
(2.14%)

2020
24,365,979
(100%)
134,962
(0.55%)
10,906
(0.04%)
674,461
(2.77%)

2021
24,911,101
(100%)
231,443
(0.93%)
19,404
(0.08%)
908,240
(3.65%)

2022(1분기)
25,070,180
(100%)
258,253
(1.03%)
20,683
(0.08%)
968,955
(3.86%)

- 122 -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산과 함께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및 제작결함 등의 위험요인 증대
- 특히,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 화재양상(電완충후 vs 燃주행중),
피해 범위(차량전소로 인근 차량·시설물 피해 우려)가 달라 사회적 이슈
ㅇ 그러나, 현행 자동차안전관리체계는 내연기관차 위주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성장 지원에 역부족*
* 잦은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 가중, 대규모 리콜 등 기업부담 증가

⇒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차 산업 성장을 지원할 필요
□ 개선 방안
ㅇ 전기차 화재 등 新유형 위험에 대응하고, 배터리 리스 등
新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인증체계 개편
* 전기차 안전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공유, 제작·운행 과정상 안전확보 및 성능관리(~’26)

ㅇ 전기·수소차 안전성(충돌위험), 성능(주행거리 등), 친환경성(전
*

주기 탄소배출량)을 종합 평가하는 Green NCAP 시행
*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안전성·성능 평가·공개하는 제도로
최근 탄소배출량 등 친환경성을 포함한 복합평가(Green NCAP)로 전환 중(주요국 실시)

ㅇ 정비소(전기차) 장비지원, 검사소(수소차전용) 구축 등 관련시설 2배
이상 확충하고 관련 검사기술·장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전기차 정비소 : (’20) 1,100 → (’27) 3,330곳 / 수소차 검사소 : (’20) 10 → (’27) 26곳

ㅇ 주요 산업 거점에 자동차·부품의 집적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능 인증평가시설’ 구축(3개소 이상)
* (광주) 전기차 배터리 특화 (울산) 수소차 특화 (경북김천) 부품‧튜닝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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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 추진 배경
ㅇ 140년 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Bentz Patent Motorwagen) 발명 후,
인류 생활양식은 자동차 기반의 이동(통근‧여행 등)으로 재편
ㅇ 최근 4차산업혁명에 의한 ICT 기반 융복합에 따라, 新이동
수단이 등장하고 이동에 대한 관점도 급변하는 중
- 무인화 등 자율주행차가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으로 대두되며
교통안전・이동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
□ 경과
ㅇ 자율차 상용화 촉진 및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제반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보험제도(’20.4) 등 레벨3 자율차
출시에 필수적인 제도 기반 완비 및 ｢자율차법｣ 제정(’20.5)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C-ITS

고속도로 구축 착수

(’21.12), 정밀도로지도 고속도로 전구간 구축 완료(’19.12)

- 민간이 자유롭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20.11~)
□ 필요성
ㅇ ’22년부터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레벨3 자율차 출시
예정)되고 ’27년에는 레벨4 자율차의 상용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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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
하도록 자율차 서비스 기반을 확산해나갈 필요
□ 추진계획
ㅇ (법・제도 기반 완비) 레벨4 운행에 필수적인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
ㅇ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규제특례지구를 대폭 확대
ㅇ (기술개발 촉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R&D를
추진하고, 레벨4 기술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에 복잡한 도심환경 재현시설 구축 등 고도화 추진

- K-City 內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연구공간을
제공하는 혁신성장지원센터 구축
ㅇ (인프라 구축)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C-ITS 통신 인프라를 전국
주요도로에 구축
- 차량 정밀위치 파악에 쓰이는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하고 민간에 무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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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ㅇ 이륜자동차는 구매‧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동
편의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20년, 221만대)
ㅇ 최근 이륜차 사고건수‧사망자가 증가*,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는 각각 자동차 대비 1.8배, 2.3배 높아 감소노력 시급
* 사고(건) : 17,611(‘18)→20,898(’19)→21,258(‘20) / 사망(명) : 537(’18)→498(‘19)→525(’20)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 문제점
ㅇ 자동차와 달리 안전검사, 정비자격 제도 및 폐차제도가
부재, 운행 중 차량 결함, 대포차 등 안전‧불법문제 발생
ㅇ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소음검사는 시행 중이나, 안전검사
제도가 부재하고, 정비업은 전문‧표준화에 미흡
ㅇ 이륜차 폐차제도 부재로 인해 무단방치되는 사례(`20년, 약
2.2만대) 다수, 안전성이 미흡한 노후 이륜차(부품)의 재사용 우려

□ 개선 방안
< 이륜자동차 관리‧단속 강화 >
ㅇ 제작증 정보(소유자 등)를 전산화*, 차세대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제작자 등에 제작증을 전산입력 의무화, 사용신고 시 행정관청 연계 추진

ㅇ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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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및 처벌 추진(지자체‧경찰청 협조)
- 미사용신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 이하 → 300만원 이하)
<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 >
ㅇ 공단검사소(59개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주요장치
작동상태, 불법튜닝 검사 등 안전검사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 안전검사 미이행 시,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토록 근거 마련
* 중‧소형 이륜차 안전검사는 검사소의 처리용량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도입

ㅇ 검사시설‧장비 도입하고(공단검사소), 이륜차의 평균 이동반경
(30km 內)을 고려하여 이동식 검사장비 개발‧보급 추진

ㅇ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을 신설하여 자격시험 실시
ㅇ 자격증 도입 경과에 따라 적정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자가 정비하도록 정비업 도입 추진
- ‘자동차정비업’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
ㅇ 자동차 폐차장에 이륜차 폐차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번호판 인수‧폐기 등 사용폐지 대행업무 수행근거 마련
- 중고부품 주요 장치의 정보표시, 정비업자의 중고부품 선택
여부 고지 의무화 등 부품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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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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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항 건설 추진

가덕도 신공항

□ 사업 목적
ㅇ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건설로 수도권의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공항 건설
□ 추진 경위
ㅇ ’21. 2.2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3.16. 공포, 9.17. 시행)
ㅇ ’21. 5.21.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과업기간 : ’21.5.21∼’22.4.18)
* 항공대학교 컨소시움(항공대+(주)유신+한국종합기술) / 19억원

ㅇ ’21. 9.28. :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고공단 나급) 출범 (근거 : 특별법 §13)
ㅇ ’22. 4.26.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ㅇ ’22. 4.29.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
- 사업규모 : (면적) 400만㎡(매립 473만㎡) / (활주로) 3,500m 1本
- 총사업비 : 13조 7,584억원
- 사업기간 : 2022∼2035

□ 향후 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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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 추진 배경
ㅇ 現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와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장래 여객
수요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중
① 1990년 교통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국가 재정 여건상 보류
② 1992년 제주도의회가 건설부, 교통부에 제주국제공항의 조기이설 건의
③ 2012년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를 시행하고,
정부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추진을 건의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약150만평)
▪사업내용 : 활주로(3,200m), 유도로,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공항 신설
▪사업기간/사업비 : ’17∼’25 / 4.87조원(예타기준)
▪사업타당성 : B/C 1.23 , AHP 0.664
제주 항공수요
여객수요(만명)
운항횟수(천회)

’26

’30

’35

’40

’45

’50

’55

3,440 3,569 3,696 3,833 3,890 3,974 4,108
216
224
232
240
244
249
257

□ 경과
ㅇ `15.11 :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성산읍 일원 입지발표
ㅇ ‘16.12 : 예비타당성조사(B/C 1.23, AHP 0.664)
ㅇ ‘18.6~11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ㅇ `18.9~`19.6 : 타당성재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검토위원회(14차례)
ㅇ ’19.9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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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2 : 제주도 및 도의회 주관 여론조사 실시
ㅇ ’21.3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 성명(제주2공항 추진 필요)
ㅇ ‘2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반려
ㅇ ‘21.12~’22.6 : 전환평 반려 사유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추진중)
□ 필요성
ㅇ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혼잡상태를 개선하고 강풍 등
악기상과 연계된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제2공항 필요
□ 추진계획
ㅇ 기본계획(‘22.下) → 기본 및 실시설계(‘23~’24) → 착공(’25) → 준공(‘29)

새만금 국제공항

□ 추진 배경
ㅇ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
동남아 등과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개요 >
▪ 위치 : 현 군산공항 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약100만평)
▪ 사업내용 : 年 100만명 수용 규모(활주로 2,500m 1본, 터미널 등 신설)
▪ 사업기간/사업비 : ’20∼’28년 / 8,077억원(기본계획)
▪ 사업타당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선정(‘19.1)
▪ 항공수요 : `58년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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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ㅇ ‘16.5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반영
ㅇ ‘16.12∼’17.12 : 항공수요 조사
ㅇ ‘18.7∼’19.6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ㅇ ‘19.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 선정
ㅇ ‘19.3∼11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기재부, KDI)
ㅇ ‘20.6∼’21.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ㅇ ‘20.9∼’22.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ㅇ ‘22.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ㅇ ’22. 6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
□ 필요성
ㅇ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등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필요
□ 추진계획
ㅇ 기본계획 고시(’22), 설계 착수(’22), 착공(’24), 완공(’28) 추진
울릉공항
□ 추진 배경
ㅇ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
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운항)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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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개요 >
▪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원(약 12.5만평)
▪ 사업내용 : 年 111만명 수용 규모(활주로 1,200m 1본, 터미널 등 신설)
▪ 사업기간/사업비 : ’14∼’25년 / 7,067억원(‘22년 총사업비 협의 기준)
▪ 사업타당성 : B/C 1.19 , AHP 0.655(예타 기준)
▪ 항공수요 : `50년 111만명

□ 경과
ㅇ '13.3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1.19, AHP=0.655, KDI*)
ㅇ ‘15.6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5.11 기본계획 고시)
ㅇ ‘15.12 : 턴키 입찰 공고(조달청)
ㅇ ‘16.5 : 2개 컨소시엄(대림, 포스코) 입찰 포기로 유찰
* (포기사유) 울릉도 특수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성 부족

ㅇ ‘16.7 : 입찰방법 변경(설계･시공일괄 → 설계･시공 분리)
ㅇ ‘15.12 : 기본설계 용역 완료
ㅇ ’17.12~‘19.5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18.6∼’19.5)

ㅇ ’19.11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대림산업 컨소시엄)
ㅇ ’19.12~'20.3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ㅇ ‘20.11 : 공사착수(’22.6월 현재 공정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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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ㅇ 섬 지역 교통불편 해소, 해양영토 관리지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
□ 추진계획
ㅇ 케이슨 제작 등 주요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5년 완공
추진, 지역특화형 터미널･공항 경관 등 적극 구축

흑산공항
□ 추진 배경
ㅇ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
영토 관리 지원 등을 위해 흑산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운항) 건설 추진 중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683,448㎡)
▪사업내용 : 50인승 항공기 취항 가능한 1,200m급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등 건설
▪사업효과 : 서울∼흑산간 6∼8시간 소요 → (항공) 약 1시간 소요
▪사업기간/사업비 : ’14∼’21 / 1,833억원(공항공사 454억원 분담)
▪사업타당성 : B/C 4.38 , AHP 0.814

□ 경과
ㅇ ‘13.3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4.38, AHP=0.814, KDI)
ㅇ ‘15.11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ㅇ ‘15.6 :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15.12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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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6.10 :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고 및 유찰(3회, ‘16.11,
‘16.12, ’17.1)
* (유찰사유) 금호건설 컨소시엄 단독 입찰 참여

ㅇ ‘16.11 :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결정
ㅇ ‘17.4 : 턴키 가계약(금호컨소시엄, 수의) 및 기본설계 완료(’17.8월)
ㅇ ‘17.9 : 실시설계 착수(‘17.12.15 일시중지)
ㅇ ‘18.9 ~ : 공원위 심의(결과 : 정회) → 10.1 중단(심의자료 보완계속)
ㅇ ‘21.6 : 공항예정지 공원구역 해제* 위한 대체부지 제시(신안군→환경부)
* 환경부에서 매 10년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구역 조정
(해제·편입 등) 추진

ㅇ ‘21.7 : 공원구역 대체부지(명사십리해변) 환경부 총괄협의회 안건 통과
ㅇ ‘22.2~현재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협의(환경부→9개부처)
□ 필요성
ㅇ 섬 지역 교통불편 해소, 해양영토 관리지원,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
□ 추진계획
ㅇ 환경부 공원구역 해제 완료 후 실시설계(~‘23) → 착공(’24) →준공(‘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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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 개요 및 추진현황
ㅇ 아시아나 채권단(산은‧수은)은 HDC 현산과의 M&A 무산(‘20.9)
이후 대한항공과의 M&A 계획을 발표, 계약 체결(`20.11)
- 1단계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 후 2단계로
통합FSC와 통합LCC(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출범 계획 발표
- 한진칼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KE 증자 재원 지원(0.8조),
KE는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2.5조)하여 아시아나
신주 및 영구채 인수(1.8조) 등 거래계획 발표
< 거래구조도(출처 : 산업은행 보도자료, ‘20.11.6) >

한진칼

❶ 3자배정 유상증자(0.5조원)
/ 교환사채 인수(0.3조원)

산업은행

(한진칼 주식인수)

➋ 주주배정 유상증자(2.5조원)
(한진칼 0.73조원 참여)

대한항공

➍ PMI*

➌ 3자배정 유상증자(1.5조원)
/ 영구채 인수(0.3조원)

통합 FSC

(대한항공+아시아나)

아시아나
* Post Merger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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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항공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통합의 구조, 주요과제, 시기
등을 담은 PMI(Post Merger Integration) 수립(‘21.6, 공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FSC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의 통합방안, 고용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등 포함
-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이후 아시아나와의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PMI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PMI 이행여부를 주기적 점검 예정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왕복 7개) 노선을
경쟁제한 노선으로 선정하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2.2)
-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신규 진입 항공사
및 기존 항공사에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부과
-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
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
< 행태적 조치 주요 내용(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22.2) >
주요 조치

조치 내용

·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운임을 ‘19년 운임 대비 물가
운임 인상 제한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 단,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 반영하여 운임인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 각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19년 수준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
* 단,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하며,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시행전 ·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19년 시행제도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시행후

· 기업결합일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 이후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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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정위 의결
로서 시정조치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및 구체화할 계획
ㅇ 해외심사의 경우 ’21.1월 심사착수 이후 최근 우리나라
포함 14개 대상국 중 8개국 승인, 6개국 심사 중
* (심사중) 미국‧일본‧EU‧중국‧영국‧호주 등
(승

인) 한국‧터키‧대만‧태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추진 필요성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제3자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에,
* ’20년 M&A 발표 당시 부채비율 2,366%, 10년간 이자보상배율 0.3

- 항공산업의 발전 및 아시아나와 그 자회사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기업결합 필요성은 인정됨
ㅇ 통합시 세계 7위권 대형 FSC 탄생, 자산 통합운용, 중복
투자 절감 및 네트워크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
- 또, 연결편 다변화, 외항사와의 조인트벤처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인천공항 국제 경쟁력 제고 기대
ㅇ 다만,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판매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 필요
- 또한, 관련 종사자들의 구조조정, 소비자 피해 등 독과점
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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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진방안
ㅇ 해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재외공관 등 관계
부처 및 해당기업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
- 해외 당국은 경쟁제한성 완화 방안(대체항공사 섭외 등)을
요구, 우리 LCC가 대체사가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등 지원
ㅇ 운임인상 우려 관련, 공정위는 ’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 부과
- 공정위와 협조하여 해당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ㅇ 중복인력은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자연감소 및 부문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PMI에 포함
-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통합계획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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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항공교통(UAM) 추진방안

□ 개요
ㅇ UAM은 도심교통 혼잡 및 탄소배출 개선을 가져올 新교통
수단으로, 교통형태의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증대되고 미래먹거리로 부상
<<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념 >>

ㅇ (정의) 친환경‧저소음 소형항공기*와 버티포트(활주로 無)를 활용하여 혼잡한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하는 첨단 항공교통체계
*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 : 전기(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기

ㅇ (운항방식) 초기에는 조종사 탑승, 기존 헬기고도(300～600m↑)로 운항 ⇒
‘35년 이후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 전망(※ km당 요금 : 초기 3천원 ⇒ ’35.～ 0.5천원)
* ‘40년 UAM 세계시장 규모는 약 730조원으로 예상(국내는 13조원 규모)

ㅇ UAM의 교통혁신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주목해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의 기체(eVTOL)를 개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
ㅇ 국내기업도 산업생태계 전 분야에서 도전적으로 시장 진출 중
*

①

기체(현대차·한화시스템),

항공·제주항공),

②

인프라(한국·인천공항공사),

③

운항(대한

④

서비스‧플랫폼(SKT·KT·LG)

【UAM 교통‧도시‧환경적 특성】
▸ (교통 이용형태) 중·장거리 UAM과 단거리 도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연계교통(Seamless)으로 구성되는 교통서비스(MaaS)로 이용될 전망
-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 있고, 이용방식은
“터미널 거점 → 오피스 및 개인주거지 호출형 서비스”로 점차 확대 예상
▸ (도시･환경적 특성) 전기동력(배터리) 기반으로 배출가스가 없고, 소음은 최대
60dB(일상적 대화수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시에서 운항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 (산업생태계) 기체·부품 등 제작(전체시장 중 9%),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
(16%), 운송·MRO･통신･플랫폼 등 서비스(75%)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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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및 필요성
ㅇ (추진체계 구축) 국토부 내 UAM을 전담하는 미래드론교통
담당관을 신설(’19.8.~)하여 산업지원과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부 ‧ 지자체 ‧ 산업계 ‧ 공공기관 ‧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20.6, 위원장 2차관)
* (’20.6.) 37개 → (’21.12.) 47개로 확대 / 초청기관으로 25개 기관 참여 중

ㅇ (추진전략 마련) 제도정비, 민간업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방향 등을
제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20.6.)
- 중장기 기술개발 및 투자전략을 담은 “K-UAM 기술로드맵”을
수립(‘21.3.)한 후 정부지원을 위한 R&D 기획을 추진 중
ㅇ (종합실증) 안전성 검증과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그랜드챌린지 추진
- 실증시나리오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UAM 서비스 구조,
운용방법 등을 담은 운용개념서를 발간(’21.9.)
- 비도심지역에서 우선 실증(’23~) 후 도심지역에서 실증(’24~)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비도심지역(전남 고흥)에 인프라 구축 추진 중
* (목적) ①상용화 안전성 검증, ②안전기준 기초데이터 확보, ③민간업계 시험･실증 지원

ㅇ (수용성 제고) 국민체감도 향상, 상용화 기반 점검 및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비행시연*을 매년 추진 중(‘20년~)
* (1회차) ’20.11, 여의도, UAM과 배송‧측량 등 다수 드론 동시비행‧관제 시연
* (2회차) ’21.11, 김포‧인천공항, 공항환경에 UAM기체‧운용서비스‧교통관리기술 실증

⇨ 신산업 제도기반‧기술지원이 지연될 경우 세계시장 선점에 차질이
우려되어, ‘25년 국내 상용화 실현을 위한 정부역할이 중요한 시점
-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민관 정책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K-UAM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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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 미래 교통수단인 UAM을 ‘25년 최초 상용화하고, 시범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 활성화 유도
ㅇ (종합실증) 상용화 전 안전성 확보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한 종합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23~‘24)을 추진
【 그랜드챌린지 단계적 실증계획 】
1단계(비도심, ‘23~)

2단계(도심, ‘24~)

⇨

ㅇ (시범사업)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 등 우선 상용화가
가능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25)하고, 지역특화형 사업*도 발굴
* 교통소외지역·신도시·관광·물류형 등을 통해 UAM 수혜지역 전국 확대

ㅇ (기술개발) 제작, 인프라, 서비스 등 UAM 전 분야에 대한
R&D를 추진*(’24~)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력 확보 지원
* 5개 부처 공동 R&D(1.6조원 규모)를 기획 중(’22년上 예타 신청예정)

ㅇ (인프라 확충) UAM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 추진
【 UAM 버티포트(이착륙장) 위계 】
※ 거점기능의 버티허브, 터미널기능의 버티포트, 중간정류장기능의 버티스탑
[버티허브]
[버티포트]
[버티스탑]

ㅇ (제도기반) UAM 상용화, 산업진흥 및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특례 도입과 사업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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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UAM 현황

□ 개 요

ㅇ UAM은 도심교통 혼잡 및 탄소배출 개선을 가져올 新 교통수단,
전 세계적으로 300여종의 기체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경쟁 치열
<<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의 개념 >>
ㅇ (정의) 친환경‧저소음 소형항공기*와 버티포트(활주로 無)를 활용하여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
*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 전기(친환경) 분산추진(저소음․안전) 수직이착륙기

- 기체의 핵심동력은 전기배터리이며,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기체도 개발 중
ㅇ (운항방식) 초기에는 조종사 탑승, 기존 헬기고도(300～600m↑)로 운항 ⇒
‘35년 이후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 전망
ㅇ (전망) 교통형태 변화·기술발전으로 실현가능성↑ ⇒ 미래먹거리 산업 대두
* ‘40년 UAM 세계시장 규모는 약 730조원으로 예상(국내는 13조원 규모)

□ 이용형태

ㅇ UAM과 기존 버스·택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서비스(MaaS)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Uber가 제시한 종합 교통 이용형태】

UAM과
PM이

철도‧버스‧택시‧
혼합된

연계교통

(Seamless) 형태 전망

ㅇ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 있고, 초기
이용서비스는 공항↔도심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 예측
* (NASA 예측 서비스 추이) 공향셔틀→터미널형 에어셔틀→호출형 에어택시

- AI 활용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기술개발 시간소요와
대중수용성 고려 시 상용화부터 10여년간 조종사 탑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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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개요

ㅇ (참여사업자) 기체·부품･해석 등 제작, 건축·설계･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통신･플랫폼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참여
ㅇ (연관 산업) 배터리･충전･센서 등 미래차, 부동산투자･운영 등 건설･
금융, 기존 교통수단･플랫폼(예약･배차) 운송 등 시장과 밀접한 연관
【UAM 산업생태계 구성도】

ㅇ (규모) 기체·부품 제작, 건축·건설 등 인프라,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구성되며 ‘40까지 730조원 규모 달성 예상
* (’17년 세계무역규모) 자동차 3.2조$, 반도체 2.1조$, 항공 0.88조$, 조선 0.22조$

ㅇ (성장률) 최초상용화(‘23 예상)부터 전 세계로 상용화･확산되는
’40까지 연평균 증가율 31% 수준으로 지속 확장･성장 예상
【세계 컨설팅 보고서별 시장규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분석(’20)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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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K-UAM 로드맵(’20.6)

□ 목표 및 추진전략

<< 비
비

전 >

UAM 선도국가 도약 및 도시경쟁력 강화
교통혁신으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첨단기술 집약으로 제작·건설·IcT 등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

◈ ‘22~’24 UAM 비행실증, `25 상용화 시작, `30 본격 상용화

표

◈ ’30년 10개, ‘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로 확대

주요

◇ 안전성

가치

(Safety)

기본
방향

◇ 지속 가능성

◇ 국민 편의

(Sustainability)

(Convenience)

◇ 민간주도 사업으로 정부는 신속히 제도·시험기반 지원
◇ 기존 안전·운송제도 틀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성장 유도

추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

진

 민간역량 확보·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내

추진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

용

전략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연계교통 구축
 공정･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스탠다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 확대

마일

준비기
(’20~’24)

→

초기
(’25~’29)

스톤

･이슈･과제 발굴
･법･제도 정비

･일부노선 상용화
･도심 내/외 거점

･비행노선 확대
･도심 중심 거점

･이용 보편화
･도시 간 이동 확대

･시험･실증(민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사업자 흑자 전환

･자율비행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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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
(’30~’35)

→

성숙기
(’35~)

참고 3

그랜드 챌린지 개요

 (인프라 구축, `21~`22) 개활지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격납고
건축, 시험장비 설계·구축 및 인프라 운용시험(Dry-Run)*
* UAM 모사항공기(Surrogated Aircraft, 예: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프라 운용확인 시험

 (1단계 실증, `23) 비행시험장(개활지, 고흥)에서 사전시험*을
통한 UAM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통합운용 실증 수행
* 특정 UAM 항공기(또는 UAS 기체)를 이용한 실증 프로그램 운용 사전확인 시험

 (2단계 실증, `24) ‘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공항 등 준도심‧도심을 연결하는 실증회랑에서 통합실증 수행
* K-UAM 로드맵(‘20.6)에서 제시한 실증 노선 등을 우선 검토
【 K-UAM 그랜드 챌린지 단계적 실증 계획 】
1단계

2단계
∙비도심(2
‘ 3~)
∙인
프
라구
축중

⇨

∙ 도심지(‘24~)
∙입지 선정 중

▲ 주요 실증범위

①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서비스의 H/W, S/W 안전성 통합점검
② 통신, 항법, 감시, 정보 공유·교환을 통한 이해관계자간 역할
③ 악천후, 기기고장 등 상황별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상용화착수 지원, `25)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데이터
분석, 관련기술 및 인프라 민간제공을 통한 상용화 착수 지원
 (R&D 연계, ‘22~’25) 실증시험 중 항공기 위치확인 등 안전성 검토
및 초기 상용화 인프라 지원을 위한 R&D과제*와 연계하여 진행
* 초기 UAM 교통관리 서비스 및 항로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획득/활용체계,
UAM 객체별 운용능력 및 절차 확보를 위한 가상 통합운용 등 2개 신규과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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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드론관리법 제정

□ 추진배경
ㅇ 드론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에 따라 드론 의무보험
확대(’20.12), 드론실명제(‘21.1), 조종자격 차등화(’21.3) 등 추진 중

- 다만, 드론은 현재 有人 중심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 기존 항공안전·사업법 체계 내 예외 형태로 규정 중
* 현행 항공안전법상 무인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등과
함께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 중

- ｢드론법｣(‘19.4 제정)은 산업육성 지원법으로 인증·자격·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기에는 한계
⇨ ‘드론관리법(가칭)’ 제정*을 통해 드론관리에 필요한 입법
소요에 적기 대응하고, 드론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
*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1.12)에 따른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 드론 관련 법령개선 연혁 >
ㅇ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 관련 규정이 최초 반영(‘99.8)된 이래로
자격증명제 등 드론 활용의 초석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지속 도입
- 항공법 분법(‘16.3)으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
안전법｣, 사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업법｣으로 이관
ㅇ 항공안전·사업법에 드론 관리·사용사업 관련 제도들을 각각 도입
* (항공안전법) 드론실명제(’21.1), 조종자격 차등화(’21.3) 등
(항공사업법) 의무보험 가입 대상 확대(’20.12) 등

ㅇ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
특별법인 ｢드론법｣ 제정(‘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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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 주요 내용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22.4.13)

< 드론관리법 제정 기본방향 >

◈ 드론 기술기준 등 체계적 드론 관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항공안전·사업법 내 드론 관련 사항을 드론관리법으로 이관
* 무인항공기(150kg 초과) 관련 규정은 현재와 같이 항공안전법에서 규정

ㅇ (개요) 총칙 규정(7개), 드론관리 강화에 필요한 신설 규정(7개),
항공안전법·사업법 이관 조문(34개) 등 총 6장, 48개 조문으로 구성
ㅇ (드론관리 강화) 드론 기술기준, 식별장치, 안전사고 보고, 조종
교육증명 등 드론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 근거 신설(7개 조문)
ㅇ (신산업 기반 마련) 드론배송 등 신산업 출현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드론비행규칙(안 제17조), 드론 기술기준(안 제8조) 신설
ㅇ (이관 조문) 항공안전법·사업법 내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사용사업 등에 관한 조문은 드론관리법으로 이관(34개 조문)
* (항공안전법→) 무인비행장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
(항공사업법→)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합병·휴폐업 등 사항

□ 기대효과
ㅇ 드론 법률 단순·일원화로 정책고객(국민)의 법률 접근성
강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기반 마련
ㅇ 법령 이해도 개선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
방지 및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 향후계획
ㅇ 의견 수렴(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을 거쳐 법률 제정 추진
- 150 -

참고 1

드론관리법 제정안 목록

[ 분리 ] 기존 항공안전·사업법 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조문에서 드론 분리
[ 일부개정 ] 기존 항공안전·사업법 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조문에서
드론 분리 및 일부개정
[ 신설 ] 정책연구, 로드맵 등을 반영하여 신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일부개정 ]
제2조(정의) [ 일부개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일부개정 ]
제4조(군용드론 등의 적용 특례) [ 일부개정 ]
제5조(국가기관등 드론의 적용 특례) [ 일부개정 ]
제6조(드론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분 리 ]
제7조(드론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 분 리 ]
제2장 드론 안전 관리
제8조(드론기술기준) [ 신 설 ]
제9조(무선설비 등) [ 신 설 ]
제10조(안전 활동) [ 신 설 ]
제11조(사고보고) [ 분 리 ]
제12조(드론안전 자율보고) [ 신 설 ]
제13조(사실조사) [ 분 리 ]
제14조(주류 등의 섭취ㆍ사용제한) [ 분 리 ]
제15조(드론보험 등의 가입의무) [ 분 리 ]
제16조(드론 안전성인증) [ 신 설 ]
제17조(드론 비행규칙) [ 신 설 ]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
제18조(무인비행장치 신고) [ 일부개정 ]
제19조(무인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일부개정 ]
제20조(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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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분 리 ]
제22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 일부개정 ]
제23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대여 등 금지) [ 분 리 ]
제24조(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증명) [ 신 설 ]
제25조(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일부개정 ]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제2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등) [ 분 리 ]
제27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등) [ 분 리 ]
제28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계획의 변경 등) [ 분 리 ]
제29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분 리 ]
제30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 분 리 ]
제31조(법인의 합병) [ 분 리 ]
제32조(상속) [ 분 리 ]
제33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 분 리 ]
제34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폐업) [ 분 리 ]
제35조(서류 등의 비치) [ 분 리 ]
제36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 분 리 ]
제37조(개선 명령) [ 분 리 ]
제38조(과징금 부과) [ 분 리 ]
제5장 보칙
제39조(청문) [ 분 리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일부개정 ]
제41조(수수료 등) [ 분 리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분 리 ]
제6장 벌칙
제43조(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일부개정 ]
제44조(검사 거부 등의 죄) [ 분 리 ]
제45조(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분 리 ]
제46조(양벌규정) [ 분 리 ]
제47조(과태료) [ 일부개정 ]
제4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분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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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드론법 및 드론관리법 비교

□ 제정 취지
ㅇ 드론법은 초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관리법은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산업의 안전 및 사업 관리를 위해 제정 추진
초기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드론 기술개발, 실용·사업화 등을 위한 산업지원 및
(’19.4.30 제정)
특례 적용 등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빠르게 성장 중인 드론산업의 안전·관련 사업의 체계적
드론관리법
관리 및 산업계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적시 대응, 법령
(’22.4.13 발의)
일원화로 국민의 법령 이해도 제고·접근성 향상
드론법

□ 법령별 주요내용
제1장(총칙) : 목적, 정의, 드론산업의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정책추진 체계)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법
실태조사,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드론 활용의
제3장(드론산업의 육성) :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특별자유화
촉진 및
구역 운영, 첨단기술 지정·지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반조성에
제4장(보칙) :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청문,
관한 법률)
권한 등의 위임·위탁, 수수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제5장(벌칙) : 벌칙, 양벌규정
제1장(총칙) : 드론관리정책기본계획 수립,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용드론·국가기관 등 무인드론의 적용 특례 등
제2장(드론 안전관리) : 드론기술기준, 안전활동, 사고·안전
자율보고, 드론보험 가입의무, 안전성 관련 인증, 비행규칙 등
드론
제3장(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종사자 등) : 무인비행장치
신고·변경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증명·
관리법
(드론의 관리 조종교육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및 이용 등에 제4장(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 등)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
관한 법률) 등록, 사업계획의 변경, 명의대여 금지,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폐업,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5장(보칙) : 청문, 권한 등의 위임·위탁, 수수료
제6장(벌칙) : 무인비행장치 불법 사용, 검사 거부 등의 죄,
양벌규정,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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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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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추진

◇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격자형 도로망 구축

□ 추진 배경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1~’30)을 수립하여 도로 정책방향·목표,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 방향 등 제시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 (간선도로망 개편) 지역 간 이동성 강화 및 광역수요
반영 등을 목적으로 도로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간선
도로망 체계 개편(10×10 + 6R2)
➊ 격자형 간선도로망 재정비 : 7×9 → 10×10 (남북 10축, 동서 10축)
- 축간 이격거리(약 73km)가 큰 중부선-중부내륙선 간 신규축을 도입하고
기존 간선도로망에서 지선으로 추가된 주요 고속도로를 신규축으로 반영
➋ 대도시권 고속교통망 보완 : 6R (Ring) → 6R2 (Radial Ring, 방사형 순환망)
- 광역생활권 교통 수요를 감안하여 대도시 중심과 주변 도시까지 직결
하는 방사축 고속교통망을 보완, 5대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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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방향 제시) 경제재도약,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미래도로 구축 등을 목표로 중장기
도로정책 방향 제시
➊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 국토균형 발전 지원/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도로투자 효율화
➋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 도로 공공성 강화/ 사람중심도로 구축/ 도로이용자 편의 제고/ 운영·관리 효율화
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교통안전 강화/ 구조물 안전 관리/ 재난대응 역량 강화/ 유지관리 자동화·무인화
❹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 디지털·스마트 도로/ 친환경·탄소중립 도로/ 글로벌 도로망 구축

【미래도로 개념도】

□ 추진계획
ㅇ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및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따라 간선도로 확충 및 정비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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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 ’21.9.24),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22.2.4),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 ’21.9.30), 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 ’21.9.30))

ㅇ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과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일반국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기 개통
- (고속도로) 세종~안성, 새만금~전주, 포항~영덕 등 주요
사업을 적기 개통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절차 착수
- (일반국도) 남해~여수, 고창~부안, 비금~암태, 제2경춘선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간선기능
사각지대 보완
ㅇ 메가시티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방사형 순환 도로망
확충 계획의 구체화 추진
< 대전충청권 >

< 광주호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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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 >

< 부산경남권 >

참고1

국가간선도로망 (10×10 + 6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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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도로분야 주요 현황

□ 도로분야 국가계획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2001)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도로정비수정계획
(2006~2010)

제2차 도로정비계획
(2011~2020)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최초 간선도로망
계획 제시(7X9)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장기목표 제시(7X9)

수도권・대구・
부산・광주권 추가

격자망+순환망
체계 마련(7×9+6R)

격자망 확대, 방사축
추가(10×10+6R2)

□ 고속도로 구축 연혁

※ 총연장 4,930km, 국토의 74.7%에서 30분내 접근 가능

1970

1980

1990

2000

2010

2021

총연장 551km

1,224km

1,551km

2,131km

3,859km

4,930km

□ 도로 등급별 구분
ㅇ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도로)․일반국도를 국토교통부가
건설・관리하고, 지자체 소관의 지방도와 시가지 도로가 상호 연계
도로등급
고속
국도
(4,929km)

도로관리청

재정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민자

국토부장관
(민자법인)

시외부
일반
시내부
국도
(14,098km)
국대도
지방도
지방도
(18,201km) 국지도
특별ㆍ광역시도,
시ㆍ군ㆍ구도
(75,830km)

국토부장관
(지방국토청장)
시장
국토부장관
(지방국토청장)
도지사
(시 구역 : 시장)

재원 분담
ㅇ 설계・공사 : 국비 40%, 도공 60%
ㅇ 유지관리 : 도공 100%

* 용지비 국고 100%

ㅇ 설계・공사・유지관리 : 민간사업자
ㅇ 용지비 : 국비 100%
* 공사비 지원 가능(30% 수준)
ㅇ 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국비 100%
ㅇ 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
ㅇ 설계비・공사・유지관리 : 국비 100%
ㅇ 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
ㅇ 설계 : 국비 100% ㅇ 공사비 : 국비 70%
ㅇ 용지・유지관리 : 지방비 100%

특별ㆍ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ㅇ 공사비, 용지비, 유지관리비 등 :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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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교통혼잡 해소 + 교통 효율성 제고 ⇒ 출퇴근시간 단축(삶의 질 향상)

□ 추진 개요
ㅇ 수도권 고속도로의 1/3 이상이 상습정체 구간으로 고속
도로로서 도로의 간선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 도로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교통량 처리 등을 위한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
ㅇ 경부선, 경인선 등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고속도로 하부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

□ 경과
ㅇ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22.2월 고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반영 지하고속도로 노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0호(2022. 2. 4.)
① 인천-서울(경인선) 19.3km,

② 화성-서울(경부선) 32.3km,

③ 판교-퇴계원(수도권제1순환선) 31.5km, ④ 신갈-과천(영동선) 31.7km

ㅇ 인천-서울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기재부, ‘22.4.29)
- 162 -

□ 필요성
ㅇ 지하고속도로는 만성교통 정체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
- 수도권 대도시 주변이 도시화되어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체적으로 도로 용량 증대 필요
ㅇ 대도시권 도로주변의 환경성 개선에 기여
- 지하화를 통해 지상도로의 차량 운행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지원 체계로 탈바꿈하여 환경 친화 공간 마련 가능
ㅇ 단절 없는 고속도로망의 완성이 가능
- 도시지역 구조물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간선도로망을 완성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망 체계 개선
□ 추진계획
ㅇ 경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타 착수(기재부, ‘22) 등 지하고속
도로 예타 신청 등 사업별 절차 착수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타당성 평가(1년), 기본 및 실시
설계(2년) 등을 거쳐 착공 추진
ㅇ 대심도 고속도로에 필요한 환기․방재시설, 기하구조, 진출입
시설 등 안전제도 강화 추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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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하고속도로 사업 개념도

- 164 -

참고2

해외 지하고속도로 대표사례

사 업 명

A86
복층터널

마드리드 M30

보스턴
Big Dig

시애틀
SR99

사업위치

프 랑 스
파
리

스 페 인
마드리드

미
국
보 스 턴

미
국
시 애 틀

사업방식

신설

지하화

지하화

지하화

사 업 비

3.1조원

5.5조원

17조원

4.2조원

12.0Km

2.7Km

48Km

터널연장

10Km

(전체 터널연장)

12.4Km
(지하도로 연장)

왕복4차로

차 로 수

+2차로(비상용)
(복층터널)

차로이용

왕복6∼8차로 왕복8∼10차로

왕복4차로

(병렬터널)

(박스터널)

(복층터널)

승용차

전 차종

전 차종

전 차종

최대속도

70Km/h

70Km/h

72Km/h

72Km/h

최대심도

90m

75m

36.5m

61m

181.37㎡

278㎡

횡단면도

단 면 적

104.90㎡

사업현황

공용중
’97년 착공
’11년 완공

(복층터널 구간) (Box 압입 구간)

공용중
’04년 착공
’07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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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중
’91년 착공
’06년 완공

213.72㎡

공용중
’11년 착공
’19년 완공

3

도로분야 디지털전환 추진

◇ 디지털 도로 구축 + 도로관리 디지털 전환 ⇒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

□ 디지털 도로망(ITS) 확산
ㅇ (디지털 교통관리체계) 정체․안전 개선 등을 위해 ‘전체
간선도로에 끊김 없는 ITS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설
구축 추진*(~`24)
* 고속도로 : 전구간 구축 완료/ 일반국도 : 47.2% 구축 ⇨ `24년까지 전구간 완료

- ITS 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수집․제공 외에도 실제
운전자의 체감 효과가 큰 신호 개선, 안전 서비스 등을
본격적으로 구현

ㅇ (성과확산) 한국형 ITS 기술 홍보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6 ITS 세계총회*’ 강릉 유치 추진(`22.9월
LA 총회에서 유치도시 표결)
* `94년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ITS 분야 최대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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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 디지털 전환
ㅇ (인프라 디지털화) IoT 기반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교량,
터널, 비탈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상시계측 및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 주요 교량 및 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25), 터널 원격제어시스템(～`23) 구축중
《교량 IoT 계측체계 업무흐름》

ㅇ (디지털 플랫폼) 도로 시설물 정보인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전국 도로에 대한 정밀 자율주행 기반 마련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
* 도로 기하정보 기반 위험 예측, 유휴부지 활용, 실제도로 메타버스 구현 등

- 지역별 도로관리 수준 차이 해소와 시설물 노후화 대비를
위해 전국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도로등급별 유지관리기준 정립 ⇨ 관리청별 관리수준 평가 ⇨ 기술적·재정적 지원

- (기대효과) 시설물의 실시간․원격관리, 빅데이터․AI 기반
신속한 도로투자 의사결정*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전을 강화
* 시설물 보수보강 재검토 시기 분석, 시설물 붕괴위험 사전알림 등

- 전국 단위의 도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자율주행 지원,
유휴부지 활용(신재생 등), 물류 최적경로 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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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ITS 안전서비스 개요

□ (안전 서비스) 취약구간 돌발상황 관리* 등을 신규로 운영하고,
지자체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실버존 스마트 횡단보도 등 지원
* 역주행, 보행자 등 돌발정보 발견 ⇨ 전광판·사이렌·조명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

ㅇ AI, IoT, 엣지컴퓨팅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ITS 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주요서비스 및 추진현황(교차로 전방향 검지서비스 등 6종 228개 지점)
서비스명

서비스 개요

수 량

1. 교차로 全방향 검지

‣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의 전방향 교통상황 관리

198개소

2. 집중 돌발관리

‣ 상습 지정체 전구간 돌발상황 검지 및 우회정보 제공

5구간

3. 역주행 예방

‣ 나들목에서 역주행 차량 조기 감지 및 경고

11개소

4. 로드킬 예방

‣ 야생동물의 도로접근 차단 및 침범 시 운전자 경고

5개소

5. 작업구간 안전지원

‣ 이동식 ITS설비로 공사구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2식

6. 노면 기상정보 제공

‣ 노면상태 정보를 센서로 수집하여 노면에 직접 표출

5개소

- 돌발검지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분석 및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
ㅇ (지자체보조사업) 도심부 교통완화 및 안전대책을 위해 지자체
ITS 구축 지원(특·광역시 40%, 시·군 60%, 주요서비스: 긴급차 우선신호,
스마트횡단보도 등)

-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센서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음성과 알림판
으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 도입효과 : 보행사고 감소, 정지선 및 속도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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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활동 추진현황

□ 추진 배경
ㅇ (배경) 한국형 ITS 홍보와 첨단 교통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의
場을 마련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TS 세계
총회 유치 추진
※ 지난 ‘18년 ‘22년 서울 ITS 세계총회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중국(쑤저우)이 선정

ㅇ (기대효과) 기술시연 등을 통한 국내 ITS 기술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대규모 외국인 참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
※ ‘10년 부산 ITS 세계총회: 생산유발효과 1,1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93억

ITS 세계총회(World Congress) 개요
ㅇ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교통수단 및 시설에 IT 기술
융복합한 첨단 교통기술의 전시ㆍ학술 총회로 매년 개최(3개 대륙 순회)
* ‘94년 프랑스 파리 총회를 시작으로 매년 유럽, 미주, 아시아 대륙 순차 개최
** ’21년 함부르크(유럽) → ‘22년 LA(미주) → ‘23 쑤저우(아시아)로 순차 개최

ㅇ 한국은 서울(1998년), 부산(2010년) 2회 개최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20. 2 : 강릉 국내 유치후보도시 선정
ㅇ ‘20. 2 ~ : 유치활동(국제세미나 개최, 해외 방문 면담, 홍보관 운영 등) 전개
ㅇ ‘22. 7 : 아태 사무국(일본) 및 평가위원회 후보도시 답사(예정)
ㅇ ‘22. 9. 17 : 유치제안 발표 및 ’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

□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효과
ㅇ 총회를 통해 전세계에 한국의 다양한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디지털도로, 미래차, 스마트 시티 등에 핵심 요소인 IoT,
AI, 반도체, 5G 등 新경제 동력 육성 가능
ㅇ 2027년 자율주행 Lv4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 우리 업계
에서 준비한 기술력,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전세계에 소개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
<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개요(안) >
- 일 시: 2026. 10. 19.~ 10. 23일 (5일간) 예정
- 장 소: 강릉시 올림픽파크 일원
- 주 제: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 구 성: 장관회의, 학술세션, 전시회, 기술시연·시찰, 비즈니스 마켓 등
- 참 가: 약 90개국, 20,000명
※ 2010 부산 ITS총회 직접 경제유발 효과 1,689억원, 고용효과 1,3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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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비탈면 IoT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배경
ㅇ 집중호우 증가로 비탈면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 예방의 중요성 증대
- 비탈면 관리를 피해 발생 시 복구하는 후속조치 중심에서
첨단기술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적 선제조치
체계로 전환 추진

□ 주요내용
ㅇ GPSㆍ변위계ㆍ경사계 등 센서를 통해 상시 취득되는 정보로
위험을 자동감지하여 관리청의 선제적 조치로 피해 예방
- ‘20년~’25년 사이 국도 상 3만여 개 비탈면 중 위험·피해도*가
높고 규모가 큰 500개 비탈면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ㆍ운영
* (위험도) 불연속면 발달, 풍화 등 붕괴 가능성 정도, (피해도) 붕괴 시 피해 정도
연도
개소수
예산(억원)

소 계
500
1,500

’20년
10
30

’21년
6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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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30
390

’23년
100
300

’24년
100
300

’25년
100
300

참고4

교량 loT 상시계측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 배경
ㅇ 노후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구조물의 급격한 성능저하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거동·이상징후를 모니터링 등 관리

□ 주요 내용
ㅇ (사업내용) 교량에 가속도계 등 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구조물의 이상 거동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 발생시 현장출동 및 긴급현장점검 ⇒ 필요시 보수·보강

ㅇ (대상) 일반국도 교량 1,251개소(연간 250개소)
* 1) 노후교량: 노후도가 높아(25년 이상 경과) 가까운 장래에 보강·개축이 필요한 교량
2) 손상교량: 이미 피해를 입어 복구후 진전여부 관측이 필요한 교량
3) 위험교량: 내외부적 위험요인이 높아 선제적 관측이 필요한 교량

ㅇ (사업기간/예산) ’21∼’25(5년간) / 총 425억(직접)
< 교량 IoT 상시계측시스템 연도별 설치계획 >
구 분
교량 (개소)
예산 (억원)

소 계
1,251
425

‘20년
5

`21년
31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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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87
84

‘23년
248
84

‘24년
215
84

‘25년
185
84

참고5

터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배경
ㅇ 터널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대터널
(1km이상)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터널까지 52개

권역으로 통합관리 중
- 사고 발생시 국토사무소(터널관리소)에서 출동시간이 최대

60분가량 소요되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어
초동대응에 한계
* 고속도로는 지사(53개)와 민자사업자(13개)가 직접 관리,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

□ 주요내용
ㅇ 전국 국도터널 897개소를 77개 권역으로 묶고 CCTV, 진입
차단 등 터널 원격제어체계*를 구축하여 대형피해 예방
(‘22년까지 1,182억 원)
* 원격지에서 터널 방재설비 정보를 실시간 제어·수집하여 유고시 신속한 상황
관제로 터널 안정성 및 유지관리 업무의 첨단화를 실현시키는 시스템

- 사고 시 원격제어로 터널 진입을 차단하고 현장대응 인력이

30분 이내 출동 가능하도록 초동대응 체계 구축(모든 터널 CCTV 설치)
□ 구축 계획
ㅇ 터널별 통행량, 위험도등급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제트팬, 진입차단시설 등의 방재설비 보강 및 통합관리센터 구축
합 계
예산(백만 원)
118,225
권역
77개
터널
897개

‘20년
37,000
12개
203개

‘21년
30,581
12개
165개

* ’22년 예산 사업의 일부 구간은 ‘23년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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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0,644
53개
528개

비고

참고6

도로관리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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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리한 도로서비스 확대

◇ 휴게시설 + 환승시설
⇒ 편리한 도로
◇ 미래 기술 +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 위험요소 제거 ⇒ 도로안전

□ 추진 배경
ㅇ 지역 특화 휴게시설, 스마트 IC, 고속도로 환승시설 등의
시설 구축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 서비스 제공 필요
□ 편리한 도로서비스 확대
ㅇ (지역 특화 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지역 특산물 판매
등 가능한 행복장터 사업을 개선‧확대
- 국도 주요거점에 휴게시설과 지자체 특화공간, 미래기술 등이
결합된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성과 등 고려하여 확대방안 강구)
* 공모를 통해 전국에 18개소 추진 중(개소 당 20억원 지원), `22년 내 5개소 최초 준공

ㅇ (스마트 IC) 인접 지역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고속
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 IC를 확대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 하이패스 전용 IC의 경우 정규 IC에 비해 1/5 수준 사업비 소요
(84억원 vs 400억원)

- 설계‧공사 중인 18개소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지비 국고
지원 등 지자체 부담 경감방안* 마련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 (현행) 도로공사 + 지자체 사업비 분담(각 50%) ⇨ (개선) 정부
예산으로 용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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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승시설 확충)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활용하여 교통
수단간 환승이 가능한 광역교통 플랫폼(승용차↔지하철↔
버스 등) 구축
- 권역별 환승여건이 우수한 하남 휴게소(중부선), 서울TG
(경부선), 서서울TG(서해안선) 등을 대상으로 민간 공모를
통한 복합개발 추진
< 휴게소 스마트IC >

< 고속도로 복합환승센터 >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ㅇ (보행자 안전) 노약자 등 지역주민 통행이 잦은 곳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안전 장비‧과속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
ㅇ (과적 근절) 상습위반자 과태료 가중부과, 과적 원인자
처벌, 단속장비 신뢰도 제고(인증제도) 등 통해 사고를 유발
하는 과적행태 근절
ㅇ (안전기준 강화) 교량 내진보강 확대 적용, 등급에 맞는
터널 방재시설 보완, 특수교 방재지침 마련 등 안전기준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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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고속도로 휴게소 행복장터 추진 현황

□ 도입배경
ㅇ 휴게소를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개방협상관련 (구)농림수산부 설치협조 요청(‘92. 3월)

□ 설치‧운영 절차
지자체

도 공

도공․지자체

지자체

설치요청

승 인

협약 체결

설치․운영

□ 운영현황 : 100개소 운영 중
합 계
(행복장터수
/ 휴게소 개소수)

수도권

100 / 204

4 / 18

강원

충북

12 / 26 21 / 26

대전
충남
9 / 24

전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16 / 26 10/ 24 17 / 32 11 / 28

* 운영방법 : 지자체 직영(12), 농축협(19), 농민단체(69)

- 177 -

대구
경북

참고2

고속도로『스마트 IC』추진 현황

□ 추진배경
ㅇ (개념) 휴게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토록 한 소규모 IC로서, 하이패스
차량만 이용 가능

<휴게소형>

<본선형>

ㅇ (주요특징) 간결한 구조와 무인 운영으로 설치비 및 관리비가
최소이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미만 차량만 이용 가능
* 현재 운영중 16개소 평균 설치비 : 84억원 (트럼펫형 정규IC : 약 400억원)

□ 정규 vs 하이패스 IC
구분

정규(일반) IC

스마트(하이패스) IC

통행
차량

모든 차량이 이용 가능

하이패스를 장착한 소형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

교통
처리

완전 입체구조로 대량의 차량이
신속한 진·출입 가능

불완전 교차 등으로 교통처리 불리

적합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1∼3만대)

교통량이 적고(2∼3천대), 소형차
통행이 대부분인 지역

주요
시설

하이패스차로, 현장수납차로,
축중기, 회차로, 영업소(사무실) 등

하이패스 차로

비용
부담

공용중인 노선에 추가설치는
요구자 전액 부담

도공(50%), 지자체(50%) 분담
※본선형 : 영업시설 설치비 도공,
보상비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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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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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SOC 적기 구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추진배경
ㅇ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른 고속․일반 및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
ㅇ 수도권 교통난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망 확충 적극 추진 필요
□ 현황 및 경과
ㅇ 제3차 철도망 계획(`16~`25)에 따라 주요 간선․광역망* 확충 추진
* 강릉선(`17.12)․수인선(`20.7)․중앙선(`20.12) 등 개통, GTX-A(`19.6)․
신안산선(`19.8) 등 착공

- 특히, 수도권 교통난의 획기적 해소를 위한 GTX 본격 착수
ㅇ `21.6월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을 통해 달빛
내륙철도 등 총 44개(59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표
-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광역철도 사업(11개) 中 권역
별로 선도사업(5개) 선정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21.11)
□ 향후계획
1. 고속 ․ 일반철도 수혜지역 적기 확대
ㅇ 4차망 반영 신규 고속·일반철도 사업 신속 착수
-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 철도 사업들이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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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방안 강구 등 적극 대응
* (예타완료 목표) 수색～광명, 문경～김천, 호남선고속화, 새만금선, 평택～부발

ㅇ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철도사업 조속 추진
-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등 5개 사업*은 기본·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
* 평택∼오송(’21년 설계착수), 남부내륙 ･ 대구산업선 ･ 충북선 ･ 석문
산단(‘22년 설계착수) / 동해선 전철화는 ’20년 착공

ㅇ 진행 중인 간선 철도망 확대사업 적기 구축
- 공사 중인 서해선 등 일반철도 및 인천발･수원발 KTX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 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구축 추진
2. GTX 중심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의 차질없는 구축
-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GTX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존선 연장과 신규노선 확충 추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존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사업구간

사업비

A

운정∼삼성(민자)
삼성~동탄(재정)

3.5조원
2.0조원

공사 중

인천대입구∼마석(민자)

4.1조원

RFP 작성 중

용산~상봉(재정)

2.4조원

기본계획 고시 완료

덕정∼수원
김포∼부천

4.4조원
2.3조원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 협상 중
사전타당성 조사 중

B
C
D

- 182 -

추진현황

ㅇ 기타 광역철도 신규 개통 및 공정관리 철저
-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5.4 개통 예정), 대곡~소사(’23.1
개통 예정) 등이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조속 추진
ㅇ 4차망 반영 비수도권 신규사업 추진
- 4차망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권역별 1개씩 선정된
선도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22末)하고 후속절차 착수
<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현황 >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부산∼경남양산∼울산

부산 노포∼경남 양산∼울산역

50.0

10,631

대구∼경북

서대구역∼대구경북신공항∼의성

61.3

20,444

광주∼전남나주

광주 상무역∼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역

28.1

15,235

대전∼세종∼충북

대전 반석∼세종 조치원∼청주공항

49.4

21,022

경기용문∼강원홍천

경기 용문∼강원 홍천

34.1

8,537

-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진영∼울산역) 등 선도사업 미선정
사업도 순차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ㅇ 광역철도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광역
철도 지정기준을 유연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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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전국)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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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수도권)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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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철도산업 기반 구축

□ 추진배경
ㅇ 글로벌 시장 확대 대응, 우리나라 철도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철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기간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고속 이동수단, 안전성

□ 현황
ㅇ 철도 R&D 투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18.6),
국산기술 국제인증 취득 지원(`18∼, 총 40억)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철도 R&D를 통해 연 약 2천억원 수준의 철도기술을 실용화
하고, 지난 4년간 약 6조원 규모의 해외 철도사업 수주를 달성
□ 추진계획
1.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상 제시
ㅇ 철도산업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 철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21~’25)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
2. 철도의 특성(친환경성, 고속성)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ㅇ 철도를 통한 교통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 비전철 구간 전철화 등으로 전기차량을 투입하고, 디젤
철도 차량의 대체를 위해 개발 중인 수소열차 시험주행 추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사 지붕,
주차장, 폐선 등 철도시설에 태양광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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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고속 철도 서비스 도입 추진
- 400km/h급 고속철도 종합계획(’21) 관련 400km/h급(EMU
-370) 차량 도입을 위한 R&D와 고속운영을 위한 선로
등 개량 방안 마련
․ 기존 레일형 철도시스템 고도화 외에도 초고속(800km/h 이상)
주행 하이퍼튜브 R&D 기획을 완료하여 미래사회 이동혁신 주도
ㅇ 기술개발 및 시장 구축을 통한 철도산업 활성화
- 철도산업, 기술, 안전 등 철도인프라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 추진
추 ①시장 클러스터(복합부품특화단지, 완성차전용단지) ②기술 클러스터(종합시험선로, R&D센터)
진
③안전 클러스터(제2관제센터)
④인재 클러스터(철도인재센터)
전
략 ⑤물류 클러스터(스마트 철도물류센터)
⑥거버넌스 클러스터(글로벌 컨벤션타워)

- 한국형 신호시스템 시범사업*(’18~’22)을 통해 성능·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노후노선을 대상으로 본격사업 추진 등
국산화 기반 마련
* 일반·고속용(KTCS-2) : 전라선(180km) / 도시철도용(KTCS-M) : 일산선(6.6km)

- 장기(5~20년) 패키지(차량+유지관리부품) 구매계약 지속 추진*을 통해
강소부품기업 육성, 차량 + 부품산업의 동반 활성화 도모
* 지난 `21.11월 코레일 노후차량(74량)을 장기(10년) 패키지 최초 시범발주

3.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육성
ㅇ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철도물류 핵심거점인 의왕 ICD의 활용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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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인근 유휴부지를 물류시설로 개발‧운영하고, 노후
시설․화차의 신설·개량 지원 등 추진
ㅇ 중장기 철도물류 육성 추진
-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제2차 철도물류 중장기 육성계획
(`22~`26)”을 수립하고, 물류자동화·지능화 등 기술개발도 추진
- 철강 등 핵심품목 수송확대를 위한 국유지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로에서
철도로 물류전환 유도
4.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ㅇ 해외 수주 지원
-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재개되는 사업 일정에 따라 주요국과
고위급 면담‧협력회의 등 수주지원을 위한 대면활동 강화
- 국산 철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국제인증 수요
증가와 평균 소요비용등을 고려, 지원규모‧한도 상향 추진
-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망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해외 수주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회 분기별 개최
ㅇ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기반 마련
- 남북협력 재개를 대비하여 남측 미연결구간인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공사 적극 추진
- 국제철도 운행에 필요한 국가간 표준을 정한 국제철도화물
(SMGS)·여객운송협정(SMPS) 가입(국제철도협력기구)을 위해
국내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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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 이용편의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추진배경
ㅇ 철도수요 회복에 대응한 이용편의 향상 및 공공성 제고 추진
□ 현황/경과
ㅇ 준고속철도(KTX-이음, 260km/h급) 서비스 도입(`21.1~), 예매 서비스
개선(무료변경, 병합승차권 도입 등) 등 철도 이용자 편의 제고
ㅇ 고강도 방역, 입국자 지원 등 코로나 대응, 유휴부지 활용(어린이집,
창업공간 등), 공공형 택시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
□ 추진계획
1. 철도이용 정상화 및 운영 합리화
ㅇ 철도이용 정상화 및 서비스 확대
- 1인당 예매한도 및 입석 제한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으로 회복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열차 운행 정상화
- 고속차량 28편성(EMU-320 14, EMU-260 14) 구입 및 제작을
추진하여,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여건 마련
ㅇ 철도 운영 합리화 및 공공성 중심의 지원 추진
- 일반철도를 장거리 운행에서 단거리 고반복 셔틀운행을 통해
실제 통행수요에 부합하는 열차 운행체계로 단계적 전환
- 이용수요가 저조한 노선은 대체 가능 교통수단 등을 검토
하여 운영합리화를 추진하고, 벽지노선 PSO 보상 지속
- `22년 PSO 확대(3,796억원 → 3,845억원) 및 선로사용료(1천억원,
코레일) 지원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운영난 해소를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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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이용편의 향상을 통한 일상회복 촉진
ㅇ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편의를 위해 철도 예약시스템에 지역의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하여 환승체계 고도화, 연계 교통서비스도 지속 확대
- 인원이 적은 객실 확인, 역사 내 최적경로 검색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도 혼잡정보 제공
- 열차운행 정시율 관리체계 개선(現 종착역 → 改 거점역) 등
이용자 관점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지속 발굴
ㅇ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철도운임체계 마련
- 현 운임체계(km당 단가) 내에서 이용자 시간가치 · 서비스
속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차역수에 따른 할인·할증 추진
3.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제고
ㅇ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거복지 및 보육시설 지원
-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외선 유휴부지․신안산선
건물형 출입구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추진
․교육부 협의를 거쳐 철도부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
- 보육문제 완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어린이집 사업 대폭 확대 추진
ㅇ 일자리 창출 지원
- 역사 내 유휴공간에 지자체와 협업한 창업 지원공간 조성 확대
-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일케어’ 사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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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철도분야 대응

□ 추진방향
ㅇ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승차권 발매제한 해제,
열차 내 취식을 허용하여 국민편의 제고 및 일상회복 지원
- 다만, 역사‧열차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
□ 주요내용
① (승차권 발매) 단체‧입석‧4인 동반석 등 코레일과 SR이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년도 수준으로 환원
< 승차권 발매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구분

기존

개선(4.21∼)

단체

1회 9매 이하 발매

1회 10매 이상 단체권 발매 가능

입석

통로칸 간이석 수준 발매

차량 설계기준(하중) 고려 발매

자유석

미발매

1편성당 KTX 41석, 산천 43석 등

4인 동반석

순방향 2석만 발매

4인 전체 발매

② (생활방역) 역사‧열차 환기‧소독, 손소독기 비치‧운영,
직원‧고객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방역은 유지
③ (열차 내 취식) 열차 내 취식을 허용(4.25~)하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물 섭취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계도
*

➊

간단한 식‧음료 위주 섭취,

➌

➋

신속한 섭취 및 미섭취 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중 대화 자제,

➍

음식물 섭취 중 열차 내 이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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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철도 어린이집 협업 모델 개요

□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요
ㅇ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전·대체 신축 포함)
- (지원유형)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
하거나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대체하는 경우
- (지원대상) 건축비 및 설계·용역비 지원
- (지원단가) 1,676천원/㎡
- (지원규모) 개소 당 561㎡까지 지원(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 고려 탄력적 지원)
* 국비 지원액은 면적당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 한도 내에서 설계·
용역비 지원 가능

- (지원현황) ‘21년말 기준 전국 53개소, 160억원
□ 철도 어린이집 협업 개요
ㅇ 철도 어린이집 협업 추진 체계
디자인공모 및
유동인구, 면적
선정 후보지별
위탁운영자
국비 + 지자체
⇒ 설계(6개월), ⇒
및 주변입지 등 ⇒ 운영 지자체 ⇒
선정
+ 공단
시공(7개월)
고려(2개월)
공모(1개월)
①후보지 선정
국토부, 공단

②지자체 공모
공단

③예산 분담
복지부

④설계 및 시공
공단

⑤위탁자 선정
지자체

ㅇ (복지부 추가제안)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 부모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제고
* 스마트 기술(AI, IOT)을 접목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육교직원
정보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아이사랑 모바일 웹/앱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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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철도 서비스 구현

□ 추진배경
ㅇ 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철도 인프라 수준 향상 및
현대화 등을 추진하여 미래 철도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
□ 현황/경과
ㅇ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19.6), 무선제어입환 도입(’21.2~),
도시철도 노후시설(’18~)․차량교체 지원(’21~) 등 철도안전 강화
ㅇ 위험요인의 선제적 개선으로 철도사고*· 운행장애** 지속 감소
*’17년 105건(사망 51명) → ’21년 65건(사망 20명) / 17년 257건 → `21년 141건

□ 추진계획
1. 미래지향적 철도 안전환경 조성
ㅇ 미래 철도환경에 선제적 대응
- 무인운전의 일반화, 트램과 같은 新교통수단의 도입 등
미래에 대응하는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23~27년)” 수립
- AI·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선진형 복수 관제체계(이중화 구조)를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실시설계 착수
- 도시철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고, 운영
기관의 연차별 철도안전 분석·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
ㅇ 미래철도에 적합한 인력 양성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 철도를 이끌 젊은 인재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R&D 추진
- 국내 최초 트램 개통에 대비하여 운전인력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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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역사·설비 구축
- 역사 상업시설의 온라인 예약․구매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CCTV․이동 편의시설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역사 시범 구축
- 역사 뿐 아니라 주요노선의 전기·신호설비에도 IoT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 상태파악이 가능한 원격 감시체계 구축
2. 철도 인프라 수준 향상 및 현대화 추진
ㅇ 철도차량 검사 및 기술수준 강화
- 교통안전공단의 형식승인 검사업무 시범사업 추진 및 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제도 마련 등 검사·진단업무 고도화
- 전문가 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이 유럽 기준(TSI)에 부합
하도록 기술기준 개정 및 新교통수단 제작‧검사기준 마련 추진
ㅇ 노후 철도역사‧시설 등 철도 인프라 현대화 추진
- 이용자 편의성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노후도,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노후역사(99개)의 증개축, 전면 리모델링 등
선제적 개선
-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철도(지상구간) 노후시설 집중개량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통해 장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ㅇ 철도사고 및 범죄 예방 인프라 수준 향상
- 작업자-기관사간 의사소통 오류에 따른 직무사상사고 예방
위해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본 사업 추진
- 철도범죄·테러 예방을 위해 역사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분석 등이 가능한 AI CCTV 설치 추진
- 철도 안전사고 및 자살방지를 위해 일반철도 全 구간
선로변에 방호 울타리 설치 완료(총 2,92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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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철도범죄·테러 예방을 위한 AI CCTV 설치·운영

□ 추진 개요
ㅇ 최근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철도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어 대응방안 필요
- 기존 인력․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AI CCTV를 우선 수요가
있는 국철역사에 최초 도입(`22년)하고, 점차 확대
ㅇ AI CCTV운영에 필요한 지능형 분석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은 철도경찰대에 구축하여 철도치안 효율성 제고
- 또한, 방범용 AI CCTV 지자체, 관계기관 공동 활용 등
영상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대응체계 마련
□ 추진 내용
ㅇ (지능형 영상분석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 범죄 발생 분석을
통해 주요 철도역사 내 AI CCTV(1500대)를 설치
- 주요 역사에서 범죄 발생 시 AI CCTV가 이를 탐지하여
철도경찰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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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KTCS-2)

□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KTCS-2) 개요
ㅇ 유럽표준규격(ETCS L2) 준용, 국내기술로 개발한 무선기반
*
(LTE-R) 열차제어시스템 (KTCS-2, Korea Train Control System-2)
* 열차가 충·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와 속도를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

<시스템 구성도(요약)>

□ 국내 열차제어시스템 비교
구분

ATP

KTCS-2

발리스로 800m간격마다 정보전송

LTE-R로 실시간 정보전송(신뢰성 ⇑)

개
념
도

정보전송
운행횟수
현장설비
국산화

일 100회 운행노선의 경우 ⇛ 일 116회 로 증가 (열차운행횟수 16%⇑)
중요설비만 SIL4 획득

全 신호설비 SIL4 획득 (안전성 ⇑)

지상시스템만 국산화

지상/차상시스템 국산화(기술력 ⇑)
* 국내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조성

* 차상장치 : 해외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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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철도 IoT 원격감시체계

◈ IoT 기반의 철도시설 자동검측 및 원격감시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실시간 시설물 상태 감시가 가능한 과학적·효율적 유지보수체계로 전환
IoT 기반 스마트
▶(자동검측·원격감시) 자동검측체계 및 IoT 기반 원격감시설비 구축
철도전기시스템 구축
▶(스마트 진단·분석) 유지보수센터 구축으로 고장 및 교체시기 예측
(과학화, 첨단화)

ㅇ 철도시설 IoT 센서(온도, 저항 등 감지) 설치를 통해 안전운행과
밀접한 설비·구조물에 대한 실시간 원격감시체계 구축
-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인력 의존형 시설 관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 감축 및 유지관리 자동화·효율화
☞ 이상상태 조기 발견에 따른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생애주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철도시설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IoT 기반 스마트 원격감시체계 구축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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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노후 철도역사 개량사업

□ 추진배경
ㅇ 철도 개통 후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노후 철도역사의 지속적 개량 추진
- 특히, 철도공사가 소유한 역사의 경우 철도공사의 재정여건 상
그간 개량투자가 미흡하여 시설개선 시급
□ 추진방안
ㅇ 노후도,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대기공간·편의시설 확충
등 개량이 시급한 철도역사 개량 추진
* 광주송정역(대합실), 수서역(화장실, 승무센터) 증축 추진
기 존

개 선

- 서비스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증·개축 및 이동편의시설,
승강장 대합실 설치 등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노후 출자역사 개량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 (착공) 망월사, 묵호, 구포 (계약중) 가산D단지, 구로, 밀양 (협의중) 방학·신이문
(설계) 정동진, 명학, 석수, 중앙, 화서, 청도, 상동, 함열, 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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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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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 개요
ㅇ (배경)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과
권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향 마련
ㅇ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ㅇ (계획범위) 「광역교통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1년부터 ’40년까지의 계획 수립
< 대도시권 범위 >
권역별
수도권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부산‧울산권
창원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대구권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전권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경과
ㅇ (’07.12)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07~26)” 확정·고시
ㅇ (’14.04)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13~20)” 확정·고시
ㅇ (’19.05)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1~40)” 연구추진
ㅇ (’21.04)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1~40)” 공청회
ㅇ (’21.08)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1~40)” 마련
- 201 -

□ 필요성
ㅇ 대도시권 내 도시 간 출퇴근 교통혼잡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시간 경쟁력이 부족**
* (전체 통행 발생량 대비 통근통행량 비율) 수도권 45.8%, 부산·울산권
41.5%, 대구권 38.3%, 광주권 44.7%, 대전권 34.4%
**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시간 비율) 수도권 1.1배, 비수도권 2.2배~3배

ㅇ 대도시권 권역별 통행 발생량은 ‘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대중교통 분담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도시권 역할 강화, ICT 융복합기술
활용, 환경‧에너지 변화 등 미래 메가트렌드에 대응 필요
□ 추진계획
ㅇ 광역통행 기본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
고속 순환도로망 확대 및 지하도로 등을 통해 혼잡도 개선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적기 추진, 비수도권 거점 간 광역철도 구축,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철도서비스 조기 확충 등

- 거점 간 BRT망 확대 및 S-BRT‧BTX*‧트램 구축‧도입 등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BTX(Bus Transit eXpress) : 주요 간선도로에 고속 전용차로 확보, 주요 거점 간 연결

- GTX 환승 Triangle(서울역-청량리역-강남역) 등 GTX 중심 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및 미래교통에 대비한 신개념 환승센터 설립
* ‘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역사 10곳에 환승센터 확충

- 202 -

ㅇ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 노선 입찰제 방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확산*하고,
광역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 검토
* GTX 등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한 노선 개편 병행, 노선 타당성 분석체계 도입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 알뜰교통카드 및 통합환승할인제를 확대하고, 정기권 도입*
등 광역교통수단 요금을 다양화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 구축
* 기간권(1일권, 7일권, 30일권 등), 단일권(버스/전철) · 공용권(버스+전철),
제한권·무제한권 등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정기권 상품 출시

ㅇ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 수소 광역버스 상용화 및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친환경 광역
버스를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및 수소트램 등 적극 도입
* 수소버스 운행 확대를 위해 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수소충전소 적극 도입

- 광역권 통합교통서비스(M-MaaS)*를 도입하고 IoT 기반 통합
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상용화를 통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 모바일로 버스, 지하철 등 모든 모빌리티를 연결, 한번에 결제하는 토탈 서비스
** ① IoT 센서로 승객 승‧하차 인식 → ② 각 승‧하차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 통합결제 → ③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용정보 저장 후 요금 정산

ㅇ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교통 분야 도심항공교통(UAM)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광역교통기술 도입
* 세종시 등 BRT 구간 우선 운행 후 단계적 적용(전용도로→일반도로 비첨두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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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기에
수립*하는 동시에 점검 강화 및 특별대책지구 지정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대규모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동시에 마련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사업도 개선대책 수립토록 확대

- 철도서비스,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트램‧BRT 등), 친환경
교통에 대한 투자를 우선 반영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체계 정립
- 통계지표 고도화 및 광역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소통 채널 확대 등*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 국민이 직접 정책‧아이디어 및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광역교통 국민
참여단” 운영,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안별 협의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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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급행버스(BRT) 확산

□ 개요
ㅇ (배경) 제1차 BRT 종합계획(’18.~’27) 수립 이후 3기 신도시 조성, GTX
추진 등 대도시권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계획 수립
* (사업절차) BRT 종합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 조사) → 개발 및 실시
계획 수립 → 착공

ㅇ (법적근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ㅇ (계획범위) 「광역교통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10년 단위(‘21~’30) 계획 수립
□ 경과
ㅇ (’18.11) “제1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18~27)” 수립·고시
ㅇ (’20.6~‘215)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추진
ㅇ (’21.11)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 수립·고시
⦁(수립내용) BRT 구축계획 노선 총 55개소 선정(단기 26, 중장기 29)
구 분
단 기 광역
(‘21∼25년) 도시
중장기 광역
(‘26∼30년) 도시
합계

(단위 : 개소)
합 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기타권역
15
11
1
0
0
3
0
11
1
5
0
0
3
2
10
7
1
0
0
1
1
19
6
3
3
1
4
2
55
25
10
3
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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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ㅇ 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징을 도입하여 전용차로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로서,
- 대중교통(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향상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BRT 확대가 필요
* (BRT 현황) 전국 27개 노선, 321.9km에서 BRT 운영 중(’22년 4월 기준)

ㅇ 또한, BRT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단기·
중장기 건설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추진을 위해 교통 관련 상위
계획 및 지자체 계획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
□ 추진계획
ㅇ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 ① 전국 BRT 노선 3배 확대, ② 주요 간선도로 통행시간(버스) 30% 단축,
③ 친환경 차량 비중 50% 이상, ④ 자율주행 BRT 노선 5개 이상
ㅇ BRT 구축 확대 추진
- 지자체 의지, 필요성(B/C, 버스 운행대수 등) 등을 고려, 총 55곳*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BRT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 지원
* 단기사업 26개(1조 4,386억원): 수도권 12(1조 141억원), 지방권 14(4,245억원)
중장기사업 29개(1조 408억원): 수도권 13(6,305억원), 지방권 16(4,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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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RT 친환경화 및 고급화·첨단화 추진
- (친환경) 수소·전기 등 친환경차 투입 확대(’30년까지 50% 확충)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도로사업 연계한 BRT 구축방안도 검토
- (고급화) S-BRT 시범사업*(5개소), 기술개발 R&D 실증을 추진
하고, 기존 BRT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BRT 개량도 추진
< S-BRT 시범사업 현황 >
구 분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 BRT

L=16.7km
L=9.4km
사업구간 (김포공항역-계양 (인하대-루원시티
총사업비

성남 BRT

창원 BRT

세종 BRT

L=5.2km

L=9.3km

L=22.9km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세종BRT
고급화)

350억원

785억원

대장-부천종합운동장)

교차로)

(모란사거리-단대
오거리-남한산성)

6,500억원

361억원

214억원

- (첨단화) BRT 전용차로 내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과 BRT 정류장

인근 퍼스널 모빌리티(PM) 환승 및 충전시설 등 구축
ㅇ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BRT 서비스 제고
- (거버넌스)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BRT 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협의체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서비스 제고)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BRT 도입·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추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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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 개요
ㅇ (배경) 광역시에 위치한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 사업계획(우회도로 신설 등) 수립
* (사업절차)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 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8조
ㅇ (계획범위)「도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광역시 대상, 5년 단위(‘21~’25) 계획 수립
□ 경과
ㅇ (’06.12) “제1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07~11)” 확정
ㅇ (’11.12)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2~16)” 확정
ㅇ (’16. 4)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16~20)” 확정
ㅇ (’19.6~‘21.6)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ㅇ (’21.7)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1~25)” 확정
⦁(수립내용) 혼잡도로 개선사업 23건(65.6km) 선정 / 총사업비 3.9조원(국비 1.2조)
구분
합계
사업 수(건)
23
제4차
국비비중(%)
100
※누적(1∼4차) 국비비중(%) 100

인천
5
40.6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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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
15.3
17.0

대구
5
15.7
20.8

울산
1
5.0
12.1

부산
3
21.6
23.2

광주
5
1.9
12.5

□ 필요성
ㅇ 주요 SOC 시설, 산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나 순환도로망 부족, 간선도로망과 연계성 미흡
- 개선사업을 통한 혼잡비용 절감*에도 불구, 교통량 및 직주
거리 증가 등으로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은 지속적으로 심화
* (광역시 혼잡비용) ’16년 15.3조원 → ’17년 16.4조원 → ‘18년 18.5조원

ㅇ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효율적인 혼잡
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분담방안,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는「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수립 필요
□ 추진계획
ㅇ (기본방향) 도심지 혼잡구간 우회노선, 순환도로망, 간선
도로망 접속도로 등을 구축하고, 광역교통 시설·축과 연결* 강화
* KTX역·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과 광역도로·고속도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축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강화

- 이에, 개선사업을 선정하고 재원분담방안,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계획 등 마련
ㅇ (사업시행)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정책성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총 23개 혼잡개선 사업* 최종 결정
* 6개 광역시, 총 23개 도로사업, 총사업비 3.9조원(국비 1.2조원)

- 경제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국비지원하고 사업 관리
※ (사업효과)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1,935억원/년 절감,
CO2 배출 등에 따른 대기오염 비용 121억원/년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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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센터 구축

□ 개요
ㅇ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5년 단위 계획)
ㅇ (범위) 전국의 철도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집결로
환승이 발생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21~’25년 계획을 수립
ㅇ (내용) 전차 계획 평가 및 교통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중장기
환승정책 방향을 결정, 정책과제 마련 및 주요사업 발굴
ㅇ (목표)

①

환승인프라 2배 확충,

2배 확대,

③

②

3분 이내 환승체계 구축비율

주요 역사의 환승거리 1/2 단축 등 목표 제시

□ 경과
ㅇ (‘09.06)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통합교통체계법 개정)

ㅇ (’10.09)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 고시
ㅇ (’16.06)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6∼’20)” 고시
ㅇ (‘18.09) 대상범위를 환승센터까지 확대, 계획명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으로 변경
(통합교통체계법 개정)

ㅇ (’21.08)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21~’25)” 고시

- 210 -

□ 환승현황 분석

*19년 기준

ㅇ (환승통행 특성)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평균
1.32회 환승하며, 대중교통 통행 중 환승통행이 42.6% 차지
* (수도권 환승패턴) 버스-철도: 53.9%, 철도-철도: 31.6%, 버스-버스: 14.4%

- 비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통행 중 환승통행이 16.8% 수준
(철도-철도 제외*)이며, 버스-버스 간 환승(65%)이 우위를 차지
*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교통DB 부족으로 철도-철도 환승통행 추정 불가

ㅇ (LOS 분석) 주요 철도역 107곳 중 74곳(69%)이 적정 환승
서비스 수준(LOS C*)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환승여건 개선 필요
* LOS C: 환승거리 120m~180m 이내, 환승시간 2~3분

□ 미래 전망
ㅇ (대도시권 확대)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 중으로,
광역 생활권 확대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ㅇ (GTX 개통) 향후 GTX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예상
되므로, 환승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편리한 환승체계 필요
ㅇ (新환승수요) 교통기술 발달로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환승수요 발생 예상
* 완전 자율기능 차량(Lv4+) 및 UAM 상용화 도래

- 또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확산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 필요

- 211 -

□ 환승센터 구축계획
①

환승수요 및 환승서비스 수준(LOS) 등 시급성,

ㅇ (사업선정)
②

지역 간 형평성,

③

지자체 추진의지를 검토하여 47곳* 선정

* (신규) 수도권 22곳, 비수도권 9곳 / (계속)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6곳

ㅇ (수도권)

①

구축하고,

GTX 개통*에 맞춰 GTX 환승센터를 속도감 있게

②

환승 LOS가 열악한 주요거점도 차질없이 구축

① ‘GTX 환승 Triangle’ 및「GTX 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
선정사업 등 총 20곳을 적기에 확충하여 연계교통과의
환승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② 2개 이상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주요거점 12곳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여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ㅇ (비수도권) 대도시권 간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①KTX 역사에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②지역거점도시의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① 총 7곳*의 KTX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버스·택시·승용차 등 연계교통과의 환승체계 확충
② 총 8곳*의 일반·도시철도, BRT, 버스 간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거점의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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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과제
ㅇ 선제적인 환승계획 수립기반 마련
- 철도사업 초기단계(기본계획 등)에서
체계 마련 및

➁(중장기)

➀(단기)

철도·환승 연계

환승체계 사전 검토 절차 신설

ㅇ 환승센터 추진절차 개선
-「통합교통체계법」의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를 준용하여
환승센터도 체계적인 추진절차 마련 검토
* 개발계획 수립(환승센터 지정) → 개발실시계획 수립 → 공사 → 준공

ㅇ 환승 총괄계획단 제도 도입
- 환승시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교통·도시계획·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유도·제도화(시범사업 추진)
ㅇ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 대광위가 중재기구로서 ‘환승 거버넌스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의·조정을 통한 주요 환승거점*별 최적 환승체계 구축
* 환승거점은 교통수단 간 결절점으로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주체와 관련

ㅇ 저탄소·그린 환승시설 확충
- 수소‧전기차, 공유 모빌리티의 확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환승시설을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허브로서 기능 강화
ㅇ 미래형 스마트 환승체계 구현
- 기존 철도 및 버스 중심 환승체계와 더불어, UAM‧자율차 등
新교통수단 상용화에 맞춰 환승 모델개발 및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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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ㅇ 주 52시간제로 인한 비용상승 등에 대응하여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국정현안조
정회의 ‘18.12.27),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발표*(’19.5)

*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국토부·경기도 합동)

ㅇ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요집중으로 인한 초과승차,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승객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 필요
- 혼잡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운행 지원
및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 저상버스 보급 지원 추진
□ 주요사업 추진현황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ㅇ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노선을 국가가 선정*,
운영·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고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
- 노선입찰,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운송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향상을 유도, 편의시설*이 장착된 차량 운행 등으로 이용 편의 제고
* 앞뒤 좌석 간 간격 확장(800→854mm), 옆 좌석 간 간격 조정기능. 스마트
환기시스템 및 공기청정필터, 무료 와이파이 및 USB 충전포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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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ㅇ 출퇴근 시간 입석 운행 및 배차간격이 긴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운행으로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제고
- 노선버스 업체와 전세버스 업체 간 공동운수협정 체결*하여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추가 투입
* 여객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수송력 공급 확대 등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전세버스 추가 운행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공급량 19% 확대,
평균 배차간격 25%(8분→6분) 감소하는 등 이용 편의 향상
③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ㅇ 광역버스 차내혼잡을 해소하고, 도로혼잡 완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도입 지원
-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자 운송업체가 2층
전기버스 도입 시 구입비용 보조(차량 가격의 30%, 최대 2.4억원)
ㅇ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
(1,250명→1,501명),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

□ 향후계획
ㅇ 신도시 등 광역교통 수요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
하여 출퇴근 증차 지속 지원 및 대용량 2층 전기버스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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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개요
ㅇ (배경) 교통비 절감을 통한 국민 생활비 경감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18~'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도입
ㅇ (법적근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ㅇ (지원대상)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자(만19세 이상)
ㅇ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➊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➋(약 10%) 제공
- ➊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교통비의 최대 20% 지급
- ➋ 협업 카드사가 교통비의 10% 지원(전월 카드실적 충족 시)

ㅇ (사업규모) 이용자 39만명, 159개 시군구(17개 시도) ※ '22.6 기준
ㅇ (수행주체) 국토부(사업 총괄, 국비 50%), 지자체(지방비 50%)
□ 경과
ㅇ “국민 교통비 30% 절감”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17)
ㅇ '18~'19년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추진
ㅇ 알뜰교통카드 본사업 시행(14개 시‧도* 내 108개 시‧군‧구, '20년)
ㅇ 서울시 전역으로 사업지역 확대 시행('20.7)
ㅇ 알뜰교통카드 사업 전국 17개 시도 모두 참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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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과
ㅇ (이용자 수) 17개 시도 159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이용자도
'20년(16.4만 명) 대비 234% 늘어 38.4만 명('22.5)에 달함
* (사업지역) (’19) 43개 → (‘20) 128개 → (’21) 137개 → (‘22.6) 159개 시군구
(이용자) (’19) 2.1만 → (‘20) 16.4만 → (’21) 29.0만 → (‘22.5) 38만 명

ㅇ 사업 효과
- (교통비 절감) 월 평균 14,172원(마일리지 9,419원, 카드할인 4,753)
교통비 절감하여 대중교통비의 22.8% 절감('20년 대비 2.6%p↑)
* (저소득층) 월평균 15,571원(마일리지 11,776원, 카드할인 3,795원)의
교통비를 절감하여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20년 대비 1.9%p↑)

- (정책 만족도) 이용자(39,399명 대상) 중 사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90.9%로 나타남('20년 89.2% 대비 1.7%p↑)
* ‘매우만족’은 55.6%로 전년(54.2%) 대비 1.4%p 증가
*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횟수 14.2% 증가(월 27.5회 → 31.4회)

□ 추진계획
ㅇ (사업확대) 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을 '22년 내 166개(+5*)
시군구로 늘리고, 이용자 수도 45만 명 이상으로 지속 확대
* (지자체 협의 완료) 정읍(전북), 나주·광양(전남), 경산·칠곡(경북)

ㅇ (편의성 제고)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추진하고, 모바일페이 전국 호환 등 편의성 향상
*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주소지 검증 필요(법안 발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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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추진
광역철도

□ 정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ㅇ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승인 근거
ㅇ 광역철도로 지정된 철도가 도시철도 연장일 경우는 「도시철도법」,
일반철도(신설, 개량)일 경우는「철도건설법」으로 추진
*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
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
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일반철도(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유형별 시행 주체
ㅇ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가지의 사업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시행·운영 주체를 결정
제3조(시행·운영주체) 광역철도 사업의 시행·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
* 진접선, 별내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2. 기존선 개량형 : 국가가 시행. 지방자치단체 운영
* 충청권 및 대구권 광역철도
3. 신설형 :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요구 시 지방자치단체 시
행·운영
* 수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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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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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현황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단위 : km, 억원)

연
번

사업명

연장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진현황

1

별내선 복선전철
(서울8호선 암사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2.9

‘10∼’23

13,162

공사 중

2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서울7호선 도봉산역
~경기도 양주시 옥정)

15.3

‘16∼’25

6,412

공사 중

3

옥정-포천 광역철도
(경기도 양주시 옥정
~경기도 포천시 군내)

19.3

‘20∼’28

11,762 기본계획 중

4

안심-하양 복선전철
(대구1호선 안심역
~경북 경산시 하양읍)

8.9

‘14∼’24

3,428

5

고양은평선
(서울도시철도6호선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

13.9

‘22~’29

14,100 기본계획 중

6

강동하남남양주선
(서울 고덕강일 2지구~하남 18.1
시~남양주 진접2지구)

‘22~’28

21,032 기본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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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도시철도
□ 정의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
ㅇ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

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추진절차
ㅇ ‘도시철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 추진절차 >
◇ 망구축계획승인→예타→기본계획승인(제3자공고)→(사업시행자선정)→사업(실시)계
획승인→공사→안전관리체계 점검→개통

*(

)는 민투법 해당사항

* 망구축계획 승인, 민간투자적격성조사, 철도안전 검증은 철도국 소관

□ 재원분담 근거
ㅇ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대광위 예규 제1호)
* 국고지원비율 : 서울 40%, 지방 60%

ㅇ (민자경전철)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지원 등),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6조(국토부훈령 제1162호)
총사업비
(보상비제외) 민간사업비
100%

50%이상

계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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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조금
국고
분담금
18%이내
(서울12%
20%
이내)

지방비
12%
(서울18%)

□ 도시철도 추진 절차
ㅇ 재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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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익형 민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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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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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현황 (도시철도)
(단위 : km, 억원)

연번

사업명

연장 사업기간 총사업비 추진현황

1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부산 사상구 괘법동
6.9
～ 사하구 하단동)

`10∼`23

6,566

공사 중

2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41.8 `13∼`24
(시청∼백운광장∼광주역∼시청)

22,114

공사 중

3

양산도시철도 건설
(부산 금정구 노포동
～ 경남 양산시 북정동)

11.4 `11∼`23

6,099

공사 중

4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
(정부대전청사∼서대전∼가수원 36.6 `14∼`25
∼정부대전청사)

7,492

설계 중

5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10.7 `18∼`27
(인천 서구 석남동 ∼ 청라국제도시)

13,760

공사 중

6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4.1
(서울 강동구 둔촌동 ～ 강일동)

`18∼`27

6,408

설계 중

7

동북선 경량전철 건설 (민자)
(왕십리역~상계역)

13.4 ‘20～’26

14,361

공사 중

8

위례신사선 경량전철 건설 (민자)
14.7
(위례신도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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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14,847 실시협약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1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 추진현황
ㅇ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행정기
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행정중
심복합도시에 설치
ㅇ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의원발의안 주요 내용

개정안

▪제2조(정의) 중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제16조의2(대통령과
대통령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정진석 의원)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신설
-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

대통령 집무실(분원) 설치 계획 포함

하기

(정진석·강준현 의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 현안사항
ㅇ (설치방안)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기존 세
종청사 공간 활용 또는 별도 집무실 신규 건립 등 검토 가능
* 사업계획에 따라 입지검토 및 도시계획 반영, 주거·교통·지원시설
마련 등 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시기(’27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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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추진현황
ㅇ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22.2~10) 및 국회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21.12~’22.6) 용역 진행 중,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지원 중
□ 청 주요업무
ㅇ (도시계획)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이 행복도시 도시 계
획과 조화롭게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지* 및 주
거‧교통대책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
*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입지 선정 및 사업계획(규모,
기능 등) 확정 예정

ㅇ (교통) 대중교통망 및 간선도로망 등 내부교통체계 보완
및 광역BRT‧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마련
ㅇ (주거) 특별공급 폐지(‘21.7)에 따라 이전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충분한 주
택공급 추진
ㅇ (예산) 행특회계에 반영된 기본설계비(‘22년 147억)를 국회
사무처 건립 기본계획 용역에 지원 중(26.7억), 향후 건립
절차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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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 불변가격기준 8.5조원으로 한정된 행특회계의 현행화 과정
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용(1.4조원 추계) 추가에 따른 한도액
초과 여부 검토 및 예산당국 협의

⇒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인력파견(6급 1명,
’22.3월～) 및 청 내 국회세종의사당 TF회의 운영(차장 주

재, ‘20.8월부터 총 63회 개최) 중

□ 향후 추진계획
ㅇ 국회세종의사당 사업계획 확정(’22), 설계공모 및 설계(’23~’24),
건립 공사(’24~’27) 등 절차 통해 ’27년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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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

국회
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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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 추진현황
ㅇ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7.5)에 대전~세종~충북 광
역철도 반영
- 선도 사업으로 선정(’21.8, 국토부)되어 국토부에서 사전 타
당성조사* 추진 중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기간 : 2021.11.05.～2022.10.30.(360일)
- 대상 : 대전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충북선 조치원역-청주공항(49.4km)

ㅇ 인수위 세종공약 정책과제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포함
정책과제 1.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2.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3. 조치원 등 구도시·농촌까지 골고루 성장하는 세종시 균형
발전 토대 마련

□ 향후 추진계획
ㅇ 광역철도 노선이 행복도시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유기적
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도시계획) 건설기본·개발계획 변경용역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역의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 토지이용계획 등 정비(‘23)
- (교통계획) BRT, 간선‧지선 대중교통 등 내부교통과 철도
연계방안* 검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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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개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대전∼세종∼
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
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총사업비
(억원)

21,022

*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청주 도심 경유 노선을
포함한 대안별 경제성 및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
으로 검토·추진
※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시행령 규정 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관련규정 개정 후 광역철도로 지정한 후 사업 추진
* 대전시청에서 반경 40㎞이내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만 광역철도
지정 가능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노 선 명

사업구간

대전∼세종 광역철도

반석동∼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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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km) 총사업비(억원)
14.0

10,548

4

국립박물관단지 관리․운영기반 마련

□ 추진현황
ㅇ 행복도시 문화‧자족기능 향상 및 문화인프라의 지역 간 균
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국립박물관단지 건
립을 추진 중
< 국립박물관단지 개요 >
▪ 규모‧기간: 부지 75,402㎡, 연면적 80,647㎡ / 2016년 ～ 2027년

※ 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11.12), 예타 통과(‘15.2), 마스터플랜 수립(‘16.12),
1단계 착공(‘20.12)
▪ 총사업비: 4,086억원(부지비 655억 ‧ 건축비 3,112억 ‧ 기타비 319억)
※ B/C 0.97, AHP 0.517
▪ 주요시설: 통합지원시설(통합수장고‧어린이체험관‧통합운영본부‧주차장 등) 및
개별박물관(4개)

□ 주요내용
ㅇ (건립) 행복도시 개발계획 반영(’06), 관계기관 협의(’12) 및
예타(’13~’15)를 거쳐 국립박물관단지(1단계 사업) 착수(’16~),
정상 건립* 중
* 1단계(’22) : 통합지원시설(행복청) / 2단계(’25.上) : 도시건축博(국토부) /
3단계(’25.下): 디자인博(문체부)‧디지털문화유산博(문화재청) / 4단계
(’27): 국가기록博(국가기록원)

ㅇ (운영) 국립박물관단지 관리‧운영 위해 법인 설립과 지원
등에 대한 제정법률안* 발의(’20.11), 국회의결(‘22.5) 및 공포(‘22.6)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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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항
ㅇ 통합지원시설(’22.12, 준공예정)의 정상 개관(‘23.下)을 위해 법
인*설립 등 차질 없는 관리‧운영기반 마련 필요
* (이사회)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이내, 감사 1명

ㅇ 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법인 설립‧등기(’22.下,
약 15명) 후 확대 출범(’23.上, 약 79명)을 거쳐 개관(’23.下)

- 운영법인 설립‧등기 관련 ’22년도 예산(약 12억, 15명) 확보 완료,
법인확대 출범을 위한 ’23년도 예산(약 128억, 79명) 편성 필요
* 법인설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제정안 부칙에 따라 구성(5명 이내)

□ 추진계획
ㅇ 법인 설립(’22.下), 직원채용(’23.上) 등 준비를 거쳐 개관(’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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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립박물관단지 단계적 건립계획(안) 및 조감도

□ 단계별 건립계획(안)
ㅇ 국립박물관단지는 통합지원시설(어린이체험관‧통합수장고‧통
합운영본부‧주차장 등)과 4개 개별박물관(도시건축‧디자인‧디
지털 문화유산‧국가기록)으로 구성, 순차 건립 중

- 통합지원시설(1단계) 준공(’22.12) 및 운영법인 설립(‘22.下),
직원채용 등(‘23.上)을 거쳐 개관(‘23.下) 예정, 개별 박물관
등(2 ~ 4단계) 건립 정상 추진 중(~‘27.12)
구분
지원
1단계
시설

건 립 시 설
‘20
통합지원시설(1차)*, 착
공
어린이체험관
**
통합지원시설(2차) , 설
2단계
계
도시건축박물관
개별
디자인박물관,
3단계
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4단계

‘21
공
사
설
계
설
계

국가기록박물관

‘22
준
공
착
공
설
계

‘23
개
관
공
사
착
공
설
계

‘24

‘25

‘26

‘27

‘28

공 준개
사 공관
공 준 개
사 공 관
설 착 공
계 공 사

준
공

개
관

* 통합지원시설(1차): 통합운영본부동(100%)‧수장고(50%)‧주차장(일부)
** 통합지원시설(2차): 수장고(50%), 지하주차장(잔여)

□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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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

□ 추진개요
ㅇ (개념)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로
조성하는 미래형 캠퍼스
-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융합 효과를 극
대화함으로써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
전 선도
ㅇ (조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분양형 캠퍼스와 임대형
캠퍼스로 나눠 사업시행자(LH)가 총사업비 약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 (위치‧기간) 4-2生 대학용지(대학4-2･7∼16) 약 60만㎡/’19∼’24
□ 추진현황
ㅇ (공간조성) 공동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착공(‘21.5)과 임대형
캠퍼스 건축 사업관리용역 선정(‘21.12)을 완료하여 캠퍼스
조성 본격 추진
ㅇ (대학유치) 6개의 대학이 1차 입주 확정(’21.2)되었으며
입주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21.7)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완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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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운영) 공동캠퍼스 개교준비 및 개교 후 운영관리를 맡을
안정적･효율적인 운영법인 설립을 위해 법률컨설팅 완료
ㅇ (대외홍보) 공동캠퍼스(공간개념), 공유대학*(프로그램) 등의
특색을 반영하여 2차 모집 및 개교이후 활용할 UI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
* ‘지역혁신 플랫폼’(교육부) : 지역 대학들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교육‧복수학위 등 공유대학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도모

□ 향후 계획
ㅇ 임대형 캠퍼스 건축 착공(’22.下) 및 공익법인 설립(’23.11)
ㅇ 잔여부지(분양형 4필지)에 대한 2차 입주공개모집 실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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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공동캠퍼스 조성․공급개요

□ 조성 개요
ㅇ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분양형 캠퍼스와 임대형 캠퍼스
(공용시설 포함)로 나눠 사업시행자(LH)가 총사업비 2천억 원

수준을 투입하여 조성
- (위치) 4-2生 대학용지(대학4-2･7∼16) 약 60만㎡
- (정원) 총 학생정원 3~4천명(임대형 1~2천명, 분양형 2천명)
- (구성) 임대형 캠퍼스(LH가 건물을 건립‧기부하여 운영법인이
임대) 및 분양형 캠퍼스(LH가 부지를 조성‧분양하여 입주기관이
교사시설 건립)
* 임대형캠퍼스 내에는 임차기관이 독자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시설 및 기관 간 공동이용시설(도서관‧강당 등), 편의시설(식당‧
매점 등) 건립

□ 공급 개요 (1차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ㅇ 공급대상

* 임대형: 입주공간(연면적) / 분양형: 토지(부지면적)

- (임대형) 총 연면적 약 5.0만㎡(입주 3.4만㎡, 공동이용 1.6만㎡)
- (분양형) 총 부지면적 약 13.1만㎡(8개필지, 필지별 0.9만~1.8만㎡)
* 도서관‧강당 등 공동이용시설(1.6만㎡)은 분양형캠퍼스 입주기관도
함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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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료‧분양가(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 (기본방향) 공동이용시설(도서관‧강당‧체육관 등)은 무상사용
- (임대형) 임대료는 연간 약 6.4만원/㎡(조성비용의 1.8% 수준)
- (분양형) 토지 공급가격은 약 35만원~ 40만원/㎡

참고2

공동캠퍼스 1차 입주대학 위치도 및 배치도

□ 1차 입주대학
구분

임대형

분양형

입주 대학
합 계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편제정원)
(편제정원)
(편제정원)
(편제정원)
(편제정원)
(편제정원)
(편제정원)

138명
490명
150명
200명
170명
600명
800명

입주 내용
편제정원 2,548명
(입주계열) 행정‧정책대학원
(입주계열) 의대‧대학원
(입주계열) 수의대‧대학원
(입주계열) AI / ICT 등 대학‧대학원
(입주계열) 행정‧정책대학원
(입주계열) AI / ICT 등 대학‧대학원
(입주계열) AI / ICT 등 대학‧대학원

※ 정원 및 계열 등은 교육부 타당성 심사 등 과정에서 변경 가능

□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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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캠퍼스 조성 추진

□ 추진 현황
ㅇ 4-2生 대학부지(대4-1·6)에 외부 정책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연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 등이 융합된 복합개발 추진
- 현 부지에 국토부 주택공급대책*(’21.4)의 주택 물량 및 정부
지역공약사항** 포함,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용역*** 진행 중
* 4-2生 대학용지(대4-1·6) 일부에 주택 4,827호 공급
** 기술창업 자유구역·혁신클러스터 지정, 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등
*** 대전·세종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21.9∼’22.7, 대전·세종市)

□ 주요 내용
ㅇ 복합캠퍼스 조성 취지를 고려할 때, 대학·기업 유치 중심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SPC 사업자 공모 추진
- 주택 공급 등의 수익 시설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복합 개
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자유롭게 구상
ㅇ 관련 용역*을 통해 복합개발 사업모델 정립, 공모 가이드
라인 수립 등 세부추진방안 마련, 이후 사업자 공모 전개
* (용역명) 행복도시 복합캠퍼스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사업자 공모(LH)
(용역비) 약 26억원 / (기간) ’22.7∼’24.12(용역착수∼개발계획 등 변경)

- 대학ㆍ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공간구상 및 사업계획 제안, 선
정된 구상과 계획을 개발ㆍ실시계획 등에 조정ㆍ반영
□ 향후 계획
ㅇ 사업추진전략 수립 및 SPC 사업자 공모 추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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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복합캠퍼스 개요

☐ 추진배경
ㅇ 도시건설 3단계(2021~2030, 완성단계)에 접어든 행복도시는
물리적 기반 구축 외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이 필
요한 시점
-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제
고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 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ㅇ 4-2생활권 대학 부지에 교육‧연구‧산업 기능이 연계된 선
순환

혁신생태계(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육

성) 조성

ㅇ 4-2생활권 대학부지(대4-1‧6)에 인근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
육, 연구,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융‧복합된 행복 도시
형 복합캠퍼스 조성
☐ 위치도
< 4-2생활권 복합캠퍼스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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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복도시 내부교통체계 보완 추진

□ 추진현황
ㅇ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LH)* 추진 중
- 국가기간교통망 접근성 향상 및 장래 교통수요 증가 대비
교통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내부 도로 신설·확장 등 검토
* 행복도시 3단계 추진방안 및 S-1生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1.11.24 계약) / 용역기간(48개월)

□ 주요내용
ㅇ (교통체계 변경안 마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체계 변경(안)을 도
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 반영 추진
- (도로용량 확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미래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시내부 도로망 확대 등
교통수요 대응
- (광역철도 연계) 노선·역사가 정해지면 도시·교통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부교통(BRT, 간선·지선버스
등)과의 환승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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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복도시 내부 도로현황

□ 도로현황
ㅇ 대중교통중심도로 및 외곽순환도로(6차로), 생활권도로(2∼4
차로) 등 총 연장 380km 계획, 285km 완료
※ 가용면적 대비 도로율 : 행복도시(24%), 분당(24.3%), 위례(22.5%),
동탄1(21.8%), 파주(24.8%)
<행복도시 도로망 구축 현황>
구분

합계

1生

2生

3生

4生

5生

6生

기타

외곽
순환
도로

계획

31.3km

3.3km

3.7km

6.8km

5.6km

5.4km

6.5km

실적

21.2km

3.3km

3.7km

6.8km

4.2km

-

3.2km

대중
교통
중심
도로

계획

24km

3.5km

1.8km

4.0km

5.3km

3.7km

3.4km

2.3km

실적

24km

3.5km

1.8km

4.0km

5.3km

3.7km

3.4km

2.3km

내부
도로

계획

325km

109km

50km

33km

44km

32km

52km

5km

실적

241km

103km

46km

33km

44km

-

10km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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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합 환승 요금체계 구축 추진

□ 사업개요
ㅇ 국가 주도의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증가한 주변 광역 교
통수요 해결을 위해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
템 구축’ 추진
-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
통수단 (버스 , BRT, 도시철도 등 ) 환승요금이 할인되는 시스
템 구축 필요
* 현재 환승할인은 ‘대전 ↔ 세종’ 만 적용 중, 공주·청주까지 확대 필요
▪ (목적) 이용객이 대중교통 환승 (버스, BRT, 지하철) 시 지불하는 교통
요금이 할인되도록 환승교통요금을 집계·정산 시스템 구축
▪ (위치) 행복도시권 (1차 : 대전, 세종, 청주, 공주 / 2차 : 천안)
▪ (사업비) 31억원

* 운영정보관리(16.8억), 정산시스템(4.0억), 관리운영

시스템(3.0억), 테스트시스템(4.1억), 버스집계시스템(3.1억)

□ 추진현황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에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사업 반영(‘20.5)
ㅇ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20.8)
ㅇ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안) 합의(‘21.6, 제22차 광역교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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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사항
ㅇ (국비반영)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예산확보 방안 논의
* (기존) 환승 체계 도입 시 통행량 등 지역 편익 증대와 지자체
재정여건 어려움

- 시스템구축비 지원사례 부재에 대해 예산안 반영 필요성 보완
→ 행복도시 예산 반영 사례(특수성) 및 초광역 협력(지역
경쟁력 제고)

ㅇ (예산확보) 국토부, 기재부 및 국회대상 예산반영 필요성 설명
- 미반영 시 지자체 재원부담* 등 논의
* ① 정액배분, ② 통합 환승 수요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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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광역 대도시권 환승시스템 구축 사례

구분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13. 7.
(대전-세종)
‘22.(청주, 공주
확대 예정)

시행일

‘07. 7.(서울, 경기)
‘09. 10.(인천 확대)

‘11. 5.

‘13. 7.

‘09. 7.(경산)
‘19. 8.(영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

부산, 양산,
김해
(3개도시)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6개도시)

대구, 경산,
영천(3개도시)

세종, 계룡,
옥천
(3개 도시)

통합
대상
권역
설정
통합
대상
수단
설정
환승
방법
설정

수도권전철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주(도시철도,
시내버스) 및
기타 도시
농어촌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4회까지 적용

하차 후
30분 이내
2회까지 적용

하차 후
30분 이내
1회까지 적용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무제한

하차 후
30분~1시간 이내
3회까지 적용

요금
체계
설정

통합거리비례제
(기본요금+광역
환승요금)
5㎞당 100원 추가

정액할인제
(기본요금+광역
환승요금)
630원 정액 부과

무료환승제

무료환승제

요금
정산
방법
설정

통합정산
분배정산
(기본요금
비율 배분)

정액할인제
(기본요금+광역
환승요금)
500원 정액 부과
독립정산
선탑정산
(선탑
우선배분,
차액만
후탑수단 배분)

통합정산
분배정산
(기본요금
비율 배분)

통합정산
분배정산
(1/n 정산)

독립정산
선탑정산
(선탑
우선배분,
차액만
후탑수단 배분)

손실금
지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117억원
(서울 39, 인천
48, 경기 30)
약
2,500억원/년
(2013 현재)

34억원
(부산 25, 김해 3,
양산 1, 경전철 5)

-

‘19년
9.3천만원
* 전액영천시 부담

카드사 부담

시스템
구축비

손실금
규모

경기도
2200억원
(2018년)
*광역및내부환승
손실분지원액
인천시
528억원
(2018년) *광역
환승 손실분
지원액, 전철은
내부환승객 포함

이용객
증가율

-

약 6억원/년
(2013 현재)
약 21억원/년
(2013 현재)
*준공영제인
관계로 파악
곤란

-

43억원
(버스21,
지하철22)
(2018년)

약 3억원/년
(예측치)

*환승인원에
따른
손실추정액

*환승인원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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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9억원
(2018년)

186%(2019)

9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ㅇ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최적의 도로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지향적 스마트도시 모델구현
□ 정밀도로지도
ㅇ (현황) 행복도시 자율주행 기반마련을 위해 정부청사 주변,
BRT 도로, 규제자유특구지역 등에 정밀도로지도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현황(’17년∼, 111.3km)
‣ 정부청사 주변 및 내부 BRT 도로구간(’17년 33km)
‣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지역 및 광역BRT 도로구간(’20년 66.4km)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구간(’21년 11.9km)

ㅇ (추진계획) 행복도시내 정밀도로지도 추가구축을 위해 관
계기관(국토지리정보원, 세종시, LH) 등과 구축일정 및 구간
등 업무협의 추진
* 외곽순환도로 추가 구축 약 8km

□ 자율주행특화단지 조성
ㅇ (입지) 내·외부 교통연결성, 연계 교통시설 계획, 도시계
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2생활권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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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향) BRT 등 기존 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신교통
수단을 유기적으로 배치, 연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BRT, 자율주행, 공유셔틀, PM, UAM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과
생활물류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E-Mobility Hub 계획
- 도로편의시설(버스베이, 드롭존, Safety Zone), 적절한 가로수 배치,
도로 기능 다양화 등 자율주행을 고려한 미래형 가로망 계획
□ UAM 도입 검토
ㅇ 행복도시를 행정수도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미래교통 선도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검토
- 행복도시 교통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UAM 기능
및 역할 정립, UAM 네트워크(안)를 제안하는 행복도시
UAM 도입전략 연구용역 추진
《 행복도시 UAM 도입전략 연구용역 개요 》
ㅇ (수행업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과업기간/용역비) ’22.6.7~’22.12 (6개월) /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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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복도시 내 정밀도로지도 구축현황

□ 구축현황
구분

위

치

기구축

22년구축

향후계획

8km

240.7km

계

360km

111.3km

1

정부청사주변

10km

2

BRT 도로

23km

3

광역 BRT 도로

35km

4

중앙공원 주변

7.9km

5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어진동

4.1km

6

나성동, 대평동

3.7km

7

세종시청 주변

5.0km

8

세종테크밸리 주변

3.5km

9

국도 또는 고속도로IC
연결구간

19.1km

10

행복도시 전구간

비

고

(반석역~오송역)
(세종~신탄진)

8km
240.7km

【구축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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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 추진배경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를 계기로 한국 국토부 장관과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간 ‘인니 수도이전 기술협력
MOU’를 체결(‘19.11.25)하고 인니수도이전지원(G2G) 위한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
□ 그간 추진경위
ㅇ (‘19.11월) 한‧인니 정상회담 및 장관급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11.25)
* (MOU 이행사업) 인니공무원 초청연수, 수도이전 관련 한-인니 공동
세미나, 협력관 파견, 장관급ㆍ국장급 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ㅇ (‘20.2월) 수도이전 협력관 파견(행복청 3급 1, 5급 1, LH 차장 1)
ㅇ (‘21.2월) 수도이전 협력 위한 인니 현지 “팀코리아” 발족(2.8)
ㅇ (‘21.6월)「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IUI)」출범(6.16)
□ 추진내용
ㅇ (MOU 이행)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
- (초청연수) 수도이전 노하우 전수 및 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니 공무원 초청 국내연수 실시(‘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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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세미나) 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 부문별 인니
측 수요 맞춤형 지식 공유 공동세미나 추진(수시)
- (고위급 협력회의) 수도이전 관련 현안·관심 분야 의제
발굴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 가시화를 위한 장관·국장급
협력회의 개최
ㅇ (계획수립 지원) K-City Network, EIPP* 등 G2G 기술협력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계획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 국토부 K-City Network : (1차) 스마트시티 기본구상(’20.7∼’21.5),
(2차)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21.9∼’22.4)
기재부 EIPP : (1차) 4개 과제, ’20.11∼’21.11, (2차) 5개 과제, ’22.1～’22.11

ㅇ (MOU 재구축) 기존 MOU 종료시점(~‘22.11) 이전 신수도
추진 전담부서와 신규 MOU체결(22.下)
* 신수도 전담부서 출범 지연 시, 기존 공공사업주택부와 MOU
확대‧연장 추진

ㅇ (기관ㆍ기업 진출 지원) 민간기업 간담회를 통한 최신 수
도이전 사업 추진 동향 공유 및 국내 관심 기업 컨설팅,
인니 수도이전 사업 진출 위해 인니정부 상대 사업추진 제안
* 국내 기관·기업 대상 인니동향 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등

□ 향후계획
ㅇ 한-인니 공동세미나 개최(수시)‧인니공무원 초청연수 시행
ㅇ 인니 신수도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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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수도(자카르타)의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식수고갈 등 도
시문제 발생, 지반 침하 및 지진 발생 등 자연재해 우려
- (불균형 성장) 인도네시아 국토의 6.7%인 자바섬 (자카르
타)에 인구의 56.6%, 국내총생산(GDP)의 58.5%가 집중되

어 불균형 성장 심화
- (도시 문제) 국토의 0.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11%가
집중되어 주택‧식수 부족, 환경‧위생 악화,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자연재해 등)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지반침하(연 7~25
㎝)로 2050년에는 자카르타 전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

으로 예측
□ 주요 추진 경위
ㅇ (’19. 4월) 조코위 대통령, 재선 성공(’19.4월) 후 2기 내각의
핵심 정책과제로 수도 이전 공식 발표
ㅇ (’19. 8월) 新수도 최종 후보지(동부 칼리만탄) 공식 발표(8.26)
ㅇ (’19.10월) 신수도 Pre-Masterplan 수립 용역 착수(맥킨지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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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 2월) 공공사업주택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T/F
구성 및 과업착수
ㅇ (’20.10월) 국가개발기획부, “수도이전” Master Plan 착수(맥킨지社)
ㅇ (’21. 9월) 신수도법 인니 국회 제출(9.29)
ㅇ (’22. 1월) 신수도법 인니 국회 통과(1.18)
□ 건설개요
ㅇ 건설규모 : 400㎢ 규모의 인구 150만명 목표
 정부핵심지역(K-IPP) : 6,856ha
 국 가 수 도 지 역 (K-IKN) : 56,181ha
 수도확장지역(KP-IKN) : 256,142ha

ㅇ 소요예산 : 약 40조원
ㅇ 추진일정 : ’22년 착공 → ’24년 수도 이전 개시(1단계) →
‘30년 주변 위성도시(2단계) → ’45년 수도권
광역개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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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핵심지역(K-IPP) 토지이용계획 지표

인구

주택

28∼30만 8∼10만호

녹지
68%

정부

지원

공공

건물

시설

시설

5%

11%

2%

- 256 -

도로
8%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새만금개발청
소관

1

새만금 수소 생태계 구축

□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인프라 조성 전략 마련
ㅇ (수소특화단지) 그린수소 관련 소재·부품 산업 육성, 수전해 전기
특례지구, 청정수소 인증 관련 시범사업 등 특화단지 전략 구상
ㅇ (수소전용항만) 사회·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 전략 및 방안 마련
□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산업단지) 구축
ㅇ (수소생산 집적시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타 통과에 대응하고(’22.上),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22.下)
ㅇ (투자유치)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내 그린수소 생산 관련 기업
유치와 새만금산단 내 그린수소 소재부품 기업 및 기관 유치 추진
< 사업개요 >
목적 : 그린수소 생산기업 육성 및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그린수소 보급
확대 목표 달성(15,316 톤/년, 기업유치 20개사, 센터입주 20개사)
사업내용 : ① 수전해설비 기반구축, ② 그린수소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위치 :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15만평)
기간/사업비 : ’23∼’27년(5년) / 3,834억원(국비 1,364억, 지방 520억,민자 1,950억)
시행기관 : 산업부, 전북도, 군산시, 전북TP (협력기관 :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 방안 마련
ㅇ (전략수립) 복합개발용지에 그린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이 가능한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 방안 마련
*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부지(3.3 ㎢)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수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산업· R&D · 주거가 복합된 지구(수소에너지 허브, 수소도시, 수소산업단지로 구성)

ㅇ (사업성 검토)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공급(LNG) 관련업체 대상으로 마케팅 및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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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 사업개요
ㅇ (현황) 예타조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21.9~`22.6)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그린수소 생산기업 육성 및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그린수소 보급 확대 목표 달성(15,316톤/년, 기업유치 20개사, 센터입주 20개사)
□ (사업위치)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15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23∼’27년(5년) / 3,834억원*(국비 1,364, 지방비 520, 민자 1,950)
* 부지매입 146, 건축 266, 기반시설 1,318, 수전해 1,950, 운영비 154 등

□ (시행기관) 산업부, 전북도, 군산시, 전북TP(협력기관 :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 주요내용
ㅇ (사업내용) 새만금권역 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한 그린수
소 생산 및 기업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 집적화
- (세부 1) 수전해설비 집적 공간 기반 구축(3,371억원,
70,000㎡)
- (세부 2) 그린수소산업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416억원,
434,900㎡)
* 과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운영비) 46억원 추가
□ 향후계획
ㅇ (예타통과) 전북도, 전북TP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22.8)
통과를 위해 현장방문, 자료대응 등에 적극 협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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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유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5공구) 내 그린수소
생산 및 소재부품 관련 기관ㆍ기업 유치 추진
- RE100 관심기업, 그린수소 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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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신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 미래 신산업 전략적 육성
ㅇ (미래차 산업) 지능형 이동체 등 기업들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상용차 활성화 추진
- (자율주행) 새만금방조제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2단계
실증 후속으로, 일반도로 군집주행 등 3단계 실증연구 추진(’22년~)
구 분
내 용

위 치
사업기간
사업비
소관

새만금 주행 시험장
(1단계, 기능검증)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2단계, 성능검증)

저속주행(60km/h 이하) 중·고속 주행(80km/h)
상용차 주행시험장
(폐쇄공간, 자율차)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역 조성
(3단계, 기술실증)

일반도로 상용무인
자율차서비스
산단 및
군산항-동군산IC

(폐쇄도로, 자율차)

(개방공간,
일반차량+자율차)

‘15~‘18년

‘20~’22년

‘22~’26년

530억원

200억원

440억원

(국비 280, 지방비 250)

(국비 100, 지방비 100)

(국비 253, 지방비 147,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기타 40)

ㅇ (친환경 산업*) 새만금에 적합한 친환경 미래기술을 선제
발굴하여 해당기술의 시험장(테스트베드) 기능 및 향후 관련
산업의 거점육성
*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 및 바이오 플라즈마 상용기술 관련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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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강화
ㅇ (유치전략) 모빌리티,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관광 등 중
점업종에 집중하되, 국가·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전략 마련
* (영미) 그린뉴딜 및 증액 투자 유치 (중화) 소𐤟부𐤟장 산업군 중 새만금 전략산업

ㅇ (기업지원) 입주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증액투자를 유치
하고, 수출입 여건 제고를 위한 산단 내 자유무역지역 설치
방안 검토
ㅇ (투자홍보) 홍보전략 마련(3월), 주한외국상의 및 언론대상
홍보강화, 기 협력 협회·기관*은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한국외국기업협회, 미국·유럽·독일·프랑스상의, 중한산단(3개)도시,
중국상회, 대만상회 등
** UNCTAD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 대학, 수소·재생에너지 · 첨단산업 ·
관광분야 협회, 해외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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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복합도시 건설

□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
ㅇ (도시조성) 새만금 중심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탄소중립 수변도시* 건설
* (스마트 기반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 통신관로 등
(스마트 서비스) 방범·방재·교통 등 안전서비스, 헬스케어, 모빌리티, 교육 등

ㅇ (추진계획)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1단계)를 완료
(’22.7월)

하고, 시공사를 선정(’23.1월)하는 등 도시조성 사업 추진

- 스마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및 기반시설
기본설계’를 착수(7월)하고,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24년 이후 시행

□ 항만 연계 단지 조성
ㅇ (항만배후도시) 외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거점
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산업
단지 및 친수공간 등 개발
- 개발구상(’21.12월)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 지정, ’23년 개발계획 수립
ㅇ (항만배후부지) 민자개발로 계획된 배후부지는 신항 조성 후
배후단지 지정 등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 항만배후단지와 새만금지역 내 항만경제특구와 기능·역할
분담 및 상생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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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경제특구 조성 추진
ㅇ 새만금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공항 중심 공항기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공항 · 항공 · 지역특화산업 연계 특구조성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추진
- 장기적 투자유치 방안,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
부지 (산단 7·8공구) 조성을 '28년까지 완료(’23년 매립공사 착공,
한국농어촌공사)
* (유치업종) 첨단항공물류, 항공정비센터, 무인항공R&D, 항공보안,
MICE 및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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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마트 수변도시 개요

□ (개요) 복합개발용지 6.6㎢(200만평)에 약 1조3천억 원을 투입,
인구 2만5천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규모
사업량
도입기능
총사업비
사업비
재원조달
사업위치

주요 내용
ㆍ‘19년∼`24년
ㆍ6,600,000㎡
ㆍ주거‧상업‧산업‧업무‧관광 등 복합도시 개발
ㆍ13,476억 원
ㆍ새만금개발공사 재원
조감도(안)

□ (개발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산업과 쾌적
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수변도시

스마트도시

친환경도시

‧ 수변주택과 호수 등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수변도시
‧ 도시내부 수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친수 공간 조성
‧ 첨단교통, 물 및 에너지 관리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도시
‧ 일상이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구현되는 도시
‧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
‧ 공원‧녹지 공간을 국내 최대로 갖춘 친환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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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구상) 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공간별 공원‧녹지축으로
연계하고, 호소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등 수공간 활용성 다변화

□ (토지이용계획) 중‧저밀도의 인구‧주택배분과 공공기반시설
55%, 특히, 공원‧녹지(수공간 포함) 36%를 계획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
구 분
총
계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공공용지
교육용지
종교용지
공공기반시설
유보지

면적(m2) 구성비(%)
비 고
6,600,000
100.0
‧ 10,990세대 / 24,990명
840,070
12.9
‧ 단독주택, 공동주택
618,603
9.4
‧ 상업ㆍ국제업무ㆍ주상복합시설, 창의문화지구
238,976
3.6
‧ 스마트밸리, Medical Town
316,344
4.8
‧ 호텔/리조트, 레포츠
234,893
3.4
‧ 공공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
105,871
1.5
‧ 유치원(2), 초등학교(2), 중학교(1), 국제학교(2)
6,446
0.1
‧ 종교시설
3,643,150
55.4
‧ 공원녹지, 주차장, 공급 및 처리시설 등
590,316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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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 내부 기반 인프라 확대
ㅇ (내부 주간선도로)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을 준공(‘22.12월 개통식)
하고, 2단계 사업은 ’23년 7월 개통 목표로 추진(누적공정률 86.0%)
* ’20.11월 개통한 동서도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21~’23)

ㅇ (상·하수도) 수변도시·관광용지 물공급을 위한 배수지 2개소(옥
구, 계화)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하수도 간선관로

설치방안 마련(’22.12월)
ㅇ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내부지역 간 연결도로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22.上)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22.12월)
ㅇ (광역기반계획) 기본계획 변경(’21.2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인구
재배분 등을 반영하여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15년 수립) 보완 추진
- 주요 기반시설(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8개 분야)에 대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구체화
- 권역별 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방
안 마련
□ 대규모 물류·교통망 구축 지원
ㅇ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4년 완공을 목표로 연약지반 성토,
장대터널 굴착, 토공 및 주요 구조물 시공 등 추진(국토부)
* (총연장) 55.1km(8개 공구로 분할 시행), (사업비) 2조 2,379억원(국비 1조 1,4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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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22.上)후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국토부)
* (규모) 활주로 2,500m, 계류장 5대, 여객터미널 등, (사업비) 8,823억원, (준공) ’28년

ㅇ (항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부두 2선석 공사착공(’22.下),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22.11월, 해수부)
* (규모) 안벽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진입도로 4.1km (기간) ’09년～’40년
(사업비) 3조 1,752억원(재정 1조 8,851억원, 민자 1조 2,901억원)

ㅇ (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21.12월)하고 기본계획 수립
(’22.上, 국토부)
* (총연장) 47.6km, 단선전철, (사업기간) ’21년～’30년, (사업비) 1조 3,2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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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새만금 동서도로(새만금개발청 준공/익산국토관리청 관리)

□ 사업개요
ㅇ (목적)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신항만과 고속
도로를 연결하고 복합개발용지 등 새만금사업 지역의 접근성 제고
ㅇ (규모) 연장 16.47㎞(신설), 4차로(B=20m)
ㅇ (구간) 새만금 2호 방조제(새만금 신항만) ~ 김제시 진봉면(고속도로)
ㅇ (총사업비) 3,623억원(국비), (기간) ‘13년 ~ ’20년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2.10, B/C=1.32, AHP=0.728), 기본설계 완료(’14.11)

□ 추진현황
ㅇ ‘20.12월 준공

□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합계
362,309

‘17까지
164,314

‘18
106,679

‘19
53,030

□ 계획 노선도

동서도로(L=20.4km)
( L=16.4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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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3.93km

‘20
38,286

비고

참고2

새만금 남북도로(새만금개발청)

□ 사업개요
ㅇ (목적)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으로 산업․연구, 복합
개발, 관광레저 등 3대 권역의 연결을 통한 간선기능 확보
ㅇ (규모) 연장 27.1㎞(신설), 6~8차로(B=27~34m)
ㅇ (구간) 부안군 하서면(국도30호선) ~ 군산시 오식도동(국도21호선)
ㅇ (총사업비) 10,007억원(1단계 5,978억원, 2단계 4,029억원)
ㅇ (기간) ‘16년 ~ ‘23년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4.9, B/C=0.92, AHP=0.586)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1단계) ‘22.5월 현재 누적공정률 90.8% 달성, ‘22.12월 개통 목표
ㅇ (2단계) ‘22.5월 현재 누적공정률 78.6% 달성, ‘23.7월 개통 목표

□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계
사업비 1,000,703

‘18까지
157,440

‘19
172,963

‘20
207,941

‘21
232,999

‘22
169,239

□ 계획 노선도
국 도 21호 선

(장래) 남북도로
(L=27.2km)

남북도로 1단계
(L=12.7km)

방조제도로
(국도77호선)

동 서 도 로
(L=20.4km)

남북도로 2단계
(L=14.4km)

국 도 30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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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0,121

참고2-1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새만금개발청)

□ 사업개요
ㅇ (구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4.4km ~ 군산시 오식도동

남북도로
1단계

ㅇ (규모) 연장 12.7㎞, 6∼8차로(B=27
남북도로
2단계

∼34m), 설계속도 80㎞/h
ㅇ (총사업비) 5,978억원(국비)
ㅇ (기간) ’16년 ∼ ‘22.12월

□ 추진현황
ㅇ (’14. 9)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0.92, AHP 0.586)
ㅇ (’14.11)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완료(설계ㆍ시공일괄입찰)
ㅇ (’15. 3) 남북도로 기본계획 수립
ㅇ (’16.10)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ㅇ (’16.11) 남북도로 1단계(3･4공구) 발주
ㅇ (’17. 5) 기본설계 완료
ㅇ (’17.12) 실시설계 완료 및 본 공사 착공
ㅇ (‘21. 6) 국도 4호선 지정·고시(국토부)
ㅇ (’22. 5) 누적공정률 90.8% 달성

□ 향후계획
ㅇ (’22.12) 개통 예정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합계
597,847

‘18까지
139,074

‘19
112,691

‘20
1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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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40,000

‘22
73,639

‘23
7,586

참고2-2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새만금개발청)

□ 사업개요
ㅇ (구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시
점 ~ 14.4km지점
ㅇ

(규모)

연장

14.4㎞,

남북도로
1단계

6차로

(B=27m),

남북도로
2단계

설계속도 80㎞/h
ㅇ (총사업비) 4,029억원(국비)
ㅇ (기간) ’18년 ∼ ‘23.7월

□ 추진현황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4. 9)
(’14.11)
(’15. 3)
(’17.12)
(’18. 1)
(‘18. 6)
(‘18.12)
(‘21. 6)
(’22. 5)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0.92, AHP 0.586)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완료(설계ㆍ시공일괄입찰)
남북도로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남북도로 2단계(1·2공구) 발주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 및 본 공사 착공
국도 4호선 지정·고시(국토부)
누적공정률 78.6% 달성

□ 향후계획
ㅇ (’22.12) 누적공정률 89.2% 달성 추진
ㅇ (‘23. 7) 공사 준공

* 세계잼버리대회 개최(’23.8월) 전 개통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합계
402,856

’18까지
18,366

’19
60,272

’20
8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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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92,999

’22
95,600

’23
52,535

참고3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한국도로공사)

□ 사업개요
ㅇ (목적)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 연결 및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
ㅇ (규모) 연장 55.1㎞, 4차로(B=23.4m)
ㅇ (구간) 김제시 진봉면(동서도로) ~ 완주군 상관면
ㅇ (총사업비) 2조 2,379억원(국고 1조 1,464억원, 도로공사 1조 915억원)
ㅇ (기간) ‘18년 ~ ’24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18. 5) 전 구간(8개공구) 착공 완료
ㅇ (‘24.12)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준공

□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비

합계
22,379

’20까지
6,349

□ 계획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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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363

’22년이후
12,667

참고4

새만금 신항만 건설(해양수산부)

□ 사업개요
ㅇ
ㅇ
ㅇ
ㅇ

사업목적 : 새만금 배후산업 지원 및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
사업기간 : '09년 ~ '40년(1단계 '09~'30년)
총사업비 : 3조 1,752억원(1단계 2조 5,414억, 2단계 6,338억)
사업내용 : 부두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도로 4.1km 등
- 재정(1조 8,851억원) : 부두 2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4.7km, 도로
4.1km
- 민자(1조 2,901억원) : 부두 7선석, 부지조성 4,326천㎡

ㅇ 사업효과 : 하역능력 1,578만RT/년(’40년 기준)

□ 추진현황
ㅇ ('08. 9)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ㅇ (‘09.10) 새만금 신항만 (간이)예비타당성 조사(KDI)
ㅇ (‘16.11) 방파제(3.1km) 축조공사 완공
ㅇ (‘17.12)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착공
ㅇ (‘18.12)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ㅇ (’19. 8)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
ㅇ (‘20.12) 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착공
ㅇ (‘21. 2)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준공
ㅇ (‘21. 6) 북측 진입도로 기초조사용역, 방파제 연장 실시설계용역 착수
ㅇ (‘21. 9) 접안시설 1단계(잡화부두 2선석) 발주(’25년 준공)
ㅇ (‘22. 1) 항로 및 박지준설 공사 발주(’25년 준공)

□ 향후계획
ㅇ (‘22.11)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공
□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비

합계
31,752

’19까지
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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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13

’21
735

’22년 이후
26,226

□ 항만 사업 현황
ㅇ 단계별 항만개발 계획
총
구

분

계

2030년(1단계)

2040년(2단계)

선박규모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5만 DWT

1

300

-

-

1

300

일반잡화 5만 DWT

6

1,860

5

1,580

1

280

컨테이너 4천 TEU

1

380

1

380

-

-

크 루 즈

8만 GT

1

430

-

-

1

430

-

9

2,970

6

1,960

3

1,010

합

계

ㅇ 새만금 신항 계획평면도
⑥ 북측진입도로
등

②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④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⑦ 방파제 연장
5 잡화부두(2선석)
◯

③ 가호안 및 매립호
안

① 방파제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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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새만금 신공항(국토교통부)

□ 사업개요
ㅇ (위치) 군산공항 옆 산업연구용지
ㅇ (면적) 3,403천㎡(약 103만평)
ㅇ (규모) 활주로 2,500m×45m, 계류장(C급, 5대),
여객터미널 15,010㎡(국내 4,785㎡, 국제
10,225㎡), 화물터미널 750㎡, 주차장 696면

ㅇ (총사업비) 8,823억원
ㅇ (기간) ‘20년 ~ ’28년

□ 추진현황
ㅇ ('16. 5)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국토부)
ㅇ ('17.12)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 (수요예측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국토부, ’18.4.10. 발표)

ㅇ (’18. 7∼'19. 6)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ㅇ ('19. 1)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에 포함되어 예타면제 결정
ㅇ ('19.1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ㅇ ('21.12) 기본계획 수립
ㅇ ('2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향후계획
ㅇ (’22.下) 기본계획 고시(잠정)
ㅇ (’22년 ~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ㅇ (’28년) 새만금 공항 준공

- 277 -

참고6

새만금 인입철도(국토교통부)

□ 사업개요
ㅇ (목적)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
수송체계 구축
ㅇ (규모/기간) 총 47.6㎞ / ’21년 ~ ’30년
* 새만금∼옥구신호소 단선전철 29.5km 신설 + 기존철도(옥구신호소
∼대야) 전철화 18.1km

ㅇ (총사업비) 1조 3,282억원

□ 추진경과
ㅇ ('16. 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단선 43.1㎞ / 사업비 6,160억원

ㅇ ('18. 5~’19. 5)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시된 노선이 최적안으로 평가(B/C=1.11)

ㅇ ('21. 1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0.83, AHP 0.617)

□ 향후계획
ㅇ ('22.6~)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실시설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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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새만금청 예산교부, 군산시·부안군 시행)

□ 사업개요
ㅇ (목적)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위한 배수지 건설
ㅇ (내용) 배수지 2개소(옥구 25천㎥, 계화 5천㎥)
* 옥구배수지 사업시행 : 군산시·K-Water / 계화배수지 : 부안군

ㅇ (기간) ‘19년 ~ ’24년
ㅇ (총사업비) 404억원 (옥구 294, 계화 110 / 국고보조사업)

□ 추진현황
ㅇ ('19. 8~'21.10) 옥구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ㅇ ('20. 8~'21.10) 계화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ㅇ ('21.12) 배수지 건설 착공

□ 향후계획
ㅇ 배수지 건설 완료(계화 ’23, 옥구 ‘24)

□ 배수지별 급수구역
< 생활용수 >

< 공업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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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8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 사업개요
ㅇ (구간) 3개 용지*와 동서도로 연결
* 복합개발ㆍ관광레저ㆍ농생명 용지

ㅇ (규모) 20.7㎞(4~6차로)
ㅇ (사업비) 9,950억원(전액 국비)
*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 B/C=1.279

ㅇ (사업기간) ’22년 ∼ ’28년

□ 추진 경과
ㅇ ('14. 9)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 내부간선도로 계획 [연장 69.7km(순환링 15.2km, 간선도로 54.5km), 4∼6차로]

ㅇ ('15.11)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용지별 연계 계획, 시설규모ㆍ위치, 설치계획 등을 구체화

ㅇ ('20. 2) ‘내부교통체계와 연계한 내부간선도로 건설방안 연구’ 용역
* 내부간선도로 중 시급한 20.7km(순환링 8.2km + 내부간선 12.5km) 우선 추진(B/C 0.92)

ㅇ ('21.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ㅇ ('21.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ㅇ ('21. 6~'22. 8) 예비타당성조사(KDI) 시행
ㅇ ('21. 8~12) 예타 관련 정책성분석 용역 수행(국토연)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11.24)

□ 향후계획
ㅇ ('22. 6~8) 예타 관련기관(KDI, 기재부, SOC 분과위) 점검회의 대응
* 차로확대, 입체교차로 반영 등 계획변경에 따른 예타대응
ㅇ ('22.下~) 지역간 연결도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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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

□ 관광레저용지 개발 가속화
ㅇ (명소화부지) 방조제 인근 관광명소 부지에 관광개발사업 추진
-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시행자 지정 후, 통합개발계획을 수
립하고(’21.12월~’22.8월), 사업 착공 추진(‘23上)
* 1단계(~’23.7월) 글램핑장, 공연장 등 개관 / 2단계 (~~’25.12월) 숙박·
놀이시설 등 전체 준공

- (VR/AR 테마파크)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체험형 관광을 주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22.8월) ’25년까지 리조트호텔 등 건설 추진
ㅇ (신시야미) 1단계*(신시도 호텔) 개발실시계획 승인(’21.12월)에 따라
토목공사 착수(7월) 및 호텔을 준공(’24.4월)하고, 2단계 사업도
조기 착수
* 1단계(~’23년) 신시도 호텔 / 2단계(~’30년) 복합리조트

ㅇ (투자유치형 개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한 관광개발
- (정주형 테마마을) 자족적 문화예술이 숨쉬는 친환경 관광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추진(~12월)
- (해양레저단지) 방조제 남측 1.64㎢(49.6만평)에 3천억원 이상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22년)
ㅇ (잼버리부지) 세계잼버리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22.5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조성(’22.1월~’2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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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ㅇ (국립박물관) ‘새만금’과 ‘간척’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간척전문박물관으로, ’22년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및 전시
물 제작 설치를 완료(‘23.3.)하고 ‘23년 상반기 개관 예정
ㅇ (고군산군도) 무녀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군
산시)를 지정(’21.2월)함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승인(’22.8월) 및

연내 착공 추진
* (면적) 6만㎡(1.8만평) (시설) 글램핑장, 수영장(인공파도·인피니티),
테마도로 등(‘24년 개장)

ㅇ (문화레저) 노마드 축제를 발전시킨 캠핑형 음악축제인
새만금 K-POP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조형미술품 공모전
및 전국 요트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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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 조감도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6. ~ 2022.

총사업비

34,196백만원
(공사비 24,821, 설계비 1,738, 감리비
1,638, 부대비 52, 보상비 5,947)

사업위치
(면적)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29-7번지
일원(39,692㎡)

시설규모

건립규모 : 5,440.88㎡(지상 3층)
주요시설 : 전시장, 수장고, 연구·교육실,
사무실 등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

□ 추진 현황
ㅇ ‘12. 6. ~ ’13.11. :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 기획 연구(농식품부)
ㅇ ‘15. 7. ~ ’15. 8. : 새만금청 추진결정 (기재부 , 농식품부 , 새
만금청 협의 )

ㅇ ‘15.12. ~ ’16. 5. :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용역 시행
ㅇ ‘16.12. ~ ’18.11. : 박물관건립 건축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
ㅇ ‘19.10. : 박물관 개발실시계획 수립 고시(새만금사업법)
ㅇ ‘19. 9. ~ ’20. 2. : 부지매입 유상관리전환 등 완료(농공, 농식품부)
ㅇ ‘20. 3. ~ ’20. 8. : 박물관 공사 발주 및 착공

□ 향후 계획
ㅇ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22.9.)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23.3.)
ㅇ 박물관 개관 (‘23. 상반기 )

- 283 -

참고 2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 행사개요 》

ㆍ (기간) ’23. 8.1 ～ 8.12.(12일간)
ㆍ (장소) 관광레저용지 8.84㎢
ㆍ (참가규모) 170여개국 5만여명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 개최지 결정(‘17.8, 세계스카우트총회)

□ 추진현황 및 계획
ㅇ (부지조성) 농지기금을 활용*하여 잼버리 부지를 ‘22.12월까지
매립**
* 새만금위원회에서 잼버리부지는 농지기금으로 매립추진 심의
(‘17.12)
** (규모) 8.8㎢, 2,300억원(기반시설 설치비 제외) / (사업주체) 농어
촌공사 / (절차) 총사업비 협의(’18.6∼),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19.1∼’19.8), 공사(’20.1∼’22.12)
*** (추진일정) 기본계획 승인(’18.12) → 세부설계 완료(’19.8) → 입찰
공고 및 계약 추진(’20.1) → 공사 추진(’22.12월 완료), 프레잼버리
(‘22.8월) 부지(1.55㎢)는 ’20.12월 완료

ㅇ (세계잼버리 준비 지원 ) 잼버리지원 특별법 제정 *에 따라
지원 및 조직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잼버리 행사계획 수립**
등 지원

ㅇ (기반시설 구축) 동서ㆍ남북도로 등 조기구축 추진(새만금청)
- 잼버리대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서도로는 ’20.12월 개통
완료, 남북도로는 ’23.7월 개통 목표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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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거리 제공을 위해 새만금 박물관 ‘23 상반기 개관 목표
* 새만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새만금사업법」개정(‘22.2월)

- 상 ·하수도 (‘21.12월 착공 ) 및 청소년리더센터 (’22.6월 착공 ),
대집회장 (‘22.5월 착공 ) 적기 추진 (전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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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 행사개요
ㅇ 기간/위치 : ‘23. 8. 1~8. 12(12일간)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8.84㎢)
ㅇ 참가규모 : 170여개국 5만명 (국외 4만명 , 국내 1만명 )
ㅇ 소요예산 : 846억원 (국비 217, 지방비 276, 자체수입 353)
- 시설비 343(기반시설 , 상부시설 , 대집회장 ), 운영비 503(행
사운영 , 홍보 등 )
* 미포함사업 : 매립공사 1,729억원(농공),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450억원(전북도)

ㅇ 주

제 : 너의 꿈을 펼쳐라 (Draw your Dream)

ㅇ 주관기관 /단체 : 여성가족부 ,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 행사내용 및 시설
ㅇ 행사내용 : 개‧폐영식, 영내․외 과정 활동, 국제기구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설) 허브캠프 5개(1만명씩) 조성, 텐트 설치(50천개), 화장실(430개)
및 샤워장(400개), 덩굴식물 터널(3.7km), 주차장 3개소(버스 1천대,
승용차 1천대), 대집회장(5만명 소집), 과정활동장(직소천, 수영장, 스
포츠시설 등), 상하수도 57㎞, 소규모하수처리장 3개소, 전시시설 등

프레변경

구 분
기
간
면
적
참가규모
행사주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2 프레잼버리
‘23. 8. 1 ~ 8. 12 (12일)
‘22. 8. 2 ~ 8. 7 (6일)
8.8㎢(267만평)
0.17㎢(5.3만평)
170여개국 50,000명
5개국 1,300명
Draw your Dream
Imagine your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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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30명)

세계스카우트연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152명)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기재부 · 교육부 · 여가부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 장관, 새만금청장, 지사, 조직위원장(19명) + 민간

위원총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실무위원회(30명 이내)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여가부 차관)
- 부처 고위공무원, 행정부지사, 조직위원회(19인) + 민간

전문위원회
조직위
사무국

□ 관계기관 주요역할
구

분
여성가족부

중앙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지자체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기

관

별

주

요

역

할

잼버리 관련 특별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재정지원
부지매립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계화배수지 설치
기반시설 설치, 사후활용 계획수립, 재정지원, 주민참여계획 수립 등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회원국간 네트워킹 지원, 전문인력 파견 및 추천 등

□ 조직위사무국 운영
ㅇ 구

성 : 44명(중앙부처 10, 지자체 28, 스카우트연맹 1, 민간 5)

* 1총장 4본부 18팀(새만금청 사무관 1명 파견)

ㅇ 기

능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지원 등

* 전북사무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은 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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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제도개선

□ 입체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
ㅇ (관리시스템 )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유 , 소통 ‧협력 , 활성화 지원을
위해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서버를 도입하여 시스템 정식개통(11월)

ㅇ (3차원 공간정보) 새만금 사업을 3차원 입체지도 및 지상과
지하 정보를 구축하여 국토 디지털화와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ㅇ (협의체) 협업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선제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연4회)
* 새만금청, 군산해수청, 지자체, 새만금공사, 농어촌공사 등 11개 기관

□ 새만금호 등 친환경적 관리 강화
ㅇ (새만금호 관리) 호내 바닥지형·지질변화 상황 실측조사를 통한
준설토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호소 관리 추진

ㅇ (수변관리계획) 기후변화, 도시 내 친수 공간 확대 등 그간 변화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 관련 연구 검토 추진

ㅇ (친환경 관리)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환경부)을 추진하고, 비산
모래로부터 주민보호가 가능한 에코숲 벨트** 2차 사업완료(12월)
* 357만㎡ 여의도 공원면적의 15.5배, (사업비) 2,860억 원 (사업기간) ’22∼’29년
** 36만㎡(폭 26m x 길이 14km) (사업비) 70억 원 / 설계(~4월), 착공(8월), 준공(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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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ㅇ (인센티브) 법률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에 법인·소득세 및 관세 등 세제 지원 확대
* 법인·소득세 감면 (입주기업) 3년 100%, 2년 50%, (사업시행자) 3년
50%, 2년 25%

ㅇ (민간매립참여) 2단계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므로 용지개발
(매립)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검토 추진
* 민관 공동사업시행 또는 공공이 과반 이상 출자하는 SPC의 매립
사업 부담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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