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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동정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9일(수)과 10일(목) 이틀에 걸

쳐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고가, 마포석유비축기지, 

세운상가, 우이-신설 도시철도 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현장 애

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본부는 강남구 개포동 옛 일본인학교 부지에 IT 

복합공간인 ‘개포디지털 혁신파크’를 조성·완료하여 10월말 

개관하고, 올림픽대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를 신설·이설하는 구조개선공

사를 11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본부가 구축·운영 중인 대금e바로, 건설정보관리시

스템, 건설알림이 등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 2016년 세계

정보기술 올림픽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

을 안았습니다. 





  

                                              Contents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본부 동정

박원순 시장, '우이신설 도시철도' 시운전 점검 1

박원순 시장, '마포 석유비축기지' 점검 4

서울역고가 바닥판 재설치 완료 7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착공, ‘19.12월 완공 10

IT중심 복합공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12

정릉동 내부순환로 진입 램프 설치공사 14

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터널 관통 완료 16

‘WITSA 국제 ICT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18

건설알림이(cis.seoul.go.kr) 서비스 개편 21





1

박원순 시장, '우이신설 도시철도' 시운전 점검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9일(수) 현재 공정률 90.6%를 보이고 있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안전시설 등 막바지 공사 진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시운

전 차량에 탑승해 4개 역을 이동하면서 운행 관련 안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 1층에서 사업 전반에 대

해 보고받은 뒤 전 노선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지하 2층 차고지로 내려가 현장 관계자 및 초청시민 등과 함께 시운전 중

인 차량에 탑승해 4개 정거장(L01~L02~L03~L04, *역명 미정)을 이동한 뒤, L04 

정거장에서 하차해 승강장 안전문(PSD, platform screen door)을 비롯한 안전장치 

등도 꼼꼼히 확인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총 연장 11.4㎞에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 착공한 이래 현

재 전 구간의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출입구 등 부대공사와 건축, 설비 등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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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점검 차량 시승

차량 시승 관계자 격려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현재 전 구간 차량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어, 시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무인 차량 시운전을 집중 점검했다.

2017년 3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무인 차량 시운전

을 실시하고, 2017년 7월 개통 시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철도종합

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국내 최초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되는 무인 경전철로, 도

시철도 소외 지역인 강북 지역 교통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우이동길~삼양로~솔샘로~보국문로~아리랑로~보문로, 총 

연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환승역 3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된다. 

특히, 지하철 1, 2호선 신설동역,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지하철 6호선 보

문역 등 기존 3개 정거장은 ‘우이～신설 도시철도’와 연결되어 환승된다.

본부는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 여러분의 숙

원인 '우이-신설 경전철'이 내년 7월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차질 없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공정관리과장 김형건 772-7031 주무관 정영호 772-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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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무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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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마포 석유비축기지’ 점검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10일(목) 舊마포 석유비축기지(마포구 성산동 산53-1 일

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가 진행 중인 6개의 석유 탱크와 주

차장 부지, 산책로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사관계자

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舊마포 석유비축기지는 1974년 제1차 석유파동 후 비상시를 대비해 1976년 건설

한 개발시대의 산업유산이다. 지난 40년간 시민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어 왔던 공

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복합 생태·환경·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작업이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4년 8월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땅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 기본설계('14. 10~'15. 8) 과정에서 실제 기획‧연출‧운영 실무 전문

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자문회의(15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

회’(22회) 결과를 최종 설계도면에 반영했다.

워킹그룹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관 주도 방식을 탈피, 실제 기획‧연출‧운영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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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해온 주체로서 그동안 34차 회의를 거쳐 총 43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공원 운영모델과 같은 자립

형, 시민참여형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황 점검 관계자 격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공사는 201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

료한 후 각종 행정절차(계약심사, 공용건축물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입

찰과정을 거쳐 시공 중이다. 

사업부지 총 14만㎡는 ▴공연장,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이 들어설 '유류저장탱크

'(10만1,510㎡) ▴공원으로 조성될 '임시 주차장 부지'(3만5,212㎡) ▴접근로(3,300

㎡)로 구성된다. 

들어서게 될 주요시설은 실내‧외 공연장, 기획 및 상설 전시장, 정보교류센터 등이

며 1일 최대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외부 공간에는 산책로, 야생화

정원, 공연마당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초기 계획에서는 빠져있었지만 검토 끝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포함된 임시 

주차장 부지는 공원화 사업 지역으로 포함되기까지 주민과 관련부서, 주차장 이용

자(트럭, 관광버스) 간 있었던 첨예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 임시 주차장 내 약 200대의 대형트럭, 

관광버스는 2016년 2월까지 모두 이전 완료됐다.

석유 4,894만ℓ를 보관하던 5개의 유류저장탱크 중 2개(1번‧2번)는 해체 후 신축하

고, 여기에서 해체된 철판을 재조립해 1개 탱크(6번)을 신축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 사용한다.

현재 접근이 불가능한 비축탱크를 둘러싼 암반을 절개하고 진입로를 만드는데, 석



시설국 건축부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3708-2605 주무관 차무흥 370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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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축기지 건설 당시 암반 속에 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암반을 절개 후 탱크를 

앉힌 뒤 다시 암반을 복구했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의 과정으로 공사가 진

행된다.

1번‧2번 탱크는 해체 후 암반지형과 콘크리트 옹벽을 이용, 건물을 신축, 다목적 

파빌리온(1번), 실내‧외 공연장(2번)으로 변신한다. 3번 탱크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

해 시민, 학생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운영한다.

4번 탱크는 기존 탱크 안에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된 투명 탱크가 들어간 독특

한 형태의 기획 전시공간으로, 5번 탱크는 내‧외부의 공간개념을 전환, 내부는 그

대로 둬서 기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외부와 콘크리트 옹벽 바깥부분은 '석

유비축기지'부터 '문화비축기지'까지 4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장을 만든다.

새로 만들어지는 6번 탱크는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교류센터'로, 서

울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열람)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

획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화 유산이 원형이 최대한 유지되면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로 재탄생해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탱크 1 (554㎡)
- 파빌리온
- 공연, 전시 등

탱크 2 (2,579㎡)
- 실내·외 공연장
- 준비실,창고 등

탱크 3
- 원형 보존

탱크 4 (1,298㎡)
- 기획전시장
- 전시, 지원시설

탱크 5 (890㎡)
- 상설전시장
- 전시, 편의시설

탱크 6 (신설-2,948㎡)
- 정보교류센터
- 정보교류, 회의, 강의,
카페, 공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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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 바닥판 재설치 완료

본부는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서울역고가 보행길’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11월 현

재 현재 고가 바닥판 설치와 LMC(Latex Modified Concrete) 포장, 강재(Steel) 부분

의 보수보강을 마치는 등 약 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바닥판 재설치는 고가 상판 철거가 끝난 후 지난 7월부터 시작해 10월 초 마무리 

됐다. 도심지와 철도횡단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통제 없이 신속한 시공이 가

능한 ‘프리캐스트(precast)’ 방식과 ‘전진가설’ 공법이 적용됐다.

프리캐스트 방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바닥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

식이며, 전진가설 공법은 교량하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위에 레일을 

깔고 작업대차를 이용해 바닥판을 종점부에서부터 공사지점까지 옮기는 등 모든 작

업이 교량 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방식이다.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거더(Steel Girder)와 고가를 받치고 있는 철도횡단구간의 교

각 등 강재부분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도 10월 말까지 마무리되었고 교각 전체에 대

한 콘크리트 보수‧보강은 12월 초까지 기본 공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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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된 부분은 제거 후 도장처리하고, 안전등급 E등급인 받침장치 264개소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면진받침’을 적용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LMC 주간 포장공사 LMC 야간 포장공사

이후 2만4천 여 주의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공사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가 

상하부 편의시설 조성공사를 마치면 서울역고가를 중심으로 7개 방향 총 17개 보행

길이 연결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2017년 4월 완성된다.

각 식재 화분마다 원형 띠조명을 설치하고, 밤이면 푸른빛으로 물드는 색다른 풍경

의 보행길을 만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활용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자동제세동기, 전기휠체어 

충전기 등 시민편의시설도 마련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5년간 ‘차량길’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17년 4월 사람이 

‘걷는 길’로 재탄생할 서울역고가 보행길의 새로운 이름  ‘seoullo 7017(서울로 

7017)’과 로고를 담은 BI ‘서울로(seoullo)’를 공개해 보행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이름 ‘seoullo 7017’의 ‘서울로(seoullo)’는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지어졌다. ‘7017’은 서울역고가가 탄생했던 

1970년과 보행길로 탈바꿈할 2017년을 동시에 나타낸다. 서울역고가의 역사와 보행

길로서의 정체성을 응축한 것이다. 

한글형 영문형



시설국 토목부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3708-2541 주무관 이상근 3708-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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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는 길을 나타내는 ‘로(ro)’의 영어표기에서 ‘r’을 ‘l’로 대체, 두 개의 소문자 ‘l’을 

걷고 있는 사람의 발 모양으로 형상화해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로고를 

지향했다. 또, 차량길이 사람길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기본색상은 초록색으로 선택해 645개의 식재화분이 가득 채울 초록 보행길의 모습

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서울역고가 보행길이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국제도시 서울의 주요 관광 

동선에 놓여 있는 만큼, 내‧외국인 모두에게 쉽게 읽히고 같은 의미와 발음으로 통

용될 수 있는 BI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seoullo 7017’의 BI 작업은 여러 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해온 오준식 디

자이너를 대표로 서울의 디자이너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그룹 ‘베리준오(VERY 

JOON OH, 이하 VJO)’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서울역고가 보행길 개장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과 로고 

등 BI 사전홍보를 적극 강화해, 개장과 동시에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 시민들과 관광

객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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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착공, ‘19.12월 완공

본부는 올림픽대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교 남단IC 램프를 

신설·이설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를 11월 1일 착공하여 

오는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올림픽대로 하남(천호)방향에서 강동대로 방향으로 가려면 잠실대교 남단에서 우

회해야 하고, 올림픽대교에서 올림픽대로 하남(천호)방향으로 가려면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에서 유턴(U-Turn)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총 사업비 473억 원이 투입되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는 올

림픽대교 남단IC 잠실방향에 올림픽대로 상행선에서 하행선으로 유턴(U-Turn)할 

수 있는 폭 7.8m, 연장 1,383m의 연결램프(교량)이 신설되고, 하남방향(1,210m), 

김포방향(1,460m)의 올림픽대로도 조정·이설된다.

올림픽대교 남단IC에 신설램프가 연결됨에 따라 주변 천호대교, 잠실대교 교통량 

집중 및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유턴(U-Turn) 교통량 과다로 인한 교통정체가 해

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국 토목부  터널건설과장 권혁대 3708-2565 주무관 전병철 3708-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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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올림픽대교에서 올림픽대로 하남(천호)방향 이용자로 

인한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의 상습 지정체가 해소되고, 지금까지 우회하며 이용

에 불편을 겪었던 올림픽대로 하남(천호)방향에서 강동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본부는 공사 시행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7단계)  기존 차

로수 확보를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을 마련하였다.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분산되고 올림픽대

교 남단 교차로의 교통 정체가 개선되어 올림픽대로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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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심 복합공간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관

본부는 강남구 개포동 옛 일본인학교 부지에 IT중심의 복합공간인 ‘개포디지털 혁

신파크’를 조성 완료하고, 10월 28일(금) 개관했다.

36년이 지나 낡고 오래된 옛 일본인학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약해진 구조는 

골조를 보강하여 규모 6의 지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내진구조 보강도 실시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로 재탄생되었다. 

또한, 학교건물 본관, 신관, 다목적강당 3개동을 고효율 단열창호 및 로이복층유리

로 리모델링하여 단열성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재탄생되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1월 착수하여 지난 9월까

지 8개월간 이루어졌다.

다목적강당은 오래되어 손상된 지붕과 경기장 바닥 등을 전면교체하였다. 경기장

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벽체에 고무리브판을 설치하고 스포츠 경기 

중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판을 설치했다. 



시설국 건축부  환경시설과장 유현수 3708-2645 주무관 김대식 3708-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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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구조 보강 다목적 강당 전경

주진입로 계단 및 경사로 내부 전경

특히,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에 들어서는 지하철 입구에는 폭 18m에 달하는 광폭 

진입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하여 탁 트인 개방감과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본관, 신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

하였으며, 본관은 옥상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

치하는 등 장애우를 배려했다.  

주차면도 설계(40면, 장애인주차 3대)보다 36면 확충된 총 76면(장애인주차 7면)

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중소 콘텐츠 및 개발업체 지원을 위한 모바일 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정보통신기

술 중심의 신성장 동력과 인력 육성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포디지털 혁신파크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서울시 디지털정책의 싱크

탱크로 지난 6월 출범한 ‘서울디지털재단’이 맡는다. 10월 초 파크입주를 완료해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4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계와의 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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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내부순환로 진입 램프 설치공사

교각(P1, P2, P3, P4) 전경

본부는 정릉길, 종암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성북구지역 주

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릉길 국민대앞에 마장방면 내부순환로 진입을 

위한 정릉램프를 신규로 설치하고 있다. 

정릉진입램프는 성북구 정릉길 국민대 건너편에 내부순환로 마장방면 진입을 위

하여 폭 5m, 연장 533m의 규모로 교각(1~4번) 및 교대구조물, 옹벽(1~6번)설치를 

완료하고 2016년 12월 현재 강교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이 

투입되며, 2017년 준공예정이다. 

공사 중에는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 차량에 주기적으로 살수하고, 높이 

3~4m, 연장 674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차량소음을 줄이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램프가 설치되면 인접 진입램프의 교통량 분산으로 하부도로인 정릉길의 차량 주

행속도가 향상되어 교통지·정체 해소와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기능 회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 및 외곽방향의 통행편리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



시설국 토목부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3708-8665 주무관 남덕희 3708-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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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있다.

조감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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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터널 관통 완료

본부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에서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총 연장 1,390m를 지난 11월 3일 관통했다. 

920공구는 934m 터널구간과 291m 개착구간인 본선이 총 1,225m이며, 정거장은  

1개소, 165m로 총 연장 1,390m의 규모이다. 934m 터널구간 중 1구간(석촌역~방

이사거리, 524m)은 지난 2015년 3월 상하행선을 굴진 완료하고, 2구간(방이사거

리~올림픽공원 남문사거리, 410m) 상하행선은 이번에 굴진 완료했다. 

920공구의 사업비는 약 1,628억 원, 사업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이며, 2018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은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 ~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까

지 총 9.18㎞에 8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오는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시공 중

이다. 2016년 10월말 현재 토목공정 95%, 시스템 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총길이 9,180m(6개 공구) 중 쉴드TBM 터널 공법이 적용되는 

삼전사거리~올림픽공원역까지 4,692m(3개 공구)는 2012년 3월부터 착공, 2017년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토목2과장 방영복 772-7042  주무관 한재호 77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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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터널공사 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11월 현재 석촌역사거리~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까지 1,390m의 단선병렬 터널이 

시공됨으로써 총 4,434m(배명사거리~방이사거리~올림픽공원 남4문~올림픽공원

역)의 터널을 시공∙관통하였으며, 삼전사거리~배명사거리의 일부 잔여 터널공사 

구간(258m)을 오는 2017년 2월 중에 관통하면 9호선 3단계 쉴드TBM 터널구간

(4,692m, 삼전사거리~올림픽공원역) 전구간이 관통된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완료되면 김포공항에서 보훈병원(39.14㎞)까지 지하철 

9호선 전구간이 연결되어 송파·강동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더

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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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SA 국제 ICT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지난 10월 4일(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2016년 세계정보기술 올림픽

(WITSA Global ICT Excellence Award 2016)에서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 Clean Construction System)’이 공공부문(Public Sector ICT Excellence Award) 최우

수상(WINNER)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정보기술 올림픽(WITSA Global ICT Excellence Award 2016) 시상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종근 건설총괄부장이 시상식에 참석

했다. 

세계정보기술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IT포럼인 세계정보기술회의(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의 꽃으로 세계최대 IT국제기구인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합(WITSA :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이 2년마다 개최한다. 

서울시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은 서울시 건설공사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시민들에게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건설알림

이’, 하도급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대금e바로시스템’ 등 서울시의 청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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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첨단 시스템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

장안전관리, 관계자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건설알림이’는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공개 사이트(http://cis.seoul.go.kr)로 시민이 공

사감독관과 동일한 건설현장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대금e바로’는 원·하도급사 몫, 자재·장비별 몫, 노무자별 몫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지

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 지급을 보장

할 수 있다. 

이번 세계정보기술 올림픽에서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은 서울시의 ‘청렴 건설행정

시스템(CCS)’을 건설사업과 IT서비스가 융합된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로 공개성

(Opneness), 혁신성(Innovation), 청렴성(Integrity)을 모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정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의 18개 서비스가 응모되어, 1차(서류심사), 

2차(종합심사, Teleconference 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청렴 건설행정시스

템’이 공공부문 WINNER로 선정되었다.

‘건설알림이’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모바일 대중화 등 IT패러

다임 변화에 맞게 최신 정보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구조화 및 다양화로 접근성이 

강화되고 서비스 페이지가 다양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등)에 맞춰 조정

되도록 반응형 웹(Responsive web) 사이트로 지난 10월 1일 리뉴얼 되었다.



시설국 건설총괄부 건설정보과장   정해민 3708-2350
대금시스템과장 박  환 3708-2410

주무관 김형선 3708-2383
주무관 김석천 370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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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는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대금 지급 업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

난 9월 26일 리뉴얼 되었다. 11월에는 하도급 계약과 지급의 적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키스콘(KISCON)의 원·하도급 공사대장을 제공받아 원도사의 하도급 계

약 및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확인 관리가 가

능하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 베트남 다낭시는 다낭시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알림이’를 구축하고자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 없는 건설관

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진출에도 힘쓰고 있

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서울시『청

렴건설 공개행정』세계와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20개국의 공무원과 시

민단체,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11개국이 본 시스템에 대한 자문·지원을 요청해와 이 중 5개국(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우간다, 요르단)을 우선 선정하고 베트남 다낭시(7.6~8), 태국(7.9~12), 

우크라이나(7.13~16) 3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알림이’ 지원과 자문을 위한 워크

숍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목) ~ 5일(토) 우크라이나, 베트남 다낭시 2개국 

초청 워크숍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 및 조언을 하였다. 

본부는 건설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세계정보기술 올림픽에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좋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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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알림이(cis.seoul.go.kr) 서비스 개편

본부는 내 집 앞 공사현장을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설알림이

(cis.seoul.go.kr)’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0월 1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서울시 청렴건설 행정시스템’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모바일 대중화 등 IT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최신 정보기술이 적용되어 데이터 

구조화 및 다양화로 접근성이 강화됐다.

‘건설알림이’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어떤 메뉴를 얼마나 방문했는지 방문자 

수, 방문 유형 등 웹로그를 분석해 사용자 접근이 많은 콘텐츠를 메인화면에 배치하

는 등 접근성을 강화했다.

콘텐츠는 7개 메인메뉴, 16개 서브메뉴, 3개의 팝업메뉴 등 구조화된 메뉴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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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신순/인기순으로 건설공사를 TOP5로 분류하여 시민 관심 사업을 실시간으

로 보여준다. 

반응형웹 구축 지도검색서비스 메뉴 신설

플랫 디자인(Flat Design)으로 콘텐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서비스 페이지가 

다양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톱 등)에 맞춰 조정되도록 반응형 웹

(Responsive web) 사이트로 리뉴얼 되었다.

또, 사이트 어디에서든 건설공사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상단에 검색영역이 마련

되었으며, 도로, 상수도, 공공건축, 공원, 도시철도 등 공사 유형별 메뉴가 신설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다. 

공사와 관련된 민원상담, 불편신고, 담당자 찾기 등은 공사궁금이(정보공유)에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했다.

콘텐츠 확대 시민 소통 체계 마련

건설정보소식에서 25개 구별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식지 및 서울기술

이야기의 전자책(e-Book), 안전매뉴얼과 안전점검모범사례, 주요건설공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설국 건설총괄부 건설정보관리과장 정해민 3708-2350 주무관 김형선 370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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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전자책 서비스 공사 안전정보 공유 공사 전과 후

한편,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모든 건설공사 상세정보를 공개해 건설행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서비스로 인정받아 지난 6월 「제2회 휴먼테크놀로지 어

워드」 사회․공공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베트남 다낭시는 다낭시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알림이’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협

력을 위한 서울시-다낭시(베트남)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 없는 건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유엔의 개발도상국 지원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건설알림이를 세계에 알리

는 ‘서울시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후 11개국이 시스템 자문·지원을 요청해와 이 중 5개국(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우간다, 요르단)을 우선 선정하고 베트남 다낭시(7.6~8), 태국(7.9~12), 우크라이나

(7.13~16) 3개국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알림이’ 지원과 자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

였으며, 지난 11월 3일(목) ~ 5일(토) 우크라이나, 베트남 다낭시 2개국 초청 워크숍

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 및 조언을 하였다. 

본부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알림이’ 서비스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