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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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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란
  

1.1 도시철도의 정의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路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

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

1.2 도시철도 건설계획(우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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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철도의 특징

도시철도는 도시내의 집중되는 교통을 수송하기 위하여 연구 발전된 교통수단으로

타 교통수단 특히 노면교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주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성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도시철도는 노면교통과 달리 독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레일에 의해 그 주행방향이 유도되므로 안전성 면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

에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 외에도 도시철도시설에는 각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보안설비를 갖추게 되어 더욱 안전해 지고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열린데이터광장) 및 서울교통공사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내 자동차 교통사고는 38,795건, 도시철도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자동차가

도시철도에 비해 2,040배 정도 사고 위험이 높다. 물론 조사지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승용차, 버스 등의 노면교통에 비해서 도시철도는 안전성면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음은 확실하다.

 □ 대량수송성
도시교통 특히 간선교통에서는 시간적,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대량의 교통량을 담당

하여야 하므로 얼마나 큰 교통처리능력을 가졌는가가 그 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교통처리능력은 1시간에 1차선당 얼마나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느냐로

비교할 수 있다.

도시철도의 운반차량의 크기에 따라 시간당 경량전철의 경우 2～4만명 중량전철의

경우 5～9만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버스는 6천～9천명, 노면전차 5천～6천명,

승용차 7백～1천명, 자전거 4천명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 신속성
도로교통은 노면의 혼잡도에 따라 그 주행속도가 변하므로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

별, 시간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노면의 혼잡도와 관계없이 전

용의 선로위를 주행하므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완행

도시철도는 30～40km/hr 급행도시철도는 50～60km/hr 노면교통은 20～

30km/hr 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도시철도는 노면교통에 비하여 신속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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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의 개념

- 최고속도 : 어느 구간에서의 가장 빠른 속도

- 평균속도 :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평균 주행속도(정차시간 제외)

- 표정속도 :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거리 나눈 것으로

중간의 정차시간을 포함함.

예) 양재역에서～종로3가까지 14km 구간을 12개역에서 각30초(0.5분)씩

정차하고 최고 85km의 속도로 주행하여 26분만에 도착하였다면...

① 평균속도 {14/(26 - 12× 0.5)} × 60 = 42km/hr

② 표정속도 14/26 × 60 = 32.3km/hr

 □ 정확성
도시교통에 있어서 교통시간의 정확한 예측가능성은 아주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여

유를 가지고 출발하여도 도착할 때 까지 내내 불안하고 예상보다 도로 혼잡이 더하면

늦어지기 쉽고, 예상보다 혼잡이 덜하면 빨리 도착한다.

그러나 도시철도와 같은 궤도교통은 전용의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행된다. 대도시에서 약속시간에 맞추기 위하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

은데 이는 도시철도의 정확성․정시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편의성, 쾌적성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보행도 환승도 없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승용차만큼 편리하

고 안락한 수송수단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원생활에서의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편의성과 쾌적성의 확보

를 위해 환승 보행동선의 축소,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불편을 줄이

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저 공해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대기오염물질의 82%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오존오염원인 질소산화물은 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이 전체의 87%를 배출하고 있어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생회수는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기준으로 볼때 자가용 승용차는 철도의 195배, 영업용

자동차는 철도에 비해 343배나 높은 오염강도를 가지고 있다.

철 도 0.008(1)

영업용 자동차 2.74(343배)

자가용 승용차 1.56(195배)

[그림 1-1] 철도와 자동차의 공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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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효율성
도시철도의 수송 에너지 원단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영업용 자동차는 251kcal/인.km, 자가용 승용차는 546kcal/인km로 각각 도시

철도의 2.5배, 5.5배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교통부분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상회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저 에너지

수송수단인 도치철도 이용의 활성화가 적극 요구된다.

1.4 도시철도의 특성 및 분류

 □ 도시철도의 특성
도시철도는 도시내의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간선교통축에 적용되는 교통기관이다.

도시교통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단거리통행,

대량수송, 오전․오후 피크현상발생, 도심지 등 특정지역에 통행집중 현상 등 이 발생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은 시내교통 혼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하게 되었고, 관련 도시철도 기술의 발달은 이를 가속화 하고 있으며, 오

늘날에는 도시철도의 건설이 중요한 투자대상이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시철도 부문의 확충이 활성화되고 있다. 도시철도시스

템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기술발전이 되고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이미 건설되었거나

현재 건설중에 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량을 자동차와 같은 수단에만 의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현황을 고려할 때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교통시스템으로서 대용량인 지하철과 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버스, 택시, 승용차간 적정한 수송분담이 가능하고 도시교통체계 전체의

수송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며, 대량수송, 융통성, 높은 안전성,

전천후성, 고속성과 정시성, 무공해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표 1-1] 도시철도 사업의 특성

구 분 내 용

일반
특성

교통수단
특 성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 대량수송과 수송효율 높음, 에너지효율 높
음, 전기동력으로 환경영향이 적음, 사고확률이 낮고 안전성이 높음,
광범위한 노선망 형성 곤란, 역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

사회경제적특성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큼, 공공성이 높음

건설특성
막대한 자본 및 설비투자, 투자비회수와 수익성확보 곤란, 사업
리스크 과다

운영특성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 취약,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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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의 분류
철도는 자기부상형 철도와 같은 300km/hr 이상의 초고속철도, 우리나라 한국형

고속철도(KTX, SRT),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등과 같이

200km/hr 이상의 고속철도와 새마을, 무궁화 등과 같은 200km/hr 이하의 일반

철도, 그리고 도시부의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의 도시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부상열차(초고속열차) KTX(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지하철)

[그림 1-2] 철도의 종류

도시철도는 수송능력 및 차량규모를 기준으로 대형전철(HRT), 중형전철(MRT),

경량전철(LRT)을 포함한 신교통수단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대형전철(HRT)은 주로 도시내 출퇴근교통 등, 대도시의 간선교통축에 적용되며, 중형

전철(MRT)은 대도시의 지선교통축, 중도시의 간선교통축으로 이용된다. 대형과 중형

전철은 주로 도시내부의 공공도로 지하에 건설 운영되고 있어 이들을 일반적으로 지

하철이라고 부른다.

경량전철(LRT)은 기존전철보다 수송능력이 작고 버스보다는 큰 중간물로 운영비측

면에서도 중간이다. 1970년대 이후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공간의

점유, 에너지 자원의 고갈, 교통혼잡,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경량전철 즉 신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있다. 경량전철(LRT)은

궤도형태, 투자비에 따라 지상노선, 지하노선 및 고가노선으로 건설 할 수 있다. 근

래에 등장한 AGT(Automatic Guided Transit)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운영

비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완전무인 자동화 운전시스템을 갖춘 철도교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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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경전철을 기능과 서비스 유형, 수송역할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첫째, 기능면에서 지하철은 대용량을 가진 주 간선교통수단이나 경전철은 중규모

용량을 가진 연계 교통수단이다.

둘째,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지하철은 간선서비스인 반면 경전철은 지하철/전철의

지선 및 연계간선과 보조간선, 순환 수요 감응식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셋째, 수송 역할면에서는 지하철이 도시의 주요간선 교통축 역할을 한다면 경전철은

중심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하거나 중소도시의 주요 교통축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1-2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의 유형을 종합해서 비교 분류한 것이다.

[표 1-2] 도시철도의 유형 비교

구분
대형
(HRT)

중형
(MRT)

신교통수단

경량(LRT) 그룹형(GRT) 개인용(PRT)

수송능력
(시간당)

최대9만명 최대5만명 최대3만명 최대2만명 최대5천명

차량편성수 6-10량 6-10량 2-4량 1-2량 1량

차량정원
(1량당)

150-160명 110-130명 50-75명 10-50명 1-7명

최소운행
간격

2분 2분 1분 1분 5초

운영형태 간선교통망 간선교통망
지역순환,
연계교통망

도심
순환교통망

도심
순환교통망

적용사례 서울,홍콩
부산,대구,

인천.대전,광주

릴르,오사카
부산, 용인,
김해,의정부,

우이신설

벤쿠버 -

주) HRT : Heavy Rail Transit, MRT:Medium Rail Transit, LRT:Light Rail Transit

GRT : Group Rapid Transit, PRT:Personal Rapid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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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건설절차도시철도 건설절차
 

2.1 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재정사업)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및 고시

서울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수립 승인요청
도시철도망 계획이 수립한 날로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

의 타당성 재검토

도시철도법 제5조
제1,6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주관 : 기획재정부장관<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지원센터>

국가재정법 제38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계획노선의 적정성 검토, 개략공사비 산출
공청회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철도법 제6조
제1항~3항

⇩

노선별 기본 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검토사항 : 건설노선,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등 필요한 사항 조정
도시철도법 제6조

4항

⇩

설 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제71조 및 73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열람 공고 (일간신문 및 시보) 20일간
도시철도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사업계획 수립 내용 관보고시
도시철도법 제7조

6항

⇩

지형도면 고시
 노선도 및 정거장 현황 위치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

토지보상 수용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공고∙공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토지보상법제4조,
제14조, 제19조

⇩

공사발주 지방계약법 제9조

⇩

공사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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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사업 추진 절차(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주관부서> <주 요 내 용>

민간 제안서 제출

① 민간 제안서 제출
 ∙ 민간→사업부서, 사업부서 제안내용 내부검토
②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정책부합성 및 예산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및 협의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민자 적격성 조사)

③ 민간제안서 검토 (재정담당관→S-PIMs(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기재부산하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부서는 재정담당관 경유하여 의뢰
   - 재정담당관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 제안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사업부서는 PIMAC 검토결과를 재정담당관에 통보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
(주관부서 → 제안자)

④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S-PIMs․계약심사단 동시진행)
  ∙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시설계획과 담당) 
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⑥ 시의회 동의

⑦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서면통지(사업부서→제안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채택여부
No

Yes

∙ 제3자 제안요청 공고
 - 시보 ․ 관보, 일간지 및 市 ․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제안내용 공고
(주관부서)

타 제안 無 타 제안 有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서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① 전문기관(PIMAC 등) 협상위탁
∙ 대상 :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
②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증 및 계약심사단

(재무과 소속)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 동시진행)
③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2천억원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천억원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
  ※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市 재정계획심의 →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④ 시의회 보고
⑤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

공 사 시 행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 ①준공후사용료에대해최초요금징수시작60일전에市의회의견청취

교

통

정

책

과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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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절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의견수렴

검토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고시 제 2015-423호
(2015. 6.)

※ 10 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타당성 검토 기간: 40년)

시장 · 도지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계획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
국가교통위원회

심 의

 □ 개요

○ 우리시 교통정책과에서 학술용역 등으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용역 연구결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수립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하면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승인 처리

○ 시 업무 담당자는 도시철도망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도시철도망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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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장 · 도지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계획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

시장 · 도지사  ⇒  국토교통부 장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KDI 등)

No

Yes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본 타당성 평가)

시장 · 도지사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교통위원회
심 의

사업 재검토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의견수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장 · 도지사

 □ 기본계획 일반
○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인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 3-3(32P) 절차에 의하여

용역을 발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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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단계별 관계법령, 추도시철도 단계별 관계법령, 추진사례 진사례 등등
  

3.1 도시철도 단계별 관계 법령

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

획

단

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및 고시
(10년단위 

중장기계획)

서울시� 10년�단위�중장기�계획수립�승인요청
� (교통수요예측,�경제성�등�평가,�노선망,�자금운용계획�

수립,�도시철도망의�중기·장기계획,�필요한�재원의�조달)

도시철도망�계획이�수립한�날로부터� 5년마다�도시철도망
� �계획의�타당성�재검토

도시철도법�제5조�
제6항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수립

TF팀�구성
-�시기�:�사업계획�수립�이전

-�구성�:�기획부서+공사관련�부서(공사,�유지관리�등�포함)

⇩

예비타당성

조사

� � �

� �

대상�:�총사업비가�500억원�이상이고�국가의�재정지원�규모가� � � � � �
� � � � � � � 300억원�이상인�신규�사업

목적�:�대규모�재정�사업의�타당성에�대한�객관적이고� � � � � � �
중립적인�조사를�통해�재정사업의�신규�투자를�우선순위에�

입각하여�투명하고�공정하게�결정하도록�함으로써�예산�

낭비를�방지하고�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

주관�:�기획재정부장관<한국개발연구원(KDI)�공공관리지원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
국가재정법�시행령�
� � �제13조

KDI(PIMAC)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모든�기술�용역(도시계획,�교통,�소방�등�기술분야)
� �-�학술용역,�일반용역(청소,�폐기물처리�용역�등)은�제외

목적�:�용역사업�시행의�타당성,�사업비�산정의�적정성
시기�:�사업계획�수립�예산�반영전(당해연도�사업은�용역발주전)

서울시장�방침�
제738호

� � (2004.11.25.)

기술심사

담당관

⇩

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따른�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사업

�-�개념�:�지방재정법에�따라�추진하는�타당성조사는�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경제성‧재무성‧정책적�측면의�사업추진�가능성을�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하는�절차이고,�투자심사의�주요�판단근거로�사용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및�타당성조사�매뉴얼”,�행정안전부)

�※�국가재정법�제38조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를�한�경우�받은�것으로�봄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

행자부고시�2017-12
재정관리
담당관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타당성조사
�-�대상�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사업

�-�목적�:�건설공사에�대하여�계획수립�이전에�경제,�기술,�

사회�및�환경�등�종합적인�측면에서�적정성을�검토하기�

위하여�타당성�조사를�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 �같은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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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

획

단

계

� -�내용�:�건설공사로�건축되는�건축물�및�시설물�등의�

설치단계에서�철거단계까지의�모든�과정을�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등�필요한�요소를�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하며,�그�건설공사의�공사비�추정액과�

공사의�타당성이�유지될�수�있는�공사비의�증가�한도�제시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통합�

시행�우선검토

총사업비�500억원�미만��타당성조사시�
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와�사전�협의�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공투의�출연금으로�시행할�타당성조사�대상사업�조회)�하여�

공투에서�직접�수행하는�사업은�분리�발주

공투에서�수행하지�않는�사업은�심의·자문을�통해�통합발주�검토
�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정(기심)

� -� 총공사비� 500억원�미만은�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자문·결정� (사업부서)

행정2부시장�방침�
제96호(2018.5.15.)

재정관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기본계획용역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
-� 「도시철도법」�제6조에�따른�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노선의�적정성�검토,�개략공사비�산출
해당�도시교통권역의�특성,�교통상황�및�장래의�
교통수요�예측

기본계획에�포함될�내용
� -�도시철도의�건설�및�운영의�경제성∙재무성�분석과�그�
밖의�타당성의�평가

� -�노선명,�노선연장,�기점·종점�정거장�위치,�차량기지�

등�개략적인�노선명

� -�사업기간�및�총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재원분담�비율을�포함한�자금의�

조달방안�및�운용계획

� -�건설기간중�도시철도건설�사업�지역의�도로교통대책

� -�다른�교통수단의�연계�수송체계�구축에�관한�사항

� -�그�밖의�필요한�사항

공청회�개최하여�주민�및�관계전문가�의견�수렴
시의회�의견�청취

도시철도법�제6조�
제1항~3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국토교통부

환경부

⇩

노선별기본 
계획 확정

국토교통부�검토사항
� -�건설노선,�총사업비,�지방자치단체의�재원�분담비율을

� � �포함한�자금의�조달방안�등�필요한�사항�조정

도시철도법�제6조�
4항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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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계

획

단

계

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4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
� � � � � � � (자치구�:�60억원�이상�200억원�미만�신규�투자사업)

의뢰시기�:�사업계획�수립�이후부터�기본설계�용역�전까지
목적�:�투자�사업의�타당성�심사
��-�투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

��-�소요자금�조달�또는�원리금�상황�능력

��-�국가의�장기계획�및�사회정책과의�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및�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

※�중앙심사�대상

�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신규투자사업

� � � (자치구는� 200억원�이상)

� -�총사업비�40억원�이상인�청사�및�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등
※�제외�대상�:�총사업비의�80퍼센트�이상�국가에서�지원한�재원�사업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제3조�

재정관리
담당관

⇩

예산편성

의의� :�사업에�사용될�재원을�추계하고�각종�사업을
� �지원할�지출규모를�확정하는�작업
��-�재정의�건전한�운영과�균형을�확보하기�위하여�회계연도별
�� �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및�예산의�과목�구분에�따라서�편성
��-�세출�예산은�그�내용의�기능별,�사업별,�또는�성질별로
� � �주요항목�및�세부항목으로�구분

지방재정법�제36조
지방재정법�
제38조2항

지방재정법�제41조
예산담당관

⇩

공사수행

방식결정

(입찰방법)

건설공사기본계획을�수립․ 고시한�후�건설공사의�규모와�
성격을�고려하여�공사수행방식�결정

��-�기술공모방식
��-�일괄입찰방식(T․K)
�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기타�방식�외의�공사수행방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0조

⇩ �

설

계

단

계

설계용역

발주

�★�기본설계와�실시설계�통합발주�우선�검토

� � -�건설공사의�신속한�추진이�필요한�경우�등�

공사성질상�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구분하여�작성할�

필요가�없는�경우�기본설계�내용을�실시설계에�

포함하여�설계

� � -�설계용역�발주�방침수립시�기본·실시설계�통합발주�추진

� � �→�발주기관별�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운영

행정2부시장�방침�
제96호(2018.5.1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

기술심사담당관

사업부서

용역발주심의(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 -�대상� :�토목,�건축� � :�용역비� 2억원�이상

� � � � � � � � � �전기,�기계,�조경� :�용역비� 1억원�이상

� -�내용� :�과업내용서의�적정성�및�용역에�대한�시행계획의�적정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6조

기술심사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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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계용역

발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심의
� -�대상� :�용역비� 2억원�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기술심사

담당관

설

계

단

계

계약심사
� -�추정금액�2억원�이상�용역�등(조달�발주사업은�제외)� �

� � �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계약심사과

일상감사
� -�추정가격�10억원�이상�기술용역�및�일반용역

� -�추정가격�10억원�이상�설계용역업체�선정을�위한�

설계공모�

� -�추정가격�5억이상�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제외)
� -�추정가격�3억원�이상�지명경쟁입찰,�2천만원�이상�1인견적�

수의계약�등

서울특별시�
일상감사�규정�

제5조

안전감사

담당관

계약심의위원회�심의
� -�대상� :�추정가격�20억원�이상�물품·용역�계약

� � (다만,�긴급한�재해복구사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예산을�조기�집행할�필요가�있는�사업은�제외)

� -�심의�내용

� �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에�관한사항

� � ·�계약체결�방법에�관한�사항

� � ·�낙찰자�결정방법에�관한�사항�등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사항�및�

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은�상기�규모에�관계없이�

심의대상임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

사�범위�등에�관한�

조례�제2조

재무과

⇩

기본설계

기본설계�정의�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감안하여�
시설물의�규모,�배치,�형태,�개략공사방법�및�기간,�개략�

공사비�등에�관한�조사,�분석,�비교·검토를�거쳐�최적안을�

선정하고�이를�설계도서로�표현하여�제시하는�설계

� � -�기본설계의�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및�설계도서의�

작성은�국토교통부�지침에�의거�작성�

� � -�기본설계시�주민등�이해당사자�의견�

청취(일간신문의� 14일간�공람공고)

� � -�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허가․인가․평가�또는�승인이�
필요한�경우�기본설계의�반영

�※�기본설계를�할�때에는�주민�등�이해당사자의�의견을�

들어야�함

�※�설계�자문단구성�운영

� � � � (전문가+지역대표+유지관리기관�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

 측량�및�지반조사

� -�기본설계�또는�실시설계를�할�때에는�측량�및�

지반조사를�하여야�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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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

계

단

계

기본설계

도시�디자인�심의
� -�대상� :�도시철도시설(지하철출입구,�환기구�등)

� �※�실시설계를�하는�경우에는�실시설계�완료�전에�신청

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디자인정책과

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
� -�대상� :�총사업비�100억원�이상�공사

� -�내용�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도시철도시설
경관법�제30조
경관조례�제23조 도시관리과

공사비�증가�등에�관한�조치�
� -�기본설계를�할�때�자재�및�공법의�선택,�구조물의�규격�

결정�등�설계내용을�적절히�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정한�공사비가�증가되지�않도록�함

� -�기본설계에서�제시되는�공사비가�타당성조사(시행령�

제81조)에�따라�제시된�공사비의�증가�한도를�초과하는�

경우에는�해당�건설공사의�타당성�조사를�다시하여�

건설공사의�추진여부�결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2조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대상�:�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사업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조

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행정안전부
․하천관리과

설계� VE
� -�총공사비�100억원�이상�공사의�기본설계�사항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제75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
�-�대상�:�총공사비�100억원�미만�공사

�-�내용�:�설계에�반영된�신기술의�적정�여부�등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관한�

조례�제5조

기술심사
담당관

설계심의
�-�대상� :�총�공사비�100억원�이상(50억원�이상�소규모�교량�등)�

� -�심의내용

� � ·�기타�설계상의�필요한�사항

� � ·�기술개발�및�신공법�적용의�가능성

� � ·�건설공사의�계획,�조사�및�설계의�타당성

� � ·�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정성,�환경성

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의�적정성에�관한�사항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7조제2항3호

���·�총공사비�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신규복합공종공사

� � ·�총공사비�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신규복합공종공사�중�

� � � �지방자치단체의�장이�대안입찰�또는�일괄입찰로�집행하는�

� � � �것이�유리하다고�인정하는�공사

�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또는�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 � � �실시하는�건설공사

�-�심의내용

� � ·� �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적정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제6조

기술심사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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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

계

단

계

 

⇩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정의� :�기본설계의�결과를�토대로�시설물의�
규모,�배치,�형태,�공사�방법과�기간,�공사비,�유지관리�

등에�관하여�세부조사�및�분석,�비교·검토를�통하여�

최적안을�선정하여�시공�및�유지관리에�필요한�설계도서,�

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및�수리계산서�등을�작성

�※ 보·차도 등 설계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기준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

설계�건설사업관리
�-�대상�:�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 ·� 2종� 시설물� 건설공사,� 300억원이상�

건설공사�등(발주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사의�경우�기

본설계�단계�시행))

� -�내용�:�설계단계에서부터�시설물의�안전성�점검�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7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상�:�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및�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중�길이가�4km�이상이거나�도시철도시설�면적이�

10만㎡�이상인�것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22조

․환경부
․환경정책과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대상�:�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따른�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정거장�1개소�이상을�포함하는�총길이�3km�이상� �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시행령�제13조의2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에�관한�
조례�제3조,�제4조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상�:�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건설사업중�선로의�

길이가�10km�이상인�것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제10조

산업통산
자원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제6조제1항에�따른�

매장문화재�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한다)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매장문화재�보호�
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

문화재청

교통안전진단용역
�-�대상�:�도시철도법에�따른�도시철도의�건설로�1개소�이상의�

정거장을�포함하는�총길이�1km�이상

교통안전법�제34조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가�20m�이상인�굴착공사를�수반하는�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제14조

� �동법시행령�제13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설계� VE
�-�목적� :�공공건설사업의�예산절감,�기능향상,�구조적�
� � �안전�및�품질확보를�위함
�-�대상�
� � ‧ 총공사비�100억원�이상인�공사의�기본설계,�실시설계
�� � � (일괄,�대안,�민간투자사업�포함)
� � ‧ 총공사비�100억원�이상인�공사로�실시설계�후�3년�이상�지난뒤
��� �발주하는�건설공사
�� ‧ 총공사비�100억원�이상인�공사로�공사중�10%이상�
� � �공사비증액이�수반되는�설계변경�사항
�-�시기�
� � ‧ 기본설계�및�실시설계는�각각�1회�이상�시행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제75조�

계약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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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설

계

단

계
실시설계

� � ‧ 일괄입찰공사는�실시설계적격자�선정�후�실시설계�단계에서�1회
����이상�시행
�※�총공사비�50억이상~100억미만�실시설계�단계에서�

확대�시행� (기술심사담당관-513호,� ‘15.1.12))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 ‧ 심사대상�:�특정제품의�품명당�원가가�5천만원�초과�
특정공법�설계금액(제경비�제외)이�1억원�초과

�� ‧ 특정제품�심사에�신기술�포함하여�검토
�� ‧ 복수의�신기술이�있는�경우�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선정�의뢰

행정2부시장�방침�
제38호(2016.2.15.)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BF(Barrier� Free)�인증� :�장애인등이�대상시설을�
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유도하기�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청사,�문화시설�등의�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등은�보건복지부장관�등이�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의무적으로�인증을�

받아야�함

� �※�설계중�예비인증,�공사완료후�본인증을�받아야�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대용량�전력수전�가능여부�협의 한국전력공사�규정 한국전력공사

⇩

설계의 

안정성

검토

대상�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상� 1,2종�시설물,�

지하10m이상�굴착공사,� 10층이상~16층미만의�건설공사,�

10층이상의�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건설기계(천공기,�타워크레인�

등)�사용�공사�등

내용�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할�때에는�자체�기술자문위원회로�하여금�

시공과정의�안전성�확보�여부를�검토하게�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검토를�의뢰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제98조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제75조2

⇩

사

업

계

획

수

립

및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공사시행계획서�및�공사종류별�공정계획서
도시철도건설의�기본설계서
계획평면도�및�종단면도,�도시철도�시설�개요
연도별�투자계획�및�재원조달계획이�서류
도시철도�건설기간중�건설지역의�도로교통대책에�관한�서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및�환경영향평가에�대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결과에�관한�서류

사업계획의�공고결과�제출된�의견중�사업계획에�
반영하지�아니한�의견을�적은�서류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을�적은�서류
도시철도�부지를�표시한�도면(축척� 500분의1부터�
5천분의1까지�의�것만�해당)

도시철도법�제7조�
제1항�및�시행령�

제7조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발주부서

열람�공고� (일간신문�및�시보)� 20일간
공고내용

도시철도법�제7조�
제2항�및�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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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승

인

사

업

계

획

수

립

및 

승

인

� -�신청인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
대표자의�성명주소)

� -�도시철도부지의�위치
� -�노선의�기점∙종점,�정거장�위치,�차량기지�위치
� -�도시철도건설의�착공�예정일�및�준공예정일�

제8조�제1항�제2항

토지소유자�등�통보 도시철도법�제7조�
제2항

소유자�등�의견제출�및�조치 도시철도법�제7조�
제4항�및�시행령�
제7조�제8호

⇩

인가허가 
등의 의제

건축법� 11조에�따른�건축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 �허가�또는�협의
도로법�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제61조에�
따른�도로점용허가

하천법�제30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제33조에�
따른�하천의�점용허가�등�인∙허가�등�의제

도시철도법�제8조�
제1항

국토교통부

⇩

의견청취

사업인정이�의제되는�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등을�하려는�
경우�중앙토지수용위원회�및�사업인정에�이해관계가�있는�

자의�의견청취�절차를�거치도록�규정

� � -�토지수용을�위한�토지보상법령상�의견청취��실시

� � � � (토지보상법�개정,� ‘16.6.30.�시행)

� � -�공고의�내용과�의견이�있으면�의견서를�제출할�수�

� � � �있다는�뜻을�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통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 �보상에�관한�법률� �
제21조

⇩

관계행정 기관 
일괄 협의회 개최  인가∙ 허가�등에�대한�의견�제출 도시철도법제8조4

항시행령�제9조

⇩

관계기관 
의견조치 계획 

수립 제출
�인가∙ 허가�등의�의제에�대한�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 도시철도법제8조3

항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사업계획�수립�내용�관보고시 도시철도법�제7조�
6항

국토교통부

⇩

지형도면  
고시

�노선도�및�정거장�현황�위치도
 국토이용정보체계�등재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관할�구청�등

⇩

토지보상 
(수용 등)

�물건조서�작성
�보상계획공고∙공람
�보상심의위원회�심의
�감정평가
�보상협의� :토지수용위원회�재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4조,�
제19조

관할�구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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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발주

계약심사
� -�대상� :�추정금액�5억원�이상�공사(조경,�설비는�3억원�이상)

� -�목적� :�공사�계약을�체결하기�전에�발주부서에서�

산출한�사업비�내역에�대하여�거래실례가격�조사,�

현장확인�및�불필요한�공정제거�등을�통해�심층적인�

원가분석을�실시하여�적정한�사업비를�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사전�방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계약심사과

(조달발주시�

조달청)

일상감사
� -�추정가격�20억원�이상�종합공사

� -�추정가격�10억원�이상�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서울특별시�
일상감사�규정�

제5조

안전감사

담당관

계약심의위원회�심의
� -�대상� :�추정가격�70억원�이상�공사�및�추정가격�30억원

� � �이상의�시설물이나�공종을�새로이�추가하는�설계변경�

� � � (다만,�긴급한�재해복구사업�및�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예산을�조기�집행할�필요가�있는�사업은�제외)

� -�심의�내용

� � ·�경쟁입찰에�있어서�입찰참가자의�자격제한에�관한�사항

� � ·�계약체결�방법에�관한�사항

� � ·�낙찰자�결정방법에�관한�사항�등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관한�사항�및�

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은�상기�규모에�관계없이�

심의대상임

서울특별시�계약심의�
위원회�구성ㆍ운영�

및�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관한�조례�

제2조

재무과

공사발주
� 개념�:�공사의�공법,�용도,�규모�시공에�필요한�등록�

요건,�수요�기관�요구사항,�관계�규정�등을�검토하여�

적정�계약�방법�결정

� 과정�:� �예산검토�→�면허(종합,�전문건설업)�요건�등�법령

�� � � � � � � � � �검토�→��경쟁성�검토�→��계약방법�결정

 주요�검토�사항�

�-�예산(공사비,�관급�자재비,�분리�발주�공사비�등),�공사��내용

��� (당해�목적물,�폐기물�처리,�수탁�공사�여부�등)�등�검토

�-�시공에�필요한�면허·등록�등�법적요건과�수요기관�

요구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법령과�다른�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긴급공사,�경쟁성�제한�등)에�

대한�검토

�-�품질확보를�위한�자격요구와�경쟁성�제고를�위한�

자격완화가�공사�특성에�따라�조화를�이루도록�

조정(고난이도의�기술을�요하는�공사� :�자격제한�강화,�

보편적�공법․기술의�사용�공사� :�자격제완�완화)

지방계약법�제9조

계약업무�매뉴얼�
(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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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공사관리

공사관리

�자치구�협의�→�도로굴착허가,�폐기물발생신고
�지방경찰청�협의�→�공사중�교통처리계획
�지하매설물�관리기관�협의�→�지하매설물
�※�명예�감독관�위촉� (시의원,�구의원,�통・반장�등)

관할�구청

지방경찰청

 전기사용신청

 전기�안전관리자�선임(변전소)

 전기�사용전�검사(변전소�및�전기실)

 전력공급�신청(변전소)

한국전력공사�규정
전기사업법�
제73조,�제63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급수공사�신청

 고압가스제조(냉동)�허가신청

 정화조공사�착공�신고

서울시급수조례�
제6조고압가스안전관리�
제4조하수도법�제34조

수도사업소

관할�구청

관할�구청

 CCTV�설치�행정예고
 정보통신시스템�보안성�검토
 무선국�개설�허가신청(무선통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주전송설비,�보조전송설비)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09조

전파법�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시
행령�제57조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차량제작�구매
 차량제작․설계�검토�및�승인�
 철도차량�형식승인검사�및�완성검사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계약금액

조정

설계서의�불분명,�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발주기관이
� �요구하는�경우�설계변경�시행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기타�공사기간,�운반거리�등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제74조,� �

제75조

조 달 발 주 시�

조달청

계약심사
� -�계약금액이�20억원이상�공사의�설계변경에�따른�1회
��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설계변경공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제3조제5호

계약심사과

⇩

준  공

준공보고서�작성
�-�준공도서

�-�품질기록(품질시험�또는�검사�성과�총괄표)

�-�구조계산서

�-�시설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사항

�-�신공법�또는�특수공법�평가�보고서(공사의�적용한�경우)

예비�준공검사�실시
�-�준공�2개월전�발주부서와�유지관리부서�합동으로�예비준공검사�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8조

승강설비�완성�검사(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저수조�청소�및�소독�필증
소방시설�완공검사
고압가스제조(냉동)허가�완성�검사
정화조�준공검사
호이스트�안전인증검사

승강기법�제13조수도법�제21조소방시설공사업�
제14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하수도법�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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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절차  업  무  내  용 근  거 관련기관
(부서)

시

공 

및

유

지

관

리

단

계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 � � (통신�및�이동통신�구내선로�및�방송공동수신설비)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고(주전송설비,�보조전송설비)
무선국(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
36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57조

전파법�제24조

관할�자치구

서울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연간�종합시험운행�기본계획�수립‧협의
종합시험운행�시행계획�수립�및�시행
� -�공종별(개별)�안전검사�및�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및�영업시운전

철도종합시험운행시험
지침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총�공사비�300억원�이상�건설공사�완료시�
공사내용�및�효과�조사�분석�후�평가서�작성�

내용�
�-�예상�공사비�및�공사�기간과�실제로�투입된�공사비�및�

공사기간의�비교�분석

�-�공사�기획�시�예측한�수요�및�기대효과와�공사�완료�후의�

� � �실제�수요�및�공사효과의�비교�분석(500억원�이상)

�-�해당�공사의�문제점�및�개선방안�등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 �시행령�제86조�

⇩

운 영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보존�도서�관리
�-�준공도서,�품질관리기록,�구조계산서,�시공상�

특기사항,�사후평가서,�안전점검�보고서�등

주기적�안전점검�시행(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목적�:�시설물의�안전점검과�적정한�유지관리를�통하여�

재해와�재난을�예방하고,�시설물의�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공중(公衆)의�안전을�확보하고�나아가�

국민의�복리증진에�기여함을�목적

�-�정기점검� :�반기별� 1회�이상(A,B,C�등급의�경우)

�-�긴급점검� :�관리주체,�관계�행정기관의�장이�필요�판단�시행

�-�정밀점검� :� 3년� 1회�이상(A등급),� 2년� 1회�

이상(B,C등급)

�-�정밀안전진단� :� 6년�1회이상(A등급),�5년�1회�이상(B,C등급)

� � �※�최초는�완공�후� 10년이�지난때부터� 1년�이내

점검결과�결함사항에�대한�보수�보강공사�시행�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0조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
에�관한특별법�제6조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
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별표1의2)
운영부서

유지관리부서

하자검사�
�-�담보책임�존속기간중�연� 2회�이상�정기적으로�검사

� -� 예정가격� 100분의� 86미만으로�낙찰된�공사중�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상�시설물은�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의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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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사례(진접차량기지)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총사업비 조정(승인사항)
 - 국가재정법 제50조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입찰방법심의(대형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입찰안내서심의(턴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시장방침 제738호(2004.11.25)

기술용역 PQ평가기준 협의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용역발주심의(설계/환경영향평가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설계 용역, 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법률제6조

에너지 사용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기본설계VE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교통안전진단(철도, 도로)
 - 교통안전법 제34조

실시설계VE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총사업비 조정(승인)
 - 국가재정법 제50조

입찰안내서 심의(대안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기술용역 PQ평가기준 협의(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용역발주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건설사업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하안전영향조사(사후) 시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환경영향조사(사후) 시행(공사기간 + 준공후 3년)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건설사업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단계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계약단계

공사발주 및 착공

재 무 과

조 달 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환 경 부

문화재청

통상자원부

계약심사과,
또는 위탁시행

기술심사

담 당 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 달 청
(나라장터)

계약심사과,
또는 위탁시행

기술심사
담 당 관

환 경 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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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총사업비 조정(승인사항)
 - 국가재정법 제50조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

입찰방법심의(대형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입찰안내서심의(턴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시장방침 제738호(2004.11.25)

기술용역 PQ평가기준 협의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용역발주심의(설계/환경영향평가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설계 용역, 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설계/설계감리/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법률제6조

에너지 사용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기본설계VE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기본설계 건설기술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교통안전진단(철도, 도로)
 - 교통안전법 제34조

실시설계VE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총사업비 조정(승인)
 - 국가재정법 제50조

입찰안내서 심의(대안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기술용역 PQ평가기준 협의(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용역발주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건설사업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하안전영향조사(사후) 시행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환경영향조사(사후) 시행(공사기간 + 준공후 3년)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건설사업관리,사후환경영향조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술심사

 담당관

계약단계

사업계획 승인
   (국토부)

계약단계

공사발주 및 착공

재 무 과

조 달 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환 경 부

문화재청

통상자원부

계약심사과,
또는 위탁시행

기술심사

담 당 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 달 청
(나라장터)

계약심사과,
또는 위탁시행

기술심사
담 당 관

환 경 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경관디자인 심의는 진접차량기지가 남양주시내에 건설되므로, 우리시 디자인정책과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별도위원회 구성 심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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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각종 영향평가와 관할기관

구 분 평가내용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조사 및 분석,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영향 예측 및 평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 환경부

교통영향평가
∙ 장래교통수요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 예상재해저감 대책 기본방향 설정

․행정안전부

․하천관리과

문화재지표조사 ∙ 문화재 조사 문화재청

에너지사용계획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증진
산업통상

자원부

철도교통안전진단 ∙ 설계관련자료 수집 및 관련자료 검토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경관 / 디자인 ∙ 도시철도시설(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도시미관고려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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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시철도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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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구상 사업의 구상 

1.1 개요
○ 사업구상은 크게 광의의 사업구상과 협의의 사업구상으로 구분된다, 광의의 사업

구상은 소요가 예상되는 투자재원, 예산조달의 방법, 사업구상 이후의 단계 구상,
동 사업의 시행효과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계획하는 단계이며, 협의의 사업
구상은 사업착수를 염두에 두고 관련법, 제도, 상위관련계획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
하는 단계이다.

○ 사업구상의 단계에서는 추진주체(행정기관, 민간사업자 등)가 시설물과 관련한 추
진절차를 조사․계획하며, 특히 관련법과 사업조건, 현장조건이 반영된 기본적인
구상이 사업착수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
○ 공사의 필요성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기대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도시철도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법령
○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5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제68조(기본구상)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
○ 도시철도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일반적인 절차
<도시철도법에의 절차> <예산회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의 절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사업면허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영향평가 실시

지형도면 고시

사업계획 승인

기본구상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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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건설기준

구 분 중량전철 경량전철 비 고

교통수요
- 중량(重量)전철(4만명)

- 중량(中量)전철(2만명)
1만명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

기존노선과 연계하거나 민자

유치에 의한 노선

재정여건

- 부채성자금 조달
최대 10%이내

- 자기자금조달
(국고포함) 90%이상

- 부채성자금 조달
최대 10%이내

- 자기자금조달
(국고포함) 90%이상

국고지원 기준

- 국고 40%~60% 지원

- 서울시 40%국고 지원

- 타시도 60% 국고 지원

- 국고 40%~60% 지원

- 서울시 40%국고 지원

- 타시도 60% 국고 지원

○ 도시철도 단계별 건설

- 단계별 건설추진(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 지양)

-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

1.2 계획(사전) 타당성 조사

○ 시․도지사는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정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그결과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사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 의뢰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후 추진기간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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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2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경제적·

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업무의 추진 여부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2.3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절차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용역시행
투자사업 확정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 사업비의 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대상사업의 유형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
투자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투
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적격성조사로 대체

2.5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구비 서류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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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안)
․ 사업의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2.6 요구서 제출시기
○ 각 수요기관의 장은 소관 중앙기관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당해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 차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2.7 예산 및 총사업비 검토

추진절차 업무협의 등 주요 검토내용 총사업비관리

사업구상
w사업규모, 기간, 총사업비 적정 책정
ð 변경 최소화 노력

w추정사업비 책정

예비타당성조사 w총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w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단계

w타당성조사 시행
ð 타 법령과의 연계성 고려

w타당성조사

기본설계

w기본설계에 충분한 용역기간, 용역비 산정
w주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w사업규모, 기간,총사업비변동이있는경우사전협의
w타당성 재검증 대상여부 확인

w설계완료 전 전문가
와 설계검토(설계V․E)

실시설계
w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선량한 풍속,
기타 신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

․예산배정여부 확인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
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계약의뢰 전작성한서류(사업계획서등)첨부

․예산배정여부 확인
․계약관련 규정 검토

시공단계
․계약방법, 계약시기, 계약기간, 사업

내용, 소요예산, 예산과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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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직접보상비(주민보상비), 간접보상비(측량비,감정평가비, 수수료등 부대경비)

- 부대경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총사업비 검토 및 조정 시기

- 검토의뢰 : 예비타당성조사 시

- 조정 :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등 변동요인 발생 시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50조(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참고사항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435호, 2019.4.25.) 변경에 따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담고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였고 기존에는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였으나 개정된 사항은 B/C분석은 조사기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변경된

사항 등을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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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3.1 개요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건설의 타당성

이 인정되는 노선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노선측량, 지반조사 등을 포함하여 전문
기술용역업체에 의한 보다 정밀한 타당성평가를 수행한다.

○ 타당성평가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노선과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더 우수한 대안 작성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함께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노선으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등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최적 노선 대안

○ 차량시스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건설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 중·단기 자금운용계획

○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

3.3.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 관계규정 : 시장방침 제 738호(2004.11.25.),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행정2부시장, 기술심사담당관-106656(2011.7.8.)

- 운영배경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
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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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 심사대상 및 내용
-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전액 시비지원 용역사업)

- 심사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계, 전기, 조경 등 기타 모든 기술분야

- 심사내용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
․기술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심사절차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당해연도 사업은 용역발주 전)
․처리기한 : 10일 이내

  
심사요청

<발주부서>
심사요청(구비서류 포함)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용 역 시 행
필요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상위계획,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 검토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검토
유용역 사례 및 기존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설계 요율 적정 여부, 제경비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추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 “리스크 관리 심사항목” 적정여부 검토
- 적 정 : 대응방안이 적정함
- 조건부 : 대응방안이 미흡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
- 재심사 : 대응방안이 부적정하여 재심사가 필요

↓

타당성 심사
결 과 통 보

<기술심사담당관>
- 적 정 : 기술용역 시행이 타당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타당하나 과업항목 및

물량조정,개략공사비 및 요율조정, 단가
조정, 기존 자료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사

↓

   

기 술 심 의
용 역 관 리
시스템 등록

<발주부서>
- 요약보고서 등록(파일)
- “리스크 관리 결과” 내용 포함
※ 용역결과 기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34 -

○ 심사요청방법

- 구비서류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서, 용역수행 방침서(추진배경, 추진근거,

사업개요, 추진개요, 행정사항 등), 용역설계서, 과업내용서

○ 시스템 등록 시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시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관리시스템 등록방법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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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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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용역발주 심의
○ 목적

- 설계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심의 

○ 대 상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의 시비지원 건설기술용역사업

- 토목, 건축 용역 : 2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조경용역 : 1억원 이상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 처리기한 : 20일 이내

○ 심의요청서류 (각 10부 내외)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 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 심의내용

- 설계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적정성

-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3.3.3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협의
○ 대상

-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2억원(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1억원 이상

○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

○ 제출서류

- 용역 시행계획 방침,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소요기간 : 약 7일

 □ 업무수행 방법
○ 발주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특성과 사업성격을

감안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시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 세부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기술심사담당관에 협의하고

○ 기술심사담당관에 협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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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일상감사

○ 관계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담당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 감사대상 및 의뢰방법
- 감사대상

    

구분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종합공사 그외공사

일반경쟁
계 약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협상계약으로 발주
하는 축제․행사대행
용역은 1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 제외)

지명경쟁

계 약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장애인․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제외)
    

※ 계약 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 결정하며, 학술용역은 일상감사 비대상임

- 의뢰시기
․ 입찰 및 설계공모 공고 전, 지명 통지 및 수의계약 체결 전
※ 계약 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의뢰 가능
- 의뢰방법
․ 공문으로 안전감사담당관에 의뢰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시방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원가산출서,

일상 감사 의뢰서, 자체점검표(서식은 일상감사 규정 참조)

3.3.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3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제109조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 담당부서 : 재무과

○ 안건제출 기한 : 정례회의 개최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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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심의대상>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의 다음 사항

․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업체가 지방계약법 제9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사항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 당초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 추가하는 설계변경 (서울시 조례)

<심의내용>

-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

-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 위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포함)로 재직중인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

- 위원회 운영

․ 개최일자 :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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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심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함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현황 설명은 안건상정 부서의 담당팀장이 하고,

사업소의 경우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현장여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정안건 관계 공무원 이외

설계자 등을 참석시켜 현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음

․입찰참가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하여야 함

- 구비서류

․심의요청서,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업무처리 방법
○ 심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계약전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요청서, 설계내역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 심의내용은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사항 및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용역 발주시 반영

3.3.6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개요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32조의2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2017)

(2) 주요내용

-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

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

○ 대상 및 방법

(1) 대상

- (원칙)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신규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이어도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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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2) 방법

-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은 5일(긴급 3일),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 물품은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용역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개

-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용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제출된 의견이 공사 추정가격 70억원, 용역․물품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서울계약마당에서 사전규격공개 정보 확인 가능

3.3.7 발주방침
○ 경쟁방법 검토

구 분 내 용

수의

계약

1인견적
공사 2천, 용역․물품 1천5백 이하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법적 사유

2인이상견적

(전자공개)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

용역 물품 5천 이하

경쟁

계약

일반경쟁 타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 기본 요건만 필요

제한경쟁 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요건 필요

지명경쟁
설비, 기술 등 보유한 사전 지명자만 입찰 가능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

○ 낙찰자결정방법 검토 : 적격심사, 협상계약, 2단계입찰 등

○ 계약체결방법 검토 : 단독계약, 공동계약 (공동, 분담, 혼합)

○ 발주방침에 주로 포함하는 내용

- 사업개요, 추진경위, 계약 및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향후일정, 공사개요서,

공고사유서, 설계예산서, 입찰공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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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술용역 발주 및 계약

□ 기술용역 발주
○ 기술용역 발주 의뢰

-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발주 의뢰한다

․ 방침서, 입찰공고문(안),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계약심사결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결과 등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 공고기간

․ 일반공고 : 7일 이상(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 재공고 및 긴급공고 : 5일 이상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 : 3~5일

○ 입찰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경쟁입찰 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P.Q에 의한 경쟁입찰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 공시액에 의한 경쟁입찰

-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지역제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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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절차

- 수행실적 평가

-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부실사항 확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기술자평가서 평가(기본설계 등 10억원~15억원, 실시설계 15억~25억원)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 기술제안서 평가(기본설계 등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One-PMIS 부실사항 확인)

-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통보(발주부서⟹재무과)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3.5 전략환경영향평가

3.5.1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3.5.2 개요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의단계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 수단

3.5.3 협의대상지역 및 요청시 고려할 사항
○ 협의대상지역

- 도시교통권역내의 도시철도로 지정․고시된 건설계획

○ 요청시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대체기능 확보,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 방향과의 부합여부

․ 교통체계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노선별 분석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도시철도 상호간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대중교통수단별 상호 보완적 대중

교통체계 구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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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지구 포함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기념품(경승지 포함), 천연기념물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지역

․ 터널굴착 등으로 지하수맥의 차단,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

하수위 변화로 지반안정 및 자연․생활환경 영향 검토

3.5.4 협의기관 및 협의요청 시기
○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는때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전에 협의 요청

3.5.5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시 절차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고 기본계획 발주 준비와 병행하여 추진
○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 용역발주 절차는 기본계획 용역 절차와 동일

○ 과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 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등

3.5.6. 소요기간
○ 약 3개월(심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등)

3.6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근거법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시행(‘18.10.25)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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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재해영향평가 등의 종류 및 범위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

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

의2 및 제6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상관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이상,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미만
길이 2km 이상 10km미만

3.6.2 재해영향 협의기관

○ 재정사업의 경우

-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인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 승인권자가 서울시일 경우 하천관리과 협의

○ 민자사업의 경우 하천관리과와 협의

3.6.3 처리기한
○ 30일(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3.6.4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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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3.7.1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절차 및 소요기간

○ 승인절차

- 시․도지사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신청 ⇨ 국토교통부 ⇨ 유관기관 협의

⇨ 의견서 검토 및 보완 ⇨ 기본계획 확정․ 고시

○ 소요기간 : 약 14개월~18개월

- 계획수립 : 10~12개월, 협의 : 4~6개월

3.7.2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이 충분한 사업에 한한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NPV)가 “0”이상, 편익/비용 비(B/C Ratio)가 “1”이상, 내부수익률

(IRR)이 6.5%이상인 경우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본계획서는 제2장 도시철도 기본계획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목차 및 양식에 의하되, 이를 요약하여 5부를 작성․제출하고, 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기본계획수립보고서 각 5부를 따로 붙여야 한다.

3.7.3 노선별 기본계획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전문연구기관에 송부하여 기본

계획 수립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의견을 감안하여 건설노선, 건설비,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건설기간 등을 조정하여 관계부

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 46 -

3.8. 총사업비 관리

3.8.1 총사업비 관리 절차 및 예산 분담 기준
○ 사업구상(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주무부처)

-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 사업구상 단계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 기본설계 단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기획재정부)

-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 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를 1회이상 시행

-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실시설계 단계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기획재정부)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기획재정부)

- 공사계약 체결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

○ 착공이후 시공 단계 (주무부처: 조달청/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 증액시 조정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별로

조정하며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고 및 지방비 분담기준
○ 광역철도의 경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70% : 30%, 서울시의 경우 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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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의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도시철도건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40 %: 60%, 서울시의 경우 60% : 40%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 기준(기획재정부, '09. 6. 3.)

․ 경전철 건설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한정

․ 건설분담금(총사업비의 20%)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부담

․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건설보조금 부담 비율

서울시 : 국비 40%, 시비 60%

※ 건설 분담금 포함시 : 민자 50%, 국비 12%, 시비 38%

타시도 : 국비 60%, 시비 40%

  

구 분 민간투자
건설보조금

계 분담금 국고 지방비

서 울 시 50%이상 50%이내 20% 12%이내 18%

타 시 도 50%이상 50%이내 20% 18%이내 12%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 고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제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3.8.2 총사업비 기본계획단계 관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성과물을 토대로 철도시스템

및 노선 선정과 정거장 입지 선정, 연약지반, 선로시설물과 지장물 보상, 건설비

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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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시설수요처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략적으로 노선과 공사규모를

산정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노선계획을

구체화 하고 사업비 산출의 근거인 평균단가를 세분화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한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서의 사업비 변동 요인은 노

선의 변경, 사업비 산출방식의 기준변경, 각종 조사의 구체화, 관련 계획의 추가

적 반영과 유관기관에서의 요구사항 반영 등에 있다.

○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한다) 또는 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3.9. 공사수행방식 결정(입찰방법)

○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

수행방식 결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0조)

3.9.1 입찰방법 심의(턴키, 대안, 기타)

○ 목 적

- 대형공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적정한 발주방법(일괄입찰․대안입찰

및 기타공사)을 선정하기 위함

○ 대 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대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유리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 심의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 심의요청을 원칙으로 하며

- 사업시행 방침 결정후 예산편성 전(투자심사결과 사업시행계획 확정된 경우)

○ 심의소요기간

- 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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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구비서류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 위치도 및 투자심사 결과서

○ 주관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관련근거

    - 기술공모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제70조

- 일괄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 기타 공사수행방식 : 심의생략 가능

○ 공사 발주(입찰)방식 비교

    

구 분 일괄입찰 기타공사 대안입찰

설 계
주 체

• 입찰자 • 발주기관
• 발주기관 : 원안설계

• 입 찰 자 : 대안설계

착 공
시 기

• 기본설계 후

우선시공분 착공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 기본 및 실시(원안)

설계 완료 후 착공

장 점

• 설계기간 단축 및 조기

발주 가능

• 신기술,신공법 도입 용이

• 기술경쟁에 대한창의성 확보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대응 용이

• 중소업체 참여 용이

• 대안채택으로 경제적

• 건설품질 관리 용이

• 신기술,신공법 도입가능

단 점

• 낙찰률 다소 높은 경향 있음

• 대형업체 위주 참가 유리

• 설계비(선투입) 추가

부담으로 입찰참가제한

• 조기발주 곤란

• 설계변경 다수발생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 발생

• 조기발주 곤란

• 원안부분 설계변경 발생

대안부분 설계변경 없음

○ 사업수행방식 고려사항

    - 계약방법 결정 : 공사의 공법, 용도, 규모,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계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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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 검토 ➠ 경제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 주요 검토사항

- 예산 : 공사비, 관급자재비, 분리발주 공사비 등

- 공사내용 : 당해 목적물, 폐기물처리, 수탁공사 여부 등

-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요건

- 수요기관 요구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령과 다른 계약방법, 지역의무공동

도급 비율, 긴급공사, 경쟁성 제한 등

-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

- 보편적 공법․기술의 사용 공사

 □ 업무처리 방법

○ 해당연도 이후에 집행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등 의 경우에는 집행

기본계획서를 1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

를 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매년 1월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20일까지

-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심의를 완료한후 10일 이내

○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

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9.2. 입찰안내서 심의(턴키, 대안)

○ 대상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시기

- 입찰안내서 작성 후 조달청 입찰 의뢰 전(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전)

○ 심의 소요기간

- 20일 이내

○ 심의요청 서류 (각 10부) - 4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공사예산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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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안내서(일괄 또는 대안입찰 평가(배점)기준 포함)

○ 심의내용

-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 사업기간의 적정성

- 설계 시공기준의 적정성

- 지장물 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평가 채점(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 합리성에 대한 검토

※ 채점기준은 실시설계 적격심의시 실제 평가기준임

-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 허가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 지원사항

-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3.9.3. 기본계획용역 기성 및 준공처리

 □ 기본계획용역 단계별 자료 제출

○ 단계별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착수단계 : 과업의 방향 설정시

- 중간단계 : 기초조사 완료후 도시철도 건설방안 수립시

- 마무리단계 :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 작성시

 □ 기성 및 준공처리 절차

○ 기성 및 준공신고서를 준공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

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 제출서류

- (부분)준공신고서 (발주부서 경유)

- 대가청구서 (제출일자 공란으로 하여 제출)

※ 대가청구서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후에 제출하여도 되나, 여러 번 서류를 제출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계약업체 편의상 한 번에 서류를 제출토록 함

○ 유의사항 :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

-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후 (부분)준공금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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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 이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대가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름.

(부분)준공신고서에는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는 결과물만큼의 금액을 기재하고, 대

가청구서에는 (부분)준공액에서 선금정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

※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50원 지급되었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한다면 선금정산액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은

40원임. 이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80원이고, 80원에서

선금정산액 40원을 빼면 대가청구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40원임

○ (계약부서)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부서 → 발주부서)

-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 e-호조 상 검사(수) 요청 등록

- 선금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 금액 기재

(※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요청 → 검사(수)요청 등록)

○ (발주부서) 검사 및 준공검수조서 발송 (발주부서 → 계약부서)

○ 검사

- 계약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물을 검사해야 함

○ (부분)준공검수조서 발송

- 기관별 검사 공무원

구분
공사·용역

금액 검사

본 부

1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1억~10억원 미만 ·주관부서 6급이상 1명,·주관부서 7급이하 1명

10억원 이상
·주관부서 담당사무관·담당주사

·주관부서 6급이하 1명

○ 검수조서 발송 및 e-호조 상 등록 (※ 계약실무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준공검수조서(기성부분검수조서)를 재무과로 발송

- e-호조상 검사(수) 등록 및 다중분개

(※ 계약관리 → 검사(수)관리 → 검사(수) → 검사(수) 조회 및 등록)

○ 대가 지급 (계약부서 → 계약업체)

- 지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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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준공검수조서 확인 후, 계약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 지급

-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

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를 서울도서관 제출

-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에 제출

 □ 기본계획 성과품 목록

- 선로 종․평면도(1/5,000) CAD File, 축소도 5부.

- 선로 종․평면 대안도(1/5,000) CAD File, 축소도 5부.

- 정거장 계획도(1/1,000) CAD File, 축소도 5부.

- 차량기지 시설배치계획 및 배선도(1/1,000) CAD File, 축소도 5부.

- 구조물 기본계획도 CAD File, 축소도 5부.

- 중간보고서(보고자료 포함) 30부.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30부.

-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보고서 50부.

- 지반조사 보고서 50부.

- 측량성과품 5부

- 지장물 현황도 5부.

- 사진첩 1부 및 CD-ROM 또는 USB저장장치 5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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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 방법
○ 공사유형별 입찰방법

구분
대 형 공 사

기타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발주시기 기본계획후 발주 실시설계후 발주 실시설계후 발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공사비 제한없음

입찰방식

․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입찰서와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 발주기관의 실시설계서에
따라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대안의 제출이 허용
되는 입찰

․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서에 따라 가격을
제출 하는 입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

입찰방법

심의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라 심의
-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 건설공사 입찰제도

-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 설계+가격 입찰

․ 일괄입찰(Turn Key) : 기본설계 입찰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입찰

- 설계․시공 분리계약 방식 : 가격 입찰

․ 최저가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최적가치 낙찰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낙찰자 결정제도

-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 설계+가격 입찰

․ 일괄입찰(Turn Key)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입찰가격․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대안입찰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입찰가격․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방식

- 설계․시공 분리계약 방식 : 가격 입찰

․ 최저가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

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적가치낙찰제 : 시공품질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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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과 기타공사 입찰 절차

일괄입찰(Fast Track 방식)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업무흐름 주관부서 소요
일수 업무흐름 주관부서 소요

일수

공사입찰

계획수립
- 본부

공사입찰

계획수립
- 본부

입찰방법,입찰안

내서 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20 입찰방법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10

기본 및

실시설계
- 본부 360

입찰공고 - 조달청 10 입찰공고 - 조달청 10

현장설명 - 본부 15 현장설명 - 본부 15

설계 및 가격

입찰

- 입찰참가자
 ․ 우선시행분 실시설계
 ․ 전체분 기본설계

90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 30

 

기본 적격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30 낙찰자결정 - 조달청 20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조달청

  (가중치방식 등)
10  계약 및 착공 - 본부 10

우선시행분 계약

및 착공
10

전체분

실시설계시행
- 시공업체 180

실시설계

적격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30

낙찰자결정 - 조달청 20

전체 계약

및 착공
- 본부 10

 ․ 우선시행분 착공 185

 ․ 전체공사 착공 425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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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입찰공사 절차(실시설계 대안입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방법(대안) 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설계적합 최저가, 입찰가격 조정,
설계점수 조정, 가중치 기준 등


공사 입찰안내서심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공 사 발 주 의 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입찰 조 달 청


대안설계 적격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서울시)


낙 찰 자 선 정 조 달 청

1. 설계적합 최저가 : 설계적합자중 최저가격 제시 업체
2. 입찰가격 조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최소가 되는 업체
3. 설계점수 조정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가 되는 업체
4. 가중치 기준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


계 약 조 달 청


착 공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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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4.1 투자심사
○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그리고 사업별 재정 투자계획을 연계함

으로써 지방예산의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시 투자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

○ 대상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등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포함)

- 일반투자사업 :

․ 자체제원 : 40억원 이상(2이상 시․도 공동포함)

․ 이전제원(국비, 민간자본 등) : 60억원~200억원 미만(2이상 시․도 공동포함)

○ 심사시기 : 연 4회 (3월, 5월, 7월, 9월), 수시(필요시)

○ 심사기준 : 6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분석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 재무․경제적 효율성, 일자리창출효과

-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절 차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집행

지방재정
분석

접수 ➡ 현장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 실무심사위원회 ➡ 분야별 소위원회 ➡ 투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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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 실무심사위원회 : 내부 실무위원 6명 구성(주관 : 재정관리담당관)

- 분야별소위원회 : 내․외부위원 10인(외부 7, 내부 3)이내(위원장 : 재정기획관)

- 투자심사위원회 : 내․외부위원 15인(외부 12, 내부 3)이내(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결과조치

① 적정 ② 조건부추진 ③ 재검토 ④ 부적정으로 결정

○ 사후평가

- 최근 3년간 시 투자사업의 예산반영현황, 조건이행여부 등을 분석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적기 미추진 사업 독려

 □ 중앙 투자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주 관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 의뢰시기 : 1/31, 4/30, 8/31.까지, 수시(필요시)

(사업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생략시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의뢰)

○ 심사시기 : 3/31, 6/30, 10/31.까지, 수시(필요시)

○ 절 차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市심사 →
中央심사)

보조금 등 
신청

(필요시
지방채발행)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추진 및 
집행

(적정․조건부)
※ 재검토반려 사
업은보완후재상정

지방재정
분석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의무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서 수행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市 내부검토 후, 중앙심사 의뢰 (시 심사규칙, ‘19.4.11. 개정)

○ 심사대상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 포함)

- 국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市의 신규사업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사업 포함)

국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區의 신규사업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사업 포함)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市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사업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區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市·區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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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구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 심사기준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 7개 분야 종합 평가·분석 심사

○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21명)

- 외부(14명) : 교수, 연구원, 민간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

- 내부( 7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회계제도과, 공기업정책과, 지역일자리경제과

4.1.1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투자심사의뢰 (사업의뢰)
              

                
                불필요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필요여부 확인
(재정담당관)

       
      필요

          
 

･ 타당성조사 시행사업
･ 기타사업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가 검토회의
(외부 전문가)

            투자심사 위원회
(재정담당관)

4.1.2 투자심사 재심사
○ 대상사업

재심사 유형 재심사 요건(내용) 심사기관

 사업비 증가
 재원계획 

변경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총사업비 증가액에는 투자심사 후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되,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임)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20/100)+150억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금액별 
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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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 제외 : 도로 건축물 등의 시설사업은 기성대가가 10% 이상인 경우와 기타

사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 지출된 경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4.1.3 투자심사시 구비서류

○ 투자심사 의뢰서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 재정계획 및 가용재원 현황

○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 실무검토의견서 및 실무심사조서

○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당초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재원(기금, 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 변경되어 
투자심사기관이 자체심사 → 의뢰심사 또는 시·도 의뢰심사 → 
중앙의뢰심사로 변경된 사업

  (다만, 재심사 의뢰시점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에 투자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90%이상인 경우는 재심사를 제외)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 추진한 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

◦다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발행을 인정 

◦당초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던 사업 중 투자심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지 
변경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다만, 도로·철도 등 일부구간 변경, 건축물 부지위치 
변경(ooo 사업부지를 당초 심사의뢰한 위치와 동일한 읍·면·동 
구역 내에서 일부 이동한 경우)은 제외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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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목적, 목표, 기간, 사업비,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후 변동이 있더라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적정산정 및 산출근거 명확화

○ 보상비 : 실 보상금액으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적용 우선순위

- 감정평가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

- 조사대상사업의 사업지 주변의 기 보상자료금액

-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배율 적용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1.5

○ 공사비(부대비 포함) :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조달청 단가 등을 토대로 적정단가 산정

※ 자치구지원 사업비 :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분야별 지원근거 및 기준준수

○ 정확한 수요판단에 따른 적정 사업규모 산정

○ 명확한 수요판단근거 제시 : 통계자료, 유사사례, 설문조사 등

○ B/C분석의 적정성 확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합리적인 편익 유형을

적용하고 적정하게 계산

․합당한 편익의 발굴은 바람직하나, 불합리한 유형 적용, 이중계상, 근거 없는 수치

적용 또는 과다 계상 금지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 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건설기술심의시 시설물유지관리, 운영방안, 사업계획변경의 타당

성 재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행시 보완 후 절차 이행

○ 투자심사 기술검토시 재정담당관에 의견 제시

4.2 예산편성

4.2.1 예산편성 의의

○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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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정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

하는 사람들 간의 권력관계나 동원된 정치권력, 영향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됨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4.2.2 예산편성 절차

○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

- 자치단체 예산(안)편성：9∼11월(자치단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가 내시：9.15.까지(중앙 각 부처)

- 예산(안) 의회제출

․ 시⋅도：11월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 지방의회 심의⋅의결

․ 시⋅도：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의결 후 3일 이내

-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이송 받은 즉시

(보고：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 예산편성 운영방법

- 편성과정：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

(자치단체장) → 의회심의 → 확정

○ 편성방법：분야⋅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 (청⋅

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성과계획서：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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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요구：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세출예산요구：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 통계목 산출 근거를 작성
․보조금 부담조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부담조서를 작성 하여 제출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

-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입주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예산조정의 요령 >

단 계 예산조정의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

-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

- 의무적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가 ?

- 법령 등에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가 ?

2단계

- 예산편성 관련 규정(예산편성기준 및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순위는 타당한가 ?

-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

-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

- 경제적 합리성은 어떠한가 ?

3단계 -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요구액을 조정

 □ 사업예산
○ 총사업비 기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예산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 등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액은 물론 주요 공정단위별로 분석

※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이에 따른 적정 사업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되 항상 주어진 재원의 한계

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 계획수반 필요

< 사업예산 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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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사업예산

국비사업 ⇨

5.31

⇨

9.30

⇨

11~12월

예산과 제출

(기획재정부)
국회 제출 예산안 확정

시비사업 ⇨

7.31

⇨

10.30

⇨

11~12월

예산과 제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시의회 제출 예산안 확정

- 예산(budget)이란 회계연도의 국가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예산 편성

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임.

․ 예산편성 절차를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의하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년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년 세출예산 총괄표(워드작성)

- 성과계획서, 성과예산서(전산입·출력)

- ○년 세출예산 요구서 전산입·출력(엑셀작성)

- 사업별 설명서(전산입력)

- 명시이월사업 조서(워드작성)

- 계속비사업 조서(워드작성)

- 채무부담행위 조서(워드작성)

- 성인지 예산서(전산 입·출력)

- 기타 예산편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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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시 유의사항

○ 예산반영 사전절차 필수 이행

- 투자심사 대상사업, 용역심사 대상사업, 정보화 타당성 대상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사업, 민간위탁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요구

○ 예산관련 조례, 규칙개정 검토사항, 정원, 관용차량 등 조정사항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조정된 내역이나 계획을 제출

○국고보조금, 정부 특별회계 및 재정자금 등 국고지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

히 협의하여 계획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

○ 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 철저

-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확정 후 이·전용, 명시·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조정 등 사업 추진방법 개선을 통해 실소요예산만 편성

○ 예산절감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요구

- 예산성과금 기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절감 실적을 반영

- 계약심사기법 도입 절감분 반영

- 예산편성 요구단계부터 절감계획 반영

○ 세입·세출 예산서 표기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표시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단, 산출

기초란 금액 단위는 “원”으로 표시

- 세입세출예산은 산출기초를 표기하여 요구

○ 예산요구서 및 서식 등 전산입력 완료 후 일괄 제출

- 입력자료 : (e-호조) 2019년 세입·세출예산 요구, 성인지예산서 작성

- 제출요령 : 각 부서는 e-호조 사용자메뉴얼을 참조하여 『e-호조시스템에 입력

한 후 기타 제출서식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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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예)

도시철도 O호선 ○단계 건설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OO ~ OO

사업위치 송파구  ○ ~ ○

총사업비 총    ○ 백만원/ [국비] ○ 백만원 [시비] ○ 백만원 /보조율  %

사업내용 O호선 연장건설( ~ )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00년00월

(행정안전부)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 해당없음

□ 재정사업 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 ○ ○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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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년 본예산 ○본예산 (A)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84,900,000)

219,678,000
(x90,000,000)

214,298,000
(x61,847,000)

325,800,000
(x△28,153,000)

111,502,000
(x△31.28%)

52.03%

시 설 비
(x82,632,000)

212,500,000
(x89,184,000)

208,754,000
(x56,966,000)

319,403,000
(x△32,218,000)

110,649,000
(x△36.13%)

53.00%

감 리 비
(x2,155,000)

6,928,000
(x775,000)
5,294,000

(x4,762,000)
6,147,000

(x3,987,000)
853,000

(x514.45%)
16.11%

시 설 부 대 비
(x113,000)

250,000
(x41,000)

250,000
(x119,000)

250,000
(x78,000)

-
(x190.24%)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 목 구 분 ○년 본예산 ○ 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 설 비

시설비 OOOO백만원

․공사비 OOO백만원

․보상비  OOO백만원

․차량비  OOO백만원

시설비 OOOO백만원

․공사비 OOO백만원

․보상비   OO백만원

․차량비  OOO백만원

- 9호선 건설공사 공정률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 

․사업기간 연장 등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비 반영

감 리 비 책임감리비 OOO백만원 책임감리비 OOO백만원
- 공사 공정률을 고려한

감리비 산정

시 설

부 대 비

시설부대비 OO백만원

․자문수당,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OO백만원

․자문수당,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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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이후 비고

계 1,410,683 732,049 214,298 325,800 138,536

시
설
비

설계비 37,500 37,500 0 0

공사비 1,009,433 564,485 167,618 239,160 38,170

보상비 46,001 32,651 3,577 9,773

차량비 279,348 75,254 37,559 70,470 96,065

감리비 36,426 20,934 5,294 6,147 4,051

시설부대비 1,975 1,225 250 250 250

3 사업설명

 사업목적

○ 지하철 O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

○ 송파·강동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철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지하철 O호선 O단계건설 기본계획 변경 확정

 사업내용

○ 위 치 : O ~ O ~ O

○ 규 모 : 총연장 O㎞, 정거장 O개소(환승역 2개소)

○ 사업기간 : OOOO~ OOOO (사업기간 조정 예정)

○ 총사업비 : OOO,OOO백만원(’17년 예산OOO백만원)

 ○년도 사업계획

○ 위 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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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총연장 ○㎞, 정거장 8개소(환승역 개소)

○ 사업내용 : 공정률 ○% 달성 및 차량 추가 제작

○ 소요예산(안) : OOO백만원(공사비 OOO, 보상비 OOO, 차량비

OOO, 감리비 OOO 시설부대비OOO)

 추진경위

○ 2005. 1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심사

○ 2009. 8 : 공사 입찰공고

○ 2009. 12 : 우선 시공분 공사 착공

○ 2010. 12 : 총 공사 계약 및 1차 공사시행(O~O공구)

○ 2012. 07. : 본선 쉴드터널 굴진 착수

○ 2013. 02. : 시스템공사 (송변전․전차선․통신․신호) 실시설계 착수

○ 2013. 10. : 궤도 실시설계 착수

○ 2016. 07. : 본선 및 정거장 공사 중(토목·궤도·건축·설비·시스템 등)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사계약 ⇒ 선금지급 ⇒ 공사시행 ⇒ 기성금 등 지급

○ 계약체결

- ① 기본계획변경(안)수립【국토부 기본계획검토 → 관계부처협의 → 중앙도시교통

정책심의위원회심의 → 도시철도 기본계획고시】 → ② 일괄입찰 공사발주 →

③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실시설계 → ④ 기본설계적격심의 → 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⑥ 1차분공사계약 및 착공 → ⑦ 실시설계 → ⑧ 실시설계적격심의 →

⑨ 본공사계약 및 착공 → ⑩ 공사완료

⃞ ○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25,800 (감리비 ○○백만원,
시설부대비○백만원 포함)

공사대상지 보상 ‘17. 3. ~ ’17. 8. 9,773 - 공사용지 보상

공사발주 및 시행 ‘17. 1. ~ ’17.12. 239,160 - 차수공사 발주 및 시행

차량구매 ‘17. 1. ~ ’17.12. 70,470 - 전동차 구매 

공사준공 ’17.12. - - 차수공사 준공

감리발주 및 시행 ‘17. 1. ~ ’17.12. 6,147 - 감리용역 발주 및 시행

수수료 등 부대비 집행 ‘17. 1. ~ ’17.1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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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년도 공정률 O% 달성

○년도 공정률 O% 달성

○년도 공정률 O% 달성 (본선 및 정거장 공사 중 - 토목·궤도·건축·설비·시스템 등)

 향후 기대효과

○ O호선 연장건설로 송파 및 강동지역 교통편익 제공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 117,575,000 4,322,789 121,897,789 120,508,133 1,153,608 236,048

○ 164,000,000 1,153,608 165,153,608 154,194,458 10,897,649 61,501

○ 219,678,000 10,897,649 230,575,649 216,890,906 13,673,385 11,358



03

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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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용역 발주설계용역 발주(기본설계·실시설계 공통)(기본설계·실시설계 공통)

1.1 설계용역 개요

 □ 기본설계의 정의

○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주요시

설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

 □ 실시설계의 정의
○ 기본설계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며,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의도와 시공관련 주요내용을 주석(Note)으로 상세히 표현하고, 단순 반복

되는 도면은 대표도면과 표(Table)로 표현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

 □ 설계도면의 정의
○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일반도, 구조도 및 확대도와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

 □ 시공 상세도면의 정의
○ 시공상세도면은 목적물에 대한 설계도면의 구체화․상세화를 목적으로 작성되며,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도면

○ 시공방법과 순서, 자재의 가공 조립, 현장상태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하며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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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 준용

1.3. 일상감사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4 일상감사 절차 준용

1.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설계용역 등)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5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용

1.5.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협의

 □ PQ, SOQ, TP의 의미
○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 사전적격 평가 (입찰 참가자격 평가)

○ 기술자평가(Statement Of Qualification) : 기술자 면접평가 (문장 구사, 역량, 자세)

○ 기술제안서평가(Technical Proposal) : 기술수준 평가 (업체, 기술자)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3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준용

 

1.6.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설계용역 등)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6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 준용

1.7 발주 방침수립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7 발주방침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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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기본설계

2.1 개요

 □ 기본설계의 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 기본적인 구조물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 발주 전 검토사항

○ 계약방법 검토

○ 용역원가산출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작성

○ 과업내용서 작성 등

○ 설계 건설사업관리 여부 대상검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

공사의 기본설계(발주기관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및 실시

설계

-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 기

관이 설계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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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의 입찰방식 전면 개선 : 현상공모 및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예시)

 

구분(설계비) 제출 도서

1억원 이하 - 기본도면(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기본도면, 설계설명서

- 비구조 개념도 및 시스템

- 매스모형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3차원 표현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여부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 심사위원 사전 공개

- 설계자 발표 기회 부여 : 작품 심사시 설계자가 참석하여 심사위원과 인터뷰

- 심사 전과정 완전 공개 : 심사과정 인터넷 중계, 작품평, 선정 사유 등에 대한 공개

- 심사결과 기록화 : 심사 전 과정을 정리․기록으로 작성(주요사업 백서 발간)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소규모 건축물 신진건축가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설계비 1억원 이하 신진건축가
활용 권장

- 2, 3등 당선작 등에 상금 지급 : 독창적 아이디어 작품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설계 실비 지원을 통한 건축가의 참여 저변 확대

 □ 용역대가 산정

○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가능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

 □ 용역대가 산출 방법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직접인건비 :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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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 : 여비(발주기관 관계자는 여비 제외), 특수자료비, 인쇄비 등의 당해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제 경 비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120% 계상

· 기 술 료 :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계상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 공사비요율방식의 적용 시 건설부문의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적용

-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적용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

-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 고시 참조)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분리발주시 산출된 대가의 1.2배 적용

- 기획업무 대가는 산출된 설계대가의 3%~8%범위내에서 별도산정

- 전통양식설계업무의 경우 산출된 대가의 1.5배 적용

 □ 용역 착수신고서 검토

○ 기술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필요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

서를 설계 등 용역 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

○ 제출 서류의 변경 또는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

업자에게 조정을 요구

 □ 계약사항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성립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통보

○ 위탁업무 수행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컨설턴트협회

○ 통보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 포함)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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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수행시 유의사항(지하매설물 등)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철저

-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하수관 확관(통수능력 부족) 및 BOX매설구간과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지

역과 하수관 개량구간,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되,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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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2.2.1 개요

 □ 재해영향평가의 목적
○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 용어의 정의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

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2.2.2 재해영향평가 등의 평가대상 및 협의기관

 □ 재해영향평가 등의 평가대상 및 규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상관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이상,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미만
길이 2km 이상 10km미만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기관

협의요청자

및

협의기관

행정계획 수립권자 및

개발사업 허가ㆍ승인권자
협의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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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재해영향평가 절차

 □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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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저감대책 수립 기본방향

 □ 기본원칙
○ 개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재해 유형의 경우 개략적인 방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영향이 큰 재해 유형의 경우 재해 영향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실시설계 등에서 방재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

2.2.5 개발중 저감대책 수립

 □ 저감시설의 규모

○ 토사유출량을 침전․저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홍수유출량을 저감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할당하는 방식으로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결정

○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를 간단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

- 침전대상은 토사유출량 전량으로 함

- 토사조절부는 침전부 수심 30cm를 포함하여 2.0m 이하

- 침사지겸 저류지의 최대깊이는 3.0m 이하

- 여유고는 30cm를 적용

- 계획홍수위는 침사지겸 저류지 제방의 최대높이에서 30cm 이하

- 방류시설은 계획홍수위에서 개발 전 첨두홍수량이 방류되는 조건으로 규모를 결정

- 상기 조건을 적용하여 토사유출량 전량을 침전대상으로 하고 침전부의 수심

30cm를 고려한 상태에서 토사조절부의 깊이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조건

으로 소요면적을 결정한 다음, 계획홍수위를 설정하고 방류시설 규모를 결정

- 일반적인 경우에는 홍수추적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업지구 여건상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계지속기간 3시간에 대하여 홍수추적을 실시한 다음

일부 조정을 실시

- 침사지겸 저류지는 가급적 2개소 이상으로 계획하여 개발에 따라서 침사지겸 저류지

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등에 대비

- 토사유출량 증가로 인한 영향이 경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인 경우 재해

영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축소

가능 한 부분은 임계지속기간을 3시간에 국한하고, 홍수유출량보다는 토사유출량

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방류시설은 수평관을 적용하는 정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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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관․디자인 심의

2.3.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 경관심의의 목적

○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 경관심의의 내용 및 대상 등

○ 내 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 대 상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

철도시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30조, 경관조례 제23조

○ 심의부서 : 디자인정책과(심의)

2.3.2 도시 디자인 심의

 □ 도시디자인 심의의 목적

○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

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

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기 위함

 □ 도시디자인 심의의 적용대상 및 관련근거

○ 적용대상 : 도시철도시설(지하철출입구, 환기구 등)

※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

○ 관련근거 : 각 자치구별 도시디자인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조례

○ 심의부서 : 디자인정책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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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2.4.1 건설기술 심의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014.2.2.부터 시행, 조례)

○ 50억원 이상의 소규모 교량 등 주요구조물 설치(부시장 방침)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조례)

 2.4.2 건설기술 심의시기

○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전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전

○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실시설계용역 준공 2개월전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변경시 : 설계변경 전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4.3 건설기술 심의요청 서류

○ 심의요청 서류 (각 10부) - 3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

한 설계도서

○ 기타(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

○ 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추가)



- 83 -

 2.4.4 건설기술 심의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 내용의 적정성 등

 2.4.5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대 상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2항3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 심의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적정성

2.5. 총사업비 조정 협의

□ 기본설계 단계

○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

야 한다.

○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관리대

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한국감

정원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고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 절차 및 예산분담 기준 참조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8.1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예산분담기준 참조(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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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실시설계

3.1 개요

 □ 실시설계의 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구조물 형식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019)

-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현지조사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 이용) 샘플링, 품질시험

및 자재공급계획

- 측량 지반 지장물 수리 수문 지질 기상 기후 용지조사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내역서에 산정하여 포함

-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

- 공사단계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결정 및 설계

- 유지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의 수립

․ 1단계 : 시의 사무 vs 민간의 사무

․ 2단계 : 직영 vs 민간 위탁

3.2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평가의 목적
○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교통영향평가 등 용어정의
○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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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말함

○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

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

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함

○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실시대상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

하는 총길이 3km 이상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기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교통영향평가 일반사항
○ 교통영향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시지사인 경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협의(교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시기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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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및 관련공문(예시)

1 교통영향평가 심의접수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제출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

2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35부)
↓(즉시)

3 사전검토&의견조회
서울시 교통정책과 → 시, 구 관련부서, 심의위원

∙사전검토서류 : 교통영향평가서(본보고서)
↓(10일) ※ 관련부서 서류 전달 및 설명 : 수립대행업체

4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요청

(사전검토의견 송부)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
5 사전검토의견의 보완사항 검토 서울시 교통정책과 ↔ 사업자(수립대행업체)

↓

6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 심의상정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사전검토보완서(12부)

↓
※심의일 10일전 금요일에 접수된 건에 한해 심의상정
2건 이상일 경우 심의 개최

7 심의개최 공문발송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

8 심의 발표자료 제출
사업자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발표자료 PPT, 종합개선안도 JPG
∙제 출 일 : 심의일 5일전 수요일

↓

9 심의위원회 개최
∙매주 월요일
∙발표자 : 교통기술사, 배석: 건축분야 책임자

↓
10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

11 심의의결서 제출
사업자 → 승인관청(승인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제출서류 : 심의의결서(6부),통합본(1부, CD 1개)

↓
※심의결과 수정의결 : 서울시 교통정책과 협의후 제출
심의결과 보완 : 서울시 교통정책과 협의후 재심의(6번)

12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 교통정책과 → 승인관청(승인부서) → 사업자
∙서울시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 교통영향평가 모든 심의대상(개발사업, 건축물) 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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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가. 사  업  명 : 000

            나. 위      치 : 00구 00동 000번지 일원

            다. 규      모 : 대지면적 000,000㎡(건축연면적 000,000㎡, 00층)

            라. 사업시행자 : 000

            마. 수립대행자 : 000

            바. 심 의 종 류 : 신규 / 변경 / 보완(재심의)

          

                 

붙 임 : 교통영향평가서 (별도송부).  끝.

승인관청(예시)

 수신 서울특별시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사업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협조자   

시행 ( ) 접수 교통정책과- ( )

전화 /전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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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영향평가

 □ 목적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 용어정의
○ 전략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 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대상(도시철도중심)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이외 17개 개발 및 건설사업

 □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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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 누적

제24조②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

90일

사업자→국토교통부

제24조④
시행령 제3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국토교통부 ↔ 심의위원
(심의기간: 30일이내, 공휴일미산입)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제24조⑦
시행령 제33조 심의결과 공개, 주민 등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 공개시기 :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공개기간 : 결정일~14일 이상
-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제25조①
시행령 제34조
시행령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30일
사업자

(심의결과 및 주민의견 반영하여 작성)

제25조②
시행령 제35조
시행령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90~120일 240일

주관시장 사업자→관계행정기관
▨ 공람·공고
1. 공고시기 : 초안이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2. 공람기간 : 20∼60일 (공휴일 미산입)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지역신문에 각 1회이상 게재
4. 공고비용 : 사업자 부담

▨ 관계행정기관
1. 협의기관 : 환경부
2.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3. 관계행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제25조①
시행령 제39조 설명회 개최

사업자
1. 공고시기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지역신문에 각 1회이상 게재
3. 공고비용 : 사업자 부담

제25조①
시행령 제38조
시행령 제35조

주민의견 제출 관계행정기관 의견통보

주민→주관시장 관계행정기관→주관시장
1. 제출시기 : 공람시작일∼공람기간이 끝난후 7일 이내
2. 제출의견 : 환경영향·환경보전방안·공청회 개최 요구 등

1. 초안 의견 통보기간 : 초안 접수일∼30일 이내
2. 제출의견 : 환경영향·환경보전방안

제25조③
시행령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사업계획 확정전까지 
수행완료(14일간 공개)

사업자→관계시 및 승인기관 협조요청
- 공개기간 : 수렴일~14일 이상
- 공개장소 :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수질오염총량 
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전까지 관련기관 
협의완료사업자→국토교통부→관계기관

제27조①
시행령 제46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60일 300일
사업자→국토교통부

제27조①
시행령 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90일 39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28조①
시행령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제29조①
시행령 제50조 협의의견 통보

환경부→국토교통부→사업자

(협의내용통보기간 : 45일이내, 최대60일-공휴일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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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 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 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

하여 평가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3.4 문화재 지표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의 목적
○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기 위함

 □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근거 및 대상, 실시시기

○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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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

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실시시기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전

□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지표조사 중 천연동굴·화석 등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한다

○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

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 공사

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 육상 지표조사

- 사전조사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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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현장조사

․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 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에 관한 사항

․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 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 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 지질, 동굴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 탐문 및 설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

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5 에너지사용계획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의 목적

○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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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근거 및 제출시기

○ 협의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선로의 길이가

10km 이상인 것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1호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 한국에너지공단

  ○ 제출시기

- 「도시철도법」 제7조(사업게획의 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전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절차

  ○ 소요기간 : 약 4개월 소요

 □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 사업의 개요

○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 사후관리계획

○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에너지사용
계획서작성

산업통상자원부
및한국에너지
공단 사전검토 

에너지사용 
계획협의요청 
(발주부서⇨산
업통상자원부)

보고서검토및
검토의견통보 
(한국에너지공
단⇨발주부서

검토의견답변
서작성및제출
(발주부서⇨한
국에너지공단

최종검토의
견통보(한국
에너지공단
⇨발주부서)

이행계획서제
출(발주부서
⇨한국에너지

공단)

협의완료통보
(산업통상자원
부⇨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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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필요 상세목록

관련분야 필요목록 상세목록 비고

토 목

계 획

건 축

(1장)

사업 추진경위 주요인허가, 사업추진관련 추진경위

법적근거 철도건설법 or 도시철도법

사업관련 관계법령 및 계획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

사업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기간 공사기간, 운영기간

계획노선도 dwg화일 또는 이미지

건축물계획 정거장별 위치, 형식, 연면적, 주변현황

열차운행계획
목표연도별ㆍ열차별․차종별 운행계획

(편성, 사격 등)

기 계

정거장, 차량기지 부하 실별 냉난방부하, 급량부하

정거장 냉난방시스템 선정 직팽식. 터보냉동기, 지열

고효율 에너지기기 계획 에너지절약 시스템 적용여부

전 기

정거장, 차량기지 부하 용도별 전력부하

시뮬레이션

열차주행, 운행전력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최첨두시 기준 변전소 정상시ㆍ고장시 시

뮬레이션

전력공급망

한전 수전변전소 및 급전계통도

정거장 단선결선도

연장급전 계통도 및 계획

고효율 에너지기기 계획 에너지절약 시스템 적용여부

기 타

연계수송방안-교통
버스정류장, 주차시설, 자전거보관서 및

타 전철과의 환승 등 연계수송 게획

연도별 수송수요
목표 연도별, 일일, 첨두시 수송수요

예측결과(승차, 하차, 재차수요)

폐기물발생예측 정거장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및 처리계획

신재생 에너지 이용방안
정거장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

(직원근무지역 지열적용 등)

3.6 교통안전진단(철도, 도로)
□ 교통안전진단의 정의

○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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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진단 대상(도시철도분야)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이상의 도시철도건설

□ 목적
○ 철도설계도면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18개 분야,

396개 진단항목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도출된 안전 위험요인을

철도건설공사 착공 전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하고자 함

□ 교통안전진단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교통시

설의 설치 전에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

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법 제34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설계단계 안전진단
○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실시설계(「도시철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의 경우 기본설계로 진단 가능)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

자(교통약자 포함)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

○ 노반, 건축분야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진단 수행

○ 턴키(Turnkey) 사업의 경우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분야에 대하여 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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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 전 단계 안전진단(철도)

○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시설물과

의 연계성(Interface)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 위하여

영업개시 전에 시행하는 진단

 □ 운영단계 안전진단(철도)

○ 기준이상의 사고발생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철도안전진단 시행을 명 받은 경우

실시하는 진단

□ 진단절차

3.7 지하안전영향평가

 □ 목적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함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용어정의

○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자)

근거자료제공(발
주처⇨(한국교통
안전공단 또는 
진단기관)

착수회의개최
(발주자,
진단기관)

설계도서검토

진단보고서
작성(한국교통 
안전공단 또는
진단기관)

진단결과 
(진단기관⇨
발주자)

진단결과제출 
(발주자⇨교통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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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

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대상

구 분 대 상

지하안전영향평가 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터널공사 (산악터널, 하저터널 제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깊이 10m이상 20m미만인 굴착공사(소규모 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지하안전점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 후 위험

 □ 협의절차

평가서 
작성 ⟹ 승인기관

제출 ⟹ 지방국토관리청
협의요청 ⟹ 지방국토관리청

협의완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 지방청

검토기관 :
․LH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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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지하개발사업자가 시행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법 제14조>
<법 제24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첨부)
사업계획서 접수

*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시장,구청장)

<법 제15조>

지하개발사업

협의 요청

* 승인기관(승인부서)
→ 국토관리청
(사업계획승인 전)

*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
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
(사업담당부서에서협의)

<법 제15조>
<영 제16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검토 및 조사 의뢰)

* 국토관리청→위탁기관
(시설안전공단, LH)

<법 제16조>
<영 제17조>

검토의견 제출
* 국토관리청→승인기관

(30일 이내)
<법 제16조>
<영 제17조>

사업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 조정 요청

통지

*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내용 반영

<법 제17조>
부적정

*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요청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국토관리청,
90일 이내)

<법 제18조>
<영 제19조>

적정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의내용반영결과통보
* 승인기관→국토관리청

(30일 이내)
<법 제17조>
<영 제18조>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개발사업자)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

-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협의한 내용

<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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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위원회

 □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 위원회 목적
○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 기술을 선

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5항, 제6항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5.16. 제7183호)

○ 실시설계 내실화 추진방안 보고(본부장, ‘16.2.17)

○ 특정제품 선정 세부시행방안보고(시설국장, ‘16.3.2)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장

◦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 위 원

◦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 5급

◦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 6급

◦ 공사·공단: 시 본청 수준

◦ 출연기관: 자치구 수준

▸ 외부위원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그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 100 -

□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대상

  ○ 토목·건축등 공사

- 품명(제품의 특정이름을 말함)당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단일 특정품명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구매 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6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특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6천만원 ⇒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두가지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예시1)
다른 1개 품명은 1천5백만원일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 위원회 개최대상 아님(예시2)

다른 1개 품명은 1천5백만원일 경우

-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순공사 원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경우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 물품 제조 구매의 경우

- 품명(제품의 특정이름을 말함)당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 개 구매 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 6가지 품목이 포함된 사업비 1억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중 2가지 품목 중에 특

정물품이 포함된 경우,

1개 품명은 3천만원 ⇒ 위원회 개최대상이며, 2개
품명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

(예시1)
다른 1개 품명은 1천5백만원일 경우

1개 품명은 1천만원
⇒ 위원회 개최대상 아님(예시2)

다른 1개 품명은 1천5백만원일 경우

- 특정제품 구매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물품제조 사업에 포함된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제품 제조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대상은 해당 특정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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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승인

4.1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 국토교통부 협의

○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에 표시한 것)

·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의견을 적은 서류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

을 공고(公告)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제7조2항)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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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공고의 방법
○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 및 시보에 1회 이상 게시 (20일간)

 □ 열람공고의 내용
○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은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 노선의 기점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 사업계획 열람 의견 제출
○ 토지 나 물건 소유자등은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않은 의견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 사업계획승인 및 관보고시
○ 승인공고 고시 :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시(국토교통부)

 □ 후속업무
○ 실시설계 및 보상업무 착수(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4.2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擬制) 처리
○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도시철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
정․신고․지정․면허․심의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제7조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
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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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

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철도건설 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

수도 인가

- 「자연공원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

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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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총사업비 협의

 □ 총사업비 협의
○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이상 변경 등 사업내

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

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

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

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사유 및 설명 자료

3.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4.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4.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개별 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 등에 관하여 수용규정 페지나 수용요건 강

화등에 관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

청사항은 반영하도록 함

4.5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5.1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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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이란 서울특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신청
○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을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결정권자에게 제출

-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 도시관리계획 절차

- 국토교통부 결정사항

․초안⇨주민의견 청취(일간신문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14일간)⇨시․도시계
획위원회 자문⇨입안(시장)⇨국토교통부장관에게결정신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국토부장관)⇨고시(국토교통부장관)⇨시장에게 송부⇨열람(시장)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효력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관계서류 를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보(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고시

- 도시관리계획의 취지

- 위치

- 면적 또는 규모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날부터 5일후에 그효력 발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가능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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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의 작성
○ 지적이 표시된 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내지 1/6,000로 할 수 있음)의 지

형도로 작성

○ 도시관리계획의 토지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 사업·산

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 지적도 사본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갈음 가능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도·해저 지형도로 갈음 가능

○ 다만, 도시지역 외의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적 이

표기되지 아니한 1/5,000 이상(간행되지 아니한 경우 1/25,000 이상)의 지형

도에 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작성 가능

○ 작성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1/5,000 내지 1/50,000의 총괄도 첨부 가능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신청, 도지

사는 결정고시도면이 도시관리 계획과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형도면을 승인

 □ 지형도면의 고시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함

○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

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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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업무(토지 등) 보상업무(토지 등)

5.1 대상별 보상기준

 □ 토지보상
○ 공지시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

을 결정 공시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다만 이때에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

 □ 건물 기타 지장물
○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

 □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

 □ 휴업보상
○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 폐업보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시·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리 및 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도 지불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

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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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구역 밖의 보상
○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출입
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 영농손실보상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
되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
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

 5.2 보상절차 흐름

 □ 보상절차 일반

사업인정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법인 선정/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 불복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능)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이의신청

이의재결 평가

이의신청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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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목적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인 행정조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재결 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
○ 토지등의 수용·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

재결신청 접수 접수: 사건번호 부여 등

⇩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 사업인정 여부 및 관할, 법정서류 구비여부 등

⇩

열람 공고 의견접수

⇩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및 회신 접수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

⇩

사실관계 현장 확인 조사 당사자간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 현장조사

⇩

감정평가실시 및 평가서 제출 수용대상에 대한 감정평가실시

⇩

재결서(안) 작성 수집(제시)된자료를 토대로 재결서(안) 작성

⇩

심리 의결 심리 의결

⇩

재결서 송달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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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괄입찰(턴키) 절차 일괄입찰(턴키) 절차

6.1 입찰절차

업무흐름 주관부서

공사입찰 계획수립 - 본부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심)

입찰공고 - 조달청

현장설명 - 본부

설계 및 가격 입찰
- 입찰참가자
 ․ 우선시행분 실시설계
 ․ 전체분 기본설계

 

기본설계 적격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심)

실시설계적격 업체 선정 - 조달청 (가중치방식 등)

우선시행분 계약 및 착공

전체분 실시설계시행 - 실시설계 적격업체

실시설계 적격심의 -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심)

낙찰자결정 - 조달청

전체 계약 및 착공

- 본부

 · 우선시행분 착공

 · 전체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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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본계획단계

6.2.1 입찰안내서 작성・심의(턴키, 대안)
○ 3.9.2 입찰안내서 심의(턴키, 대안) 내용 참조

6.2.2. 공사수행방법 결정(입찰방법)

○ 3.9.1 입찰방법 심의(턴키, 대안) 내용 참조

6.3 설계단계

6.3.1 기본설계 절차 : 입찰참가자 수행

6.3.2 실시설계 절차 : 실시설계 적격자 수행



04

공사 및 용역 발주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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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발주공사발주

1.1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제출(기술심사담당관)

 □ 개요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

○ 다만, 심의요청자가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 사업시행 방침결정 후 예산편성전(투자심사결과 사업시행계획 확정된 경우)

 □ 관련근거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7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심의내용별 관계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집행기본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①

발주

기관

②

공사

명

③

공사

개요

④

총공사비

(추정금액)

⑤

공사

기간

⑥

공사

위치

⑦

입 찰

예정시기

⑧

입찰

방법

⑨

제안

사유

⑩입찰방법심의

요청 필요여부

및심의요청시기

※ 작성방법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층수)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 부가세 포함하여 억원 단위로 표기, 보상비는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시기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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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을 명시(기타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필요여부를 명시하고,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를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6조(대형공사입찰방법의심의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2 일상감사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4 일상감사 절차 준용

1.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5 계약심의위원회 절차 준용

1.4 조달청 계약의뢰

□ 설계 적정성 검토
○ 개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보조사업 등 대상공사에 대하여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의 타당성과 더불어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

여 공공시설물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유도

○ 검토 대상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른 사업

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보조

사업자가 수행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 검토 요청 시기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및국방사업) 계획설계, 중간설계완료후및실시설계완료전, 총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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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전, 총 1회

○ 구비 서류

- 검토 요청서 및 기초자료(정책결정 관계 서류, 설계용역 발주 관련 서류 등)

-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계산서, 시방서 등)

․ 국방사업 총사업비 설계_적정성 검토요청서

․ 맞춤형서비스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 보조사업 시설공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서

○ 조달청 검토 사항

․ 총사업비 변경 요청사유서 검토

․ 과다·과소설계 및 품질개선 사항의 검토·제안

․ 설계안의 현장 적용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설계오류 및 상호모순 사항의 수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안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업무 흐름도(소요기간 : 약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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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제36조

○ 입찰공고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공고

○ 입찰공고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 입찰공고 기간

- 일반공고 : 7일 이상(공고기간은 공고일, 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

- 재공고 및 긴급공고 : 5일 이상

-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 ) : 3~5일

○ 입찰공고시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 시방서(과업지시서)

- 공사설명서

- 공내역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심사결과 요약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P.Q에 의한 경쟁입찰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입찰

-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지역제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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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현장설명 참가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현장설명은 의무 실시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한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현장설명은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아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 주요 설명 내용

․ 공사개요(공사목적, 현장위치,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사토장, 골재원 등 설계현황

․ 공사에 관한 준수사항(일반사항, 특기사항)

․ 설계도서 교부에 관한 사항

․ 공사손해보험가입 변경에 관한사항

- 현장설명 참가자격 증명 등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명시

․ 현장설명 참가자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시

○ 입찰에 관한 서류 비치 및 교부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설명회 개최결과 제출(발주부서⟹조달청)

□ 낙찰자 결정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 가격으로입찰한 최저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받은 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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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 결정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

합심사하여 일정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평균한 가격이 1원미만인 경우 이를 절상하여

예정가격 결정

-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입찰가격 조정 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설계점수 조정 방식

기본설계입찰적격자 중 설계점수를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가중치 기준 방식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적격심사대상공사)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선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

- (종합심사)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자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자

․입찰금액이 낮은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자

․추첨

□ 계약 체결
○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제48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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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기한

-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계약서 작성해야 함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

- 입찰유의서

 -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일반조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용역계약 특수조건

※ 필요시 사업에 대한 특수조건 첨부 가능

-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기관용 1부, 계약상대자용 1부)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 공채

    -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

○ 계약의 체결

- 계약문서 첨부 여부,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보증서․인지세 등 징구하여 전자계약서 송부

- e-호조 계약대장 등록 및 원인행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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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에 따른 용역 발주 공사에 따른 용역 발주

2.1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관련 부수용역 절차이행

건설사업관리, 공사손해보험, 사후환경영향조사, 폐기물

처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 공사손해보험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1항(손해보험의 가입)

․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공사손해보험 운용

․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범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시기․기간,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등 규정

-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절감개선 방안(시장 제124호, ’04.3.4.)

․ 총공사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 산정

-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방안(재무과-50910, ’13,11.22.)

․ 발주기관이 도급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공구별 통합하여 가입

○ 추진절차

- 공사손해보험 보험요율 제공 협조 요청(신용등급 기준 상위 3개사)

- 일상감사 의뢰(본부⇨안전감사담당관)

- 구매규격 사전공개(나라장터, 5일)

- 계약의뢰(본부⇨재무과)

- 입찰 및 계약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

일 현재 손해보험업 또는 건설공제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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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4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본점을 두고 손해보험의

인수 및 자기의 명으로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발급할 수 있는 원수보험사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는 원수보험사 본사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로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이상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은자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

- 보험 가입방식 : 발주자 가입 방식(2개 공구 통합 가입)

- 보험 가입범위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건설사업관리, 사후환경영향조사, 폐기물처리용역, 사후지하

안전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설계용역 등)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협의 (설계용역 등)

○ 용역발주 심의 (설계용역 등)

○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설계용역 등)

○ 일상감사

○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설계용역 등)

○ 발주의뢰 및 계약

※ 각 용역별 세부내용은 도시철도 계획단계 분야 3.3 기본계획 용역발주 절차 준용



05

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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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관리 공사 관리

1.1 공사의 착공

 □ 발주청
○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 수급자가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이를 승인하여 공사가 착공 됨.

 □ 수급자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으로 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을 날짜가 이 공사의 착공일임

○ 착공계에 포함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계약상 포함사항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공사예정 공정표 작성방법 및 공정관리기법
○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Bar Chart)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 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차수별 공정표의 작성
○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매년 차수별 준공을 함

○ 전체 예정 공정표를 바탕으로 차수별(년도별) 예정공정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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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 발주처의 확인사항
○ 세부 일정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의 검토와 적정성

○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의 적정성

○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의 적정성

 □ 일정(공정)의 수정
○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표시 한다

○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한다.

○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

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한다.

○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의 배부
○ 수급인은 본(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다음의 관계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 공사현장 사무소

- 하수급인

- 납품자

- 기타 관계자

 □ 공정예정표 네트워크방식 ADM((Arrow Diagra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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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항목

- 조기 개시일(Earliest Start Date)

- 조기 종료일(Earliest Finish Date)

- 만기 개시일(Latest Start Date)

- 만기 종료일(Latest Finish Date)

- 총 여유(Total Float)와 자유 여유(Free Float)

- 공사내역과 연계된 단위작업의 금액

- 주공정선(Critical Path)과 주 공정을 구성하는 공사의 목록

- 기성검사원 제출 일정계획

 □ 공사관련 서류 작성일반
○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

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절차 (작성 및 확인)

○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

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

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관련절차
○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가

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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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존치기간 만료인 30일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함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인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제출서류

· 신청서, 등기부등본, 배치도, 건축물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대지인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절차

- 신고서작성 ⇨ 심사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부지점용허가 절차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공사 착수 ⇨ 완료

1.2 비산먼지 발생신고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자는 시․도지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건설업은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 비산먼지 발생 신고
○ 비산먼지 발생 위치, 기간, 저감 방안 등은 공사 시행단계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

여 관리하여야 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

- 시․도지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저감 개선 및 공사의 제한

- 시․도지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

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

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시․도지사․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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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용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표시)

○ 방진시설 설치 내용 및 관련도면

 □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
○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만, 굴착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 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 그 밖에 공사 (상기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1.3. 특정공사 사전신고

 □ 특정공사의 정의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대상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굴정공사란 : 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구멍뚫기 등을 시행

하는 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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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신고 대상 건설관련 기계ㆍ장비
○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
○ 천공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
○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
○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 사전신고 제외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용공업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 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사유

○ 공사내용 변경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공사방법 변경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규모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1.4. 도로공사 신고 및 점용허가(경찰서, 구청)

 □ 도로공사신고 와 점용허가의 차이점
○ 도로공사신고

- 교통안전측면(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점용허가

- 시설물 유지관리측면(도로교통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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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신고대상 (공사시행자)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 아래의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공사시행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사의 제한 등
○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시행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 허가대상 (관할구청)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 전통시장내 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 횡단보도 쉘터

※ 관할 자지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나 통행·운행제한을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함

1.5.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 작성목적
○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다음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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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전체공정표

 □ 작업 공사 종료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비고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제1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공사

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량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하부공 공사
3. 상부공 공사

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제1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처 및 제출시기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관리)

○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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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정고압가스 신고

 □ 신고의 목적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신고 관련근거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3조

 □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공사용)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

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매설배관 굴착협의
○ 굴착공사에 따른 매설상황 협의 (지장물)

- 굴착공사 전에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http:// www.eocs.or.kr/)에 확인

○ 다음의 경우는 제외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굴착공사

 □ 인접 굴착공사 협의
○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다음 내용으로 공사를 할 경우 배관 보유 사업자

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 협의서를 작성

-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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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급자재 구매

 □ 관급자재의 정의
○ 다음의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관급자재 관련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의무조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임의조달) 턴키, 최저가 등 의무조달 외에 모든 조달계약

 □ 구매절차 흐름

조달청 서울시

 □ 관급자재 단계별 처리절차

○ 1단계 : 수요발생

- 수요발생은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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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G2B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 요청

○ 3단계 : 일반공개

- 조달요청서는 지방조달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일반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내자(內資)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

○ 4단계 : 규격검토 및 구매결의

- 규격검토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가능한 규격으로 구매

- 구매결의에 포함 해야 할 사항

․ 구매관리 번호, 수요기관명,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계약방법

․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 복수경쟁 등)

․ 법적근거,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 입찰일시(경쟁입찰시)

․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 5단계 : 입찰공고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할 사항 (지방계약법시행령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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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 공고시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원칙

※협상계약 공고기간은 일반 40일 이상, 긴급 10일 이상

○ 6단계 :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
하다 판단 하여 정한 가격을 말 함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3%(지방계약범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 7단계 : 입찰

-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 재입찰(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 없이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 8단계 :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 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
로서 성립

-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9단계 : 계약체결통보

-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
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 10단계 : 납품

-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

-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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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단계 :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 12단계 :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

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해야 함.

○ 13단계 :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

○ 14단계 : 대금청구 및 영수

-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

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

○ 15단계 : 계약종결

-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

EDI에 입력

- 계약심사과는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자에게 지급(계좌입금)

․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선금잔액,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 되어있음

○ 16단계 :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서울시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서울시는 동 금액을

국고 수납대리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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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장물 이설 및 협의

 □ 지하매설물의 종류
-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한전케이블, 통신케이블, 공동구 등

□ 지하매설물의 중점관리 사항

단계별 중점관리 사항

착공단계

∘작업 구간내 누락된 지장물 유무 조사
∘조사된 지하매설물 현황과 공사내용의 간섭사항 검토
∘매달기 보호공 공법 확정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 입회시점, 비상연락망 등 협의
∘제수변, 밸브위치 등 비상시 차단 위치 파악

시공단계
(줄파기 작업)

∘지하매설물 유지관리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위치 확인
∘인력으로 1.5m이상 굴착하되, 예상위치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매설물 존재여부를 지하매설물 탐지장비로 확인

∘얕은 심도에서 매설물을 발견한 경우라도 규정 이상의 줄파기를
실시하여 중복 매설 여부 확인

∘줄파기 작업 후 지하매설물 현황도(평면도, 단면도 등) 재작성
하여 상황실 게첨

∘지하매설물 확인이 되었을 때 현장근로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매설물 종류를 기입한 표지판(규격, 심도) 설치

시공단계
(천공 및

파일박기 작업)

∘파일천공 위치는 공사관계자간 확실히 인계․인수 후 이상이 없을
때 천공작업 실시

∘천공장비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천공 구멍 수직도가 최대경사
1/75 이내

∘파일 천공위치에는 천공기 가이드관을 설치하고 지하매설물 주변
은 케이싱을 하부 안전지지층까지 설치

시공단계
(보호공 시공)

∘토류벽 배면 구간
- 설정된 굴착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방법
강구(배면 토질, 지하수위, 토류벽과 이격거리, 이음부 조사)

- 매달기부에서 배면 매립부로 연결되는 구간을 취약개소로 집중관리
∘매달기 구간

- 하수도 : 흄관을 강관 또는 파형강관으로 교체
- 상수도(소형) : 타이튼접합부 등에 대하여 특수접륜 설치 및 보온
- 상수도(대형) : 전용파일 및 받침보 설치, 계측기 설치
- 상, 하수도 곡관부 : 유체이동시 횡력 고려 지지시설 설치
- 기타 지장물 :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된 보호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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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매설물의 업무절차

□ 지하매설물의 조사

탐사
방법 원리 특징 비고

GPR

∘지표에서 지하로 수MHz ~

수GHz의 전자파를 송신하고

지하에서 반사되어 오는 파

를 수신하여 지하의 불균질

대를 규명

∘매설관로의 재질에 관계없이

탐지 가능

∘가장 정확하나 지질조건에 따라

탐사성과 변함

∘탐사장비가 비싸고 조사시간

많이 소요

∘평탄한 지형조건 필요

RD

∘금속관로에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유도되는 전자장을 측

정하여 탐지

∘금속관로, 통신케이블, 고압선 등

의 탐지에 사용

∘직접법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고

신속한 탐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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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매설물의 업무협의

○ 상수도

- 공사시행 기관에서는 상수도 관로 주변의 공사 시행 전(관보호공, 현수시설설치 및

해체, 되메우기 등) 공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 입회점검을 요청한다.

- 입회요청에 의한 합동점검(시행부서와 수도사업소)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한후,

최종 재점검 입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시 후속 공사를 진행한다.

- 되메우기 직전에 업무담당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GIS 시설자료 작성에

따른 관로 위치 측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도

- 사업시행자는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공사 착공전 자치구에 시공계획을 제출하고 하수도

저촉공사대장을 등록하여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토록 하고 하수관거 시공사 필히 해당

자치구 담당 공무원 입회

- 준공시 하수도 GIS 전산시스템에 하수관거 공사대장 및 하수관망(변경)사항을입력토록조치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굴착공사 협의대상

․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 통신․전력 케이블 등

- 공사의 계획단계 등 착공전에 전력 및 전기통신 설비의 소재, 규모에 대해서 관계사업

소에 조회하고 실태파악을 한다.

- 기설설비에 근접할 때는 착공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 및 연락방법을 확인해 둔다.

- 착공에 앞서서 매설물의 위치확인 및 안전이격거리의 확보에 대해서 입회를 구하고

확인한다.

- 매설물의 위치 상태 확인에 대해서는 특히 시험굴착 등의 조사로 확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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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폐기물 처리용역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 폐기물 처리비 산출기준

○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

상 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

- 수집․운반비 :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 중간처리비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선별, 파쇄, 압출, 중화, 탈수, 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 최종처리비 :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 소

각 등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

-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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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폐기물 처리기한

○ 30일이내 처리, 고철의 경우 60일 이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1.10 도로점용허가

 □ 도로공사신고 와 도로점용허가의 차이점

○ 도로공사신고

- 교통안전측면(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점용허가

- 시설물 유지관리측면(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공사 신고대상 (관할 경찰서)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 아래의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 공사시행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만,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신고

 □ 공사의 제한 등

○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시행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 허가대상 (관할구청)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 전통시장내 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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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하천점용허가

 □ 허가대상

○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

거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

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절차

 □ 유형별 점용허가 관리기관

점용의 유형
관리기관

비 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해당)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수상레저목적의 물놀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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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별 점용허가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 기간 비 고

토지 점용 5년

하천시설 점용 5년

공작물 신축·개축·변경·공용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설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관로 등 매설 포함)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

영구

(공사기간)

굴착 · 성토 ·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스케이트장의 설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식물의 식재 1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기술적 검토

○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물수지 분석 검토)

○ 계획하폭의 확보여부

○ 수문관측시설 등 하천부속물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리 검토

○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 여부

○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대한 위배 여부

○ 하천정비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공작물 설치

- 시·도지사 : 토지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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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비점(非點)오염원의 신고

 □ 점(點)오염원과 비점(非點)오염원 비교

○ 점오염원(點汚染源): 점오염원(點汚染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특징비교

점(點)오염원 비점(非點) 오염원

· 배출지점이 특정/명확

· 관거를 통해 처리장으로 집중배출

·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적게 받아

· 연중 배출량의 차이가 일정함

· 모으기 용이하고 처리효율이 높음

· 배출지점이 불특정/불명확

·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

·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음

· 배출량의 변화가 큼

· 모으기 어렵고, 처리효율이 일정치 않음

 □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 도시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함.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비점오염원설치 신고시기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계획 확정 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협의 내용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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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목적

○ 공사정보「공개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공정관리

○ 내 주변 공사현장 정보의 실시간 공개로 시민의 궁금증 해소(건설알림이)

 시스템 기능

○ 건설사업의 공정관리, 공정진척보고(일일/주간/월간), 전자문서(업무지시 및 보고)

○ 안전관리, 웹카메라 운영, 게시판, 수행실적 평가, 준공도면 입력 등

※ 적용범위

○ 대 상 :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및 서울시와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 등록기준 : 도급비 2천만원 이상 공사[장기공사 : 10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1년 이상 /

이하 단기공사]

※ 장기공사 자료입력 관리 : 시스템 내에서 공정계획 및 실적을 입력․관리하며,
공정보고와 수행실적평가 등록 등 업무수행

 공정관리 방법

○ 공정계획 작성 : 착공 후 7일 이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스템내 공정

관리 작업기준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후 입력

○ 공정보고 :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보, 주보, 월보 작성후 보고

※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정보고를 기한내 보고토록 조치

 등록절차

○ 사업생성 및 담당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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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업
계약정보
자동연계

G2B→
One-PMIS

➩ 장
기

계약정보 확인 및
정보입력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공사 담당자
통보

(이메일)
➩ 사업정보 입력

(시공,감리, 발주)

총무부(건설총괄과) 건설총괄과 공사관리관

단
기

계약정보 확인 및 정보입력
(사업 분류, 담당자 메일, 전화번호, 지도정보) ➩

공사담당자통보
(이메일)➩

건설총괄과 건설총괄과

 공정관리(일 주 월간 공정보고 모니터링)

One-PMIS 공정자료 입력
(일보, 주보, 월보) ➩

One-PMIS 공정보고 확인
(공정, 장비, 인력 등) ➩

미보고 현장 독려
(SMS, 전화)

시공자 입력(감리 승인) 공사관리관 건설총괄과

 공사관리관의 임무

○ One-PMIS와 현장관리 공정률을 별도 작성으로 이원화 공정관리 금지

- 계약 공정표의 변경요인 발생시, 공정계획을 정상적인 변경 승인 등 없이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여 공정관리(변경 공정표 One-PMIS 미입력 등)

- 착공 후 7일 이내 및 공정계획 변경 시 공정계획 등록

○ 공사관리 부서에서 일보 주간 월간 보고 공정관리 확인 철저

- 공사관리 부서의 One-PMIS 공정보고 일일 미확인 사례 빈번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됨 자료의 보안관리 철저

- 시공사, 감리단 등에서 입력하는 공사관련 자료중 개인정보 등 노출금지

○ 공사과정에서 설계도, 시공자, 감리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실시

- 공정율 30%, 60%, 95%에 도달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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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안전점검 공사장 안전점검

 □ 안전관리과 편성 경위

○ 2010.9.27. 본부 도시철도설계부 안전과 신설(8명)

○ 2013.9.12. 본부 방재안전시설부 방재안전총괄과로 개편(11명)

○ 2014.3.13. 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로 전담조직 편성(13명)

※ 공사 및 안전점검 부서가 동일 계선상에 있어 점검의 독립성 확보 곤란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조직 편성(건설총괄부－1681[2014.1.27.])

○ 2016.1.1. 도시철도 토목부 『품질관리 업무』 안전관리과로 이관

 □ 안전관리과 조직 및 인력(12명)

○ 토목 5급 1명

○ 시설 6급 3명(토목 2, 건축 1)

○ 시설 7급 5명(토목 5)

○ 임기제 나급 3명(안전 1, 구조 1, 토질 및 기초 1)

 □ 주요업무

○ 본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 관리 총괄

○ 기동점검반 운용 및 기동점검 시행

○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 감성안전(근로자 심리상담 등) 업무 시행

○ 사고대비 모의훈련 실시

○ 부실벌점 대상 현장 선정

○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평가 및 우수현장 선정

○공사현황, 지적유형, 재해통계, 현장별 지적건수 등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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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부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추진계획

기술적 예방대책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감성안전(심리상담)
신규공사장 안전관리 컨설팅

교육적 예방대책
공사참여자(감리, 시공자, [외국인]근로자) 교육

건설공사장 모의훈련

관리적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위반현장 관리(벌점) 및
우수현장 모범 표창 수여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시행 등

근로자 안전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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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품질관리의 개요

○ 건설공사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수단으로 빠르게(공정관리), 좋게(품질관리), 안전하게(안전관리),

값싸게(원가관리) 라는 공사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종 관리의

목적이고, 이들 중 “좋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것을 품질관리라 할 수 있다.

즉,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이다.

 □ 품질관리의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종래 보다 향상 개선하며 또한 편차를 적게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함으로서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품질관리의 진행 절차

  

□ 품질관리계획

○ 대상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가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계획
(PlAN)

⟹ 실행
(DO)

⟹ 검토
(CHECK)

⟹ 조치
(ACTION)

-설계도서검토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작성

-품질관리계획서 이행
-품질시험계획서 이행

-품질관리․시험계획
과 실행을 비교․평가

-검토결과로부터
이상원인 배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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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절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관리계획 확인

 - 확인시기 : 연 1회이상, 준공 2월 전까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양식>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수    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발    신                  (인)

제    목  품질관리 적정성확인 요청                   주    소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을 의뢰 합니다.

공사명 ○○ 도시철도 건설공사

공사개요 L = ○m (1개소, 총면적 ○㎡)

발주자 (담당부서: 전화: )

감리자 (현장전화: )

시공자 (현장전화: )

총공사비 (도급비: )

공사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현공정 % (000 공종 진행중)

* 첨부서류 : 1. 품질관리계획서 1부.

2. 당해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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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처리 방법

○ 해당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전 발주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하며

○ 건설공사를 허가․승인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

소장에게 대행 의뢰 확인(연1회이상, 준공 2개월전 까지)

○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지체없이 시정 후 그결과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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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조정

5.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 하자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및 설계서간의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기술개발 보상제안

-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으로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상대자의 제안에 의해 변경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계약금액 조정방법 (공사량 증감)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 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

가격단가로 한다.

 □ 신규비목 단가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발주처의 방침·지침에 따른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 기준단가 + (설계 변경 당시 기준단가 × 낙찰률)] ×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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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필요조건
○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

한 경우 원만한 계약이해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영 제64조,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3)

○ 증액의 경우 계약상대자

○ 감액의 경우 발주청의 조정 청구가 있어야 함

○ 기 간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에 따른계약금액 조정방법

구 분 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 단품슬라이딩

적용대상
원가계약에 의한 예정가격
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실거래 가격 또는 원가
계산 예정가격을 기준으
로 체결한 계약

전체도급액의 1%를
초과하는 자재에 한정

장 점

공신력, 조정률산출 용이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

실거래가 반영 개별품목
에 대한 물가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시장상황을
최대한 반영

물가변동이 큰 개별자재
에 대해 세밀한 반영가능

단 점

비목에 대한 평균가격을
이용하므로 개별 품목에
대한 반영이 안될 경우
가 있음

비목 개개에 대한 등락
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해짐

외산자재, 자재수급 여건
악화 등 외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용 도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횟
수가 많은 경우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횟
수가 적은 경우

특정자재의 가격변동폭
이 15%이상인 경우

※ 조정액 산출방법

- 물가변동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

- 선금공제금액=물가변경적용대가×조정율×선금급률

- 조정금액=물가변동금액-선금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1-선금급률)

5.3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의 요인

○ 공사계약, 현장설명서 등의 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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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 휴일작업과 야간작업(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 관련법규에 따른 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

○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

○ 제잡비율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준용

○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 실비산정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_제1장 7절』에 따름

 □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조정

○ 간접노무비

- 정부공표 노임단가 적용

○ 경비

- 지출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 보증 수수료등

- 영수증, 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

○ 자재 등을 운반할 경우 운반여건 변화에 따른 거리를 반영한 실제 운반비 적용

 □ 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른 조정

○ 계약문서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휴일 및 야간작업은 금지사항이므로 적용불가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 적용불가

○ 계약담당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시의 경우 적용 가능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르며 법정률을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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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 공 준 공

6.1 시운전(기술/영업 시운전)

 □ 종합시험운행 추진 절차(약 240일, 약8개월 소요)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4호, 2018.10.24. 전면개정)

    - 제4조(철도운영자 등의 책무)제2항 [별표1]

사전준비 종합시험운행 보고

공종별
시 험
(제6조)

⇨
사 전
협 의

(제7조)
⇨

사 전
점 검
(제8조)

⇨

철도시설
기술기준
적합검토
(제28조)

⇨
시설물
검증시험
(제13조)

⇨
영업
시운전

(제23조)
⇨

종합
보고

(제31조)

시행 예정일 3개월전 42일 79일 102일 17일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
전문기관
운영자

시설관리자
운영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설관리자
운영자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설관리자
운영자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설관리자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도시철도의 준공 및 종합시험운전 관련규정

○ 철도안전법제38조(종합시험운행)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

우에는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시기․방법․기준과 개선․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영자는 선로․전차선로 또는 운전

보안장치를 신설․이설(移設)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설치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

검과 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60일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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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이설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시험운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신설․이설․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

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① 제작ㆍ개조ㆍ수선 또는 분해검사를 한 차량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차량

은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

에 대한 검사와 분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차량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

험 및 절연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

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운전 결과의 정리와 보존
○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

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6.2 운영기관 시설물 이관 및 영업개시

 □ 도시철도의 준공과 인계·인수 절차
○ 예비준공검사

-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시공자는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생략할 수

있다.

○ 예비준공검사의 방법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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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

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한다.

○ 예비준공검사의 시행

-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 예비준공검사 단계 품질확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예비준공검사의 완료

-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

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

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

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 시설물 인계 ․인수
○ 인계·인수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인계·인수서 검토

-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

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 인계·인수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자)의 역할

-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시설물의 준공
○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인계․인수서의 확정이 준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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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준공검사

 □ 인계 문서목록

○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 시공상세도면

- 공사사진첩

-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도시철도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집합의 경우 반드시 필요함)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설비 기기 목록

-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설비 기기 보증서

 □ 하자보증 및 보수예비품

○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
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FM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청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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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사참여자 실명관리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활용

○ CEMS(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사설 협회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 CEMS에 입력 가능한 용역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감리

○ CEMS 접속화면



06

유지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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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사후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 목적

○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효율성을 도모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평가시기

․사업수행성과 평가 : 전체공사 준공 이후 60일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체공사의 준공이후 5년

이내에 실시

- 평가내용

범위
사후평가 비

고대상 평가주체

평가
내용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기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계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

- 공사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주민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등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6조제6항(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 평가내용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 분석

○ 계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분석

○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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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이하 “일괄ㆍ대안입찰”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

공사의 추진성과

○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 건설사업 시행단계별 사업수행성과 평가

○ 타당성조사단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7조, 제81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타당성조사단계 부분

․ 일반사항

타당성조사
용역명

용역기간
(개월)

용역비
(백만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명
(대표자 성명)

발주관서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비용-편익분석 결과

구     분 편   익(단위: 백만원) 비   용(단위: 백만원)

계 편익 총합 비용 총합

철도부문

철도
이용자
편익

철도이용자 통행시간 
절감편익 공사비용

철도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구입비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용지보상비

선택 가치 편익 운영비

교통쾌적성 편익

기타
( )

타수단
이용자
편  익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도로-철도간 전환수요에 
의한 도로통행시간 절감편익

비사용자
편익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편익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편익

차량소음 발생량 감소편익

주차공간 설치비 절감편익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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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수요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철도부문 여객통행량, 물동량

․ 사회경제지표 및 활용된 통계자료

부문 기준년도
예측수요

공용개시년도
예측수요

목표연도
예측수요 작성항목

사회
경제
지표

인구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자동차
보유대수 영향권내 시군단위

교통량
(항만물동량) 주변도로 상시지점 등

수요예측에 활용된 
통계자료

․ 타당성조사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예비타당성조사단계 타당성조사단계 증감율 및 변동사유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총 공사비
(백만원)

추정
공사기간

공사비
증가한도액
(백만원)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개월

○년

○○개월

○ 설계단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설계단계 부분

․ 기본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계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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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개월

   ◦ 시공단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괄 대안입찰 공사의 추진성과

-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수행내용 중 시공단계 부분

․ 시공 완료후 건설사업 수행내용(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기간, 공사비 증감율)

사업명

일반사항 안전, 변경, 재시공 및 증감율

공사비
(계약시점)

공사기간
(계약시점)

안전 변경 재시공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강도율 재해율

설계변경
공사비 계수

총재시공
비용계수

재시공
시간계수

백만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사후평가 작성‧관리
○ 발주청은 사후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후평가결과보고서” 및 의 단계별 사후평가

표․ 또는 의 종합 사후평가표․의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가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 관리

 □ 사후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원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

-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건설공사를 시행한 기관 등 당해 건설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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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 및 결과 조치

-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결과반영시 조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 후 결과 미반영시는 위원회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의결

- 사후평가위원회는 최종 종합사후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일괄 ·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 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 단계별 용역 시공완료후 60일 이내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https://www.calspia.go.kr)”에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입력

- 서울시 One-PMIS내 건설공사별 사후평가 메뉴(https://pmis.eseoul.go.kr)

-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 행정정보공표 메뉴

(SSO로그인 정보소통광장 글 등록)(http://opengov.seoul.go.kr/)

- 종합 사후평가표(단계별 사후평가표는 제외)

○ 종합평가표를 발주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시

 □ 사후평가결과 활용

○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

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

○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등에 활용

○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심의시 참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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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 및 운영

○ 건설공사의 도면·서류 및 자료 유지·보존

- 준공도서

-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

- 구조계산서

-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 사후평가서

-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의 자료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용역의 근거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물 여부 검토

- 저가낙찰공사 대상 시설물 여부 검토 :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시행토록 규정

시행주기 적정성 검토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자체시행 가능 여부 판단

- 정밀점검의 경우 B등급이상 양호한 시설물중 정밀안전진단이 2년내 시행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 평가등급이 C등급인 시설물 중 보수공사 시행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된 시설물

- 1 2종시설물이 아닌 법정외 시설물중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시행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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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시설물 관리 및 하자검사준공시설물 관리 및 하자검사   

 □ 준공시설물 관리

○ 시설물 하자검사 분기별로 시설물 관리 강화

- 공사장 점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 시설물은 하자검사를 분기별로 시행 검토(연 2회 → 4회)

○ 신속한 하자보수체계 확립

- 시설물 하자검사 이행 후 점검결과 하자보수 관리대장 관리

- 계약상대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 통지후 2주일내로 미착공시, 발주부서에서 해당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 실시

- 시설물 관리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하자검사 및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자검사

이행여부, 하자보수관리 대장 관리실태 등)에 대해 해당기관 감사시 실시여부 확인

 □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하자 검사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

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다음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준공연월일

-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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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

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에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

한 시설물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

- 필요시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발주부서 또는 설계자와 협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

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

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

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1조 및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에 의하여 설계서․규격서․과업이

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

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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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다량 발생시 조치사항

○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규모 이상의 하자(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000

분의 5 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

되는 때

-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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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스템>

□ 지형공간정보시스템(GIS)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통합공간정보서비스(공간정보

담당관) ⇨ 기반 ⇨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 횡단 2D 또는 횡단 3D

① 행정포털 ② 업무데스크

③ 통합공간정보서비스 ④ 메뉴선택

공간정보시스템 접속화면



- 170 -

○ 서린동 평면현황

○ 서린동 영풍문고앞 청계천 횡단 지하매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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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앨범 시스템

○ 오래 전 사진 등 사진자료 업무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공보/홍보 ⇨ 서울시 포토앨범

서울시 포토앨범 시스템 접속화면

서울시 포토앨범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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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5월 9일 촬영한 터널굴착 갱구부 사진

1966년 6월 12일 촬영한 터널 내 버력 인력반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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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 시스템

○ 회의자료/업무메뉴얼/회계·계약·물품시유재산/소송자료 등 업무 활용정보가 많음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정보공유 Tool Bar ⇨ 필요한 메뉴 선택

정보공유 시스템 접속화면

시스템 활용 (회계·계약·물품시유재산 등 업무매뉴얼)



- 174 -

업무매뉴얼 활용 (회계·계약·물품시유재산 등)

회의자료 활용 (업무매뉴얼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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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알림이 시스템

○ 우리시 공사현황 및 관련정보 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건설알림이(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알림이 시스템 접속화면

시스템활용 (성북구지역 공사현황) 시스템활용 (공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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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관리시스템의 활용

○ 개착구간, 갱구부 등 공사구간내 사면을 형성하는 경우 사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서울시사면관리시스템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 접속화면

사면관리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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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방 시스템

○ 건설현장 풍수해 예방을 위한 기상 및 하천수문정보 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수방시스템(하천관리과)

수방 시스템 접속화면

시스템 활용 (팔당댐 방류수위 등 하천에 대한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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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오피스

○ 휴대전화를 이용한 행정포털 접속 및 일정관리 등 업무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좌상단 모바일오피스 ⇨ 설치 및 활용

정보공유 시스템 접속화면

모바일 오피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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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시스템

○ 도로 굴착 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시 시유재산의 파악 등에 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도로관리과)

도로재산관리시스템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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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포털시스템

○ 우리시 건설현장 풍수해 예방을 위한 기상 및 하천수문정보 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도시계획포털(도시계획과)

도시계획포털 시스템 접속화면

시스템 활용 (용산구 일원 도시공간 3차원 모델링 이미지)

※ 이미지를 마우스로 돌려가며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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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시설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완벽한 Data Base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설물 유지관리의 궁극적 목표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도시안전/기반시설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시설안전과)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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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안전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메뉴)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계측기 운영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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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점검, 점검계획 등 유지관리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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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상담 DB 시스템

○ 120응답소 상담원들의 상담을 위한 자료 Data Base, 민원에 효율적으로 응대
○ 답변자료를 통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함.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120상담DB

120상담DB 시스템

120상담DB 시스템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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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상담DB 검색

120상담DB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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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전자법률도서관)

○ 법률포탈사이트를 통해 판례, 법령해석,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 이용가능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법무/법률정보(전자법률도서관)

법률정보(전자법률도서관)

법률 포탈 사이트 (자동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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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전자법률도서관)

법률 포탈 사이트 (자동 로그인)

※ 행정포탈을 통해 접속시 자동 로그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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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시스템

○ 계획⇨설계⇨시공단계별로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달라짐

○ 규제관련 중앙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규제 조문의 개정 대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규제정보시스템(법무담당관)

규제정보 시스템

규제 개정현황과 이력을 검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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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 사진 등 미디어 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 업무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미디어 메뉴 사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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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 기술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와 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시스템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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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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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 소위구성 및 개최 통보 공문

※ 기술심의 소위원회는 위원구성, 일정 협의 등을 해야 하므로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
니며 2~3개월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나 시기가 명문화 되어있는 것은 아님.
기술심사담당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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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의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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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일대 항공 조감사진

도시철도의 역동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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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제품 정보시스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신제
품 인증의 절차)에 따라 공사용 자재나 제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인증신제품정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신제품 정보시스템 초기화면

인증 신제품 정보시스템 활용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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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정보통합시스템(서울계약마당)

○ 사업체 통합이력 관리, 발주계획, 제품정보, 부정당 제재 등의 정보등록 및 업무활용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재무과

서울계약마당(계약정보통합시스템) 초기화면

서울계약마당(계약정보통합시스템) 활용화면(발주계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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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국비와 시비, 교부금 등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 관련 필수시스템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무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속화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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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시공단계 사업현황, 공정보고, 자료관리(설계변경 등), 공사관련문서 등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 PMIS) 접속화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 PMIS) 사업별 작업일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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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 PMIS) 사업별 설계변경 자료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 PMIS) 사업별 안전점검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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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지급시스템(대금e바로)

○ 국토부 건설산업지식 정보 시스템(KISCON)에 연동된 시스템으로 건설업 행정
정보, 임금체불, 미지급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대금지급확인(대금e바로)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대금지급확인(대금e바로) 접속화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 국토교통부 KISCON에서는 업체·기술자의 재제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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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 예산지원을 받아 제작한 서책 등의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 납본을 해야 함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접속화면

서울도서관 납본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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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관리시스템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법률자문 사례 등 업무에 활용가능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접속화면

법률자문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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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S/W보급시스템

○ 상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한컴오피스, MS-Office, AUTO-CAD, Adobe Reader 등)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상용S/W보급 시스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상용S/W보급 시스템 초기화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메뉴

※ Auto-CAD의 경우 뷰어(Viewer)프로그램만 설치하여도 업무수행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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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용역관리시스템

○ 학술용역 자료관리를 위한 Data Base로 학술용역 자료 업무에 활용가능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학술용역 관리시스템 (조직담당관)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초기화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운용(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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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검색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진

※ 타 기관(민간기관 포함)의 학술용역 자료도 검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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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IPTV (총무과)

IPTV 초기화면

IPTV 화면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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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시스템

○ 업무부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기록관으로 이관된
록물 검색 및 문서 열람하는 것

○ 접속순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기록관리시스템 (정보공개정책과)

○ 기록관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기록물 검색하기 ⟹ 검색어를 이용한 기록물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① 기록물 검색 : 검색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검색어 입력 ② 검색 버튼 :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통합검색』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한 검색어에 해당하는 기록물 검색이 됨.

○ 메뉴경로 : 검색․활용 〉 검색 〉통합검색

① 검색조건 : 검색어, 생산일자, 생산부서 등 검색조건 1개 이상 필수 입력후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