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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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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
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
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
철도 기본계획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1.3 법령근거 

1) 「도시철도법」제5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등)

2) 「도시철도법」제6조(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도시철도법」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제출 등)

4) 「도시철도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1.4 목표년도

 1) 계획개시년도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각 10년 단위로 중기 목표년도를 설정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1년 또는 6년으로 설정한다.(예. 2011년, 2016년)

 2)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기간은 사업 완공 후 4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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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
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
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
립되어야 한다.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본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며, 본 지침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고시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6 타당성 평가의 대행

1)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공공교통
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대행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여 전문 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7 재검토기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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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검토기준

2.1 일반사항

2.1.1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 

1)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도시철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요사항의 경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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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가) 시·도지사는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정된 도시철도망 구축계
획의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단,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접한 시·
도와 연계된 도시철도망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수의 노선이 포함될 경우 시․도지사는 각 노선의 투자 우
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
른 투자우선 순위 등에 대해 사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주
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제출
가)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서는 제Ⅱ장 도시철도

망 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검토기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요약보고서 5부와 본보고서 5부를 따로 붙이고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받은 때에

는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노선, 건설비, 재원조달 방안, 건
설 기간 등을 조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고 고시한다.

2.1.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검토사항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중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2)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3)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계획

4) 도시철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평가

5)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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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작성기준

2.2.1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2.2.1.1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1) 도시교통권의 도시 및 교통현황 분석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현황조사, 그 밖에 교통관련 조사자료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2) 도시일반현황 분석에는 인구, 지역별 인구분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밀도), 건축물 
연면적 등을 포함하며, 국가교통DB에 제시되어 있는 교통지구단위별(TAZ : Traffic 
Analysis Zone)로 정리 분석한다. 다만, 토지이용 및 건축물 연면적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도시교통현황 분석에는 통행실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
통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며, 통행실태는 교통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O/D
표로 정리한다.

2.2.1.2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1) 도시교통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당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
획, 각종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교통관련 시설물 배치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2.2.1.3 도시성장지표 전망

1) 장래 도시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장
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수용한다.

2) 다만, 관련 상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치와 상
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장래 도시성장지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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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장래 교통수요 예측

1)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량은 관련 상위계획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용한다.

2) 다만, 도시성장지표가 조정되었거나 상위계획의 통행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한다.

3)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4)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2.2.3 도시철도망의 대안작성과 평가 및 건설계획

2.2.3.1 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

1) 도시철도망은 도로교통 대체기능을 확보하고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노선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교통여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다수의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최적의 도시철도망을 선정한다.

가) 도시철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상호간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별 위계 및 기능부여를 통한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시철도 상호간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역의 입지 현황과 환승 수요를 
검토한다.

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거리 단축 및 주변지역의 복합
개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구상하고, 이를 위한 환승시설의 개략적인 규모 등을 계획한다.

3) 도시철도망은 교통체계 측면, 이용자 측면, 운영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지선노선은 간선노선과의 연계환승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나) 기존 도시철도 노선 간의 직결 또는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활용 등 기존선과의  

연계에 의한 신규노선 창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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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선망은 이용자가 가급적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용 중 환승이 
최소화되도록 노선체계를 계획한다.

4) 도시철도망의 총연장과 노선 수는 인구분포, 인구밀도 및 통행특성과 대상도시의 시가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도심지 중심상업지역은 가능한 한 도보로 역사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3.2 차량시스템 선정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시스템 선정은 기존 노선망과 해당 기존 철도차량시스템과의 연계
성, 수송수요, 민원요소, 기후조건, 건설방식, 유지보수의 효율성, 부품조달과 비용절감 등
을 고려하여 적용이 가능한 다수의 시스템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차량선정은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비용(차량시스템비, 공사비, 
운영비 등) 산출 등을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차량 시스템 대안 중에서 특정 차량
시스템으로 가정하여 수행한다. 이때 특정시스템으로 가정한 전제 조건들은 상세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차량시스템은 향후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2.3.3 도시철도망 건설계획

1) 노선 및 구조물 계획
가) 노선계획은 축척 1/25,000 도면상에 개략노선을 표시한다. 단, 기술적 검토가 필

요한 주요구간의 노선은 보다 상세한 도면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나) 구간별 구조물의 적용형식을 검토할 때에는 구성된 노선망의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에 따라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며, 이때에는 
기존 지반조사 자료 중 인접한 지역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 선정된 선로구조물 형식에 따른 시공성과 시설입지 및 규모를 검토한다.
라) 도시철도의 제반 설계기준과 기존 도시철도 설치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비를 추

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구조물을 설정하고,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
침 또는 과거 건설실적자료를 이용하여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한 항목별, 공종별 
원단위를 산정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한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2) 정거장 배치계획
가) 정거장의 배치계획을 계획할 때에는 정거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도시발전

방향 및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나) 정거장의 개략적인 규모는 열차운전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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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기지 계획

가) 차량기지 계획 시에는 차량계획, 열차운전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 및 장래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검토한다.

나) 차량기지 부지 검토 시에는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을 고려하고 
용지매입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4) 건설공기는 최적개통시기 분석결과와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수립하되, 1개 노선
(25km 내외) 건설에는 최소 5∼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2.2.4 도시철도망의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종합평가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은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7 이상이거나 AHP 값이 0.5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다만,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추진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노선대안별로 평가·비교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거나 도시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등의 효율성 외에 화폐가치로 환산이 곤란한 형평성, 기
타사항 등의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노선의 효율성은 경제적 기대효과와 대중교통 이용 증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4) 노선의 형평성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
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5) 계량화가 곤란한 도시정책 목표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노선의 굴곡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선의 합리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6) 도시 여건에 따른 노선의 평가항목을 검토한 후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시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AHP 방법으로 산정하여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한다.

7)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에 포함되지 못한 노선들에 대해 도시철도망구
축 후보노선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제시할 수 있다. 

2.2.5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1) 도시철도망 구축은 다음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교통체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
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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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

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2) 도시철도망 구축은 기존 대중교통체계(도시철도, 광역철도, 지역간 철도, 버스 등)에 근거
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과 접근교통체계를 수립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이후 기존 버
스 대중교통과 중복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3) 도시철도망 구축은 기존 철도(도시철도, 광역철도, 지역간 철도)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도
시철도 네트워크 연속성을 구상해야 한다.

4)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모든 역 정차 운영계획 이외 급행열차운영계획까지 고려하여 수립
해야 한다. 

2.2.6 자금조달방안

1)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이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등 도시철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은 도시철도건설자의 자기자금, 도시철도 채권발행,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 포
함)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와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각 재원의 규모는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3) 자치단체 부담금은 해당 도시의 가용재원(일반회계 자체세입 중 경직성 경비를 감한 재원
을 말한다)과 최근 3∼5년 간 가용재원 중 도시철도부문 투입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건설 중인 사업과 운영 중인 노선에 투입할 재원은 제외한 재원으로 한다. 

가) 무분별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사
업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과 자체
수입액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투자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등 객관
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여
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안전행정부 ｢지방자
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평가결과 활용).

다)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연동
계획)에 전망된 수치를 기초로 장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 동안에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은 40년을 기준
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연차별 자체
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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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신규 도시철
도 운영적자, 기존·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
래 40년 동안에 소요되는 연차별 지방비투입액을 산정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을 고려할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내용의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
토하고,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수익금 등을 제시한다. 

5)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작성
하고, 정부의 재원분담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한다.

6) 재원조달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무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요인이 예상
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한다.

7) 평가기준의 적용
가) 최근 5년간 재정능력 평가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다음  재정자립

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균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작거
나,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
모(「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큰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40년) 연평균 “지방비투입액/자체수입” 비율 및 연평균 
“지방비투입액/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년 평균비율
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
획을 보완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Ⅲ.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검토기준

3.1 일반사항

3.1.1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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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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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당성평가 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노선과 비교하여 경제적 측면과 기
술적 측면에서 더 우수한 대안 작성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함께 검토하여 가장 우
수한 노선으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도지사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을 선정할 
때에는 사전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시스템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등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이때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
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제출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
획 수립절차 및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 5부와 본보고서 5부를 따로 붙이고 전산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
조달능력이 충분한 사업에 한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
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이 충분한 사업에 한한다. 경제적 타당성
은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 편익/비용 비(B/C Ratio)가 “1” 이상, 내부수익율(IRR)
이 5.5% 이상(사회적 할인율)인 경우 인정한다.

3)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확정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
조달방안, 건설기간 등을 조정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본계획 수립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다시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한다.

3.1.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검토사항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2) 대상노선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3)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최적 노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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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시스템

5)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6) 건설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7)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8)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9) 중·단기 자금운용계획

10)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 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

1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작성기준

3.2.1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3.2.1.1 도시·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1) 도시·교통현황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연구에서 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노선의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2) 도시일반현황 분석에는 지역별 인구분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밀도), 건축물 연면적 
등을 포함하며, 교통지구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다만, 토지이용 및 건축물 연면적은 교
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도시교통현황 분석에는 통행실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
통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며, 각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
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
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1.2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1) 도시교통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도시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각종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교통관련 시설물 배치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며, 국가교통
DB에 제시되어 있는 교통지구단위(TAZ : Traffic Analysis Zone)별로 정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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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도시성장지표 전망
1) 장래 도시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장

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수용한다.

2) 다만, 관련 상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치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장래 도시성장지표를 조정한다.

 
3.2.2 장래 교통수요 전망

1)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량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용한다. 다만, 도시성장지
표가 조정되었거나, 상위계획의 통행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하며, 이때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2)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3)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4)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5) 최종목표연도의 노선 대안별 수송수요 및 수송효율을 비교분석한다.

6) 노선 대안별 정거장별 하루 및 첨두시 수송수요를 예측한다.

3.2.3 도시철도 대안노선 작성

1)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계획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1/25,000 도면
을 이용하여 현지조건을 사전 조사하고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계획한다.

2)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비교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3) 1/25,000 지도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 지도로 재검토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측량노
선을 결정하고 노선측량을 시행한다.

4)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위치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도,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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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로평면 및 종단면도, 구조물 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반조
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반조건이 예상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반
조사를 수행하여 구조물의 표준공법을 선정한다. 필요시 수리, 수문, 지장물 등 현지조건
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공법을 선정한다.

6) 노반 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 구간별로 선로구조물의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교량, 터
널, 정거장 등 표준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한다.

7)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승강장,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 지하도, 
광장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규모와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정거장 시설은 1/1,000 평면도로 계획하여 정거장 선로평면도를 작성한다.

3.2.4 차량시스템 선정

1) 도시철도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차량시스
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선정 기준은 해당 도시의 교통특성, 노선의 지질 특성, 
기존 노선 시스템과의 연계성, 건설방식과 차량시스템의 부합성, 건설비,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 유지보수 편의성과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2) 도시철도 시스템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및 설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전통 및 
지역정서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선정된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을 기준으로 설계속
도, 설계하중, 건축한계, 차량한계, 선로곡선반경, 선로기울기 및 정거장 소요규모 등의 기
술검토를 수행한다.

3.2.5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3.2.5.1 일반사항

1) 건설계획은 본선, 정거장, 차량기지 및 설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운영계획은 
차량계획, 운전계획(차량운행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계획

(1) 선형계획 및 배선계획

(2) 정거장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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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기지계획

(4)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 분석

(5) 건설공법 및 구조물 형식 검토

(6) 설비계획

(7) 건설비용 산출

나) 운영계획

(1) 차량계획

(2) 운전계획

(3) 운영비용 산출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단계별 건설계획

(2) 건설공기 및 공정계획

(3) 연차별 투자계획

3.2.5.2 건설계획
1)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의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향

후 사업 추진 시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건
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선형계획 및 배선계획

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노선을 토대로 최적노선의 사업시행을 구체화하기 위
하여 주변여건 및 장래 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측량
성과물을 기준으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답사 결과와 지
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토공, 개착, 교량, 터널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
면도와 선로종단면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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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노선의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며, 
시공성과 시설입지 및 규모를 검토한다.

다) 개략적인 배선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확대 필요 여부와 분기기 설치 등을 검토한다.

3) 정거장 배치계획

가) 정거장의 배치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정거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도시발전
방향 및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환승형태 및 시설물 규
모는 3.2.10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나)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정거장의 입지를 분석하고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다)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배선을 계

획하여야 하며, 여객승강장, 영업시설, 지하도 및 광장 등 차량시스템에 따른 정거
장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차량기지계획

가) 차량기지 계획 시에는 차량계획, 열차운영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 및 장래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검토한다.

나) 차량기지 내의 시설에는 유지관리 설비, 차량의 검사 및 보수설비 등을 포함하며, 
검수량 및 소요선수 등을 고려한다.

다) 차량기지 부지 검토 시에는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을 고려하고 
용지매입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5)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 분석

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1/25,000 도면에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 도면에서 재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측량노선을 결정하고 노선측량을 
시행한다.

나) 현실적인 건설공법의 선정 및 사업비 산출을 위해 주요구간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에는 현황측량을 시행하여 검토를 보완한다.

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예비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넓
은 범위를 대상으로 지반조사를 시행하며, 기존자료 조사, 항공사진 판독 및 분석,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여 개략적인 지반특성을 파악한다.

라) 기존자료 조사는 대상 지역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와 지형도, 지질도, 지하 매설물
도, 기존 구조물 도면, 지하수 현황 등을 이용하여 파악한다.

마) 예비설계를 위한 최적의 지반조사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시추조사 규모는 현장 여
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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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물 계획

가) 주요구간의 건설공법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구조물의 유형 및 장단점을 분
석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건설공법을 선정한다.

나) 구조물 형식을 검토할 때에는 주요구간의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
인 형식 선정 및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한다.

다)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현지여건을 조사하여 선로 평면도, 선로 종단면도 및 구조
물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 표준을 계획한다.

라) 구조물 표준은 기존 도시철도 건설사례, 도시철도의 제반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건설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등의 표준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구조물 형식에 따른 시공성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7) 설비계획

가) 전기설비, 신호설비, 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기계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기존
선과의 연계성, 타 교통수단과의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의 방식을 검
토한다.

나) 기타 사업비 추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에 반영한다.

8) 건설비용 산출

가)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구조물 선정에 따른 공사물량과 용지면적, 지
장물 이설 등의 물량을 산출하여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또는 과
거 건설실적자료를 토대로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원단위 건설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나) 건설비용 산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한다.

3.2.5.3 운영계획

1) 차량계획

가) 차량계획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달·운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사양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
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
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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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운영계획

가) 열차운영계획은 장래 수송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열차운전시격(Headway), 열차운
행회수 등을 검토한다.

나) 운전시격은 첨두시는 최대혼잡구간의 수요를 기준으로 혼잡시 수송인원을, 준첨두
시와 비첨두시에는 정원시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운행계획을 수립하며, 최대운전시
격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1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연도별 소요차량수는 첨두시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
운전시간, 회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라) 열차운행회수는 1일 영업시간 중 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운행횟수
를 산정한다.

3) 운영비용 산출

가) 운영비는 시설이 완공되어 영업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며, 인건비, 동력
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목표년도와 수요분석의 목표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분석 목표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는 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같다는 전제 
하에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3.2.6 경제적 타당성 분석 

3.2.6.1 일반사항

  1)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사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최적투자시기를 검토하여 건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2) 평가의 기준년도는 평가의 시작년도로 하고, 분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평가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한다.

   3) 평가기간은 준공연도로부터 40년으로 하고 시설물의 수명이 목표연도보다 길 경우 잔
존가치를 마지막 연도에 계상한다. 최종목표년도까지의 수요 및 편익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측한 최종년도 이후의 수요 및 편익이 동일한 것으로 계상한다.

   4)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선별 도
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 전문기관의 최근 연구용역결과 변동된 사회적 할인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된 경우 이를 적용한다.

   5) 평가기준연도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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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
자 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6) 이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절차, 분석의 방법 및 구체적 변수 등은 투자평가지침에 따
라 적용한다.

3.2.6.2 비용 및 편익 산정

   1) 비용 및 편익 항목의 설정

가) 비용항목은 매몰비용을 제외한 계획, 건설, 운영단계에서 투입되는 공사비, 용지보
상비, 운행 및 유지관리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노반, 정거장, 
차량기지, 궤도, 전력, 통신, 신호, 건축 등의 항목과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는 
부대비로 구성된다.

나) 편익항목은 도시철도 건설 후 도시철도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편익과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차적인 
효과인 간접편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편익을 
산출한다.

   2) 비용 및 편익 산정기준
가) 선정된 비용·편익항목은 화폐단위(원화)로 계량화하여 적용한다.
나) 화폐단위는 분석기준년도의 불변가격을 적용한다.
다) 기준이 되는 원단위는 디플레이터에 의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년도 원단위로 

보정하여 적용한다.
라) 조세 등 이전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마)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개통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3.2.6.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균일한 척도로 비교가 가능한 비
용·편익분석에 의하되,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율법 등 다른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의 종류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순현
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으
로 환산하고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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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목적에 따라 대안평가가 가능하도록 비용 및 편익의 크기와 평가지표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다.

다) 평가대안이 상호비교 가능하고, 선정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가 비교 가능
하도록 정리한다.

3.2.6.4 민감도 분석

  1)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따라 추정값에 존재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수송수요, 공사비 및  
할인율 변화 등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2) 영향항목에 대해 개별 또는 상호 조합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하도록 한다.

  3) 대상항목의 변화가 기준값과 비교 가능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리한다.

3.2.6.5 최적투자시기 분석

  1)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의 변화를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분석한다.

  2) 최적투자시기 분석방법은 시차적 분석방법(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순현재가치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 또는 초년도 수익률법(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이 기준할인율를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을 적용한다.

3.2.7 재무적 타당성 분석

3.2.7.1 일반사항

   1) 도시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분석·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원조
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2) 도시철도 사업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견고한 재무계획(Financial Plan)을 
마련한다.

3)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정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최적노선으로 선정된 평가대안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자 
입장에서 현금흐름 분석, 순익 분석, 수익률 분석 등을 수행한다.

나)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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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기준

가) 기준연도 및 평가기간은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화폐단위는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을 적용한다.
다) 외환자금은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라) 차관 및 공채의 이자율은 일정한 것으로 전제한다.
마) 도시철도의 운영수입은 현재의 요금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개통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바) 기타 건설비, 운영비용 등 비용산정은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기준을 준용하되, 재무

적 비용으로 보정하여 적용한다.

3.2.7.2 연차별 투자계획

1) 단계별 건설계획

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수송수요, 건설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통시기, 건설기간 및 투자사업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별지 제7호서식).

2) 건설공기 및 공정계획

건설공정은 최적개통시기 분석과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되, 전단계 완료 후 후속공정을 시행하도록 계획한다(별지 제8호서식).

3) 연차별 투자계획

가) 투자계획은 건설공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재원확보능력을 감안하고 도시철도 건
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은 도시철도의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건설공사비, 차량구입비의 순으로 투입한다.

다) 건설공사비는 공구분할방법, 건설기간에 따라 투입비율을 결정하되, 1개 노선
(25km 내외) 건설에는 최소 5∼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라) 차량구입비는 차량 제작기간과 시험운전 등에 대비하여 준공 3년 전부터 개통년도
까지 균등하게 배분한다.

마) 개통 이후의 추가구입량은 열차운전계획에 따라 추가투입시기로부터 1년 전에 계
상하며,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제적 타당성분석 목표년도 이전에 도달하여 새로 구
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체비용에 포함시켜 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으
로부터 1년 전에 계상한다.

바)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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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
가)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은 도시철도사업의 투자활동, 영업활동 및 자금

조달활동을 통한 대차대조표 상의 현금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여 연간 자본비용의 
소요 및 자금조달 가능성, 부채상환 능력 등을 판단한다.

나) 현금흐름을 항목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단년·누적자금수지를 분석하고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이 정리한다.

2) 손익분석

가) 도시철도사업의 건설이후 수입과 비용, 연도별 예상이익 규모 및 손익상태를 분석
하여 운영주체의 재정자립가능성, 비용지출 및 운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나) 운영수입은 도시철도의 연간 승하차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차인원을 기준으
로 개괄적인 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재무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다) 손익 분기점 분석과 현금분기점 분석을 수행하며, 현금분기점 분석시에는 감가상각
비를 제외한다.

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이 정리하고 
단년 및 누적 손익을 분석한다.

3) 재무성 분석

가) 도시철도사업의 투자효율성 및 운영주체의 투입자본에 대한 회수전망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측정한다.

나) 재무성 분석을 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으로 정의하며,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모든 현금흐름은 재무성 분석을 위하여 불변가격으로 추정하
거나 환산하고, 불변가격으로 추정된 현금흐름은 실질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현금흐름 - 자본적 지출 - 추가운전자본
          여기서,  영업현금흐름 :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
                   자본적 지출 : 자산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효과가 단기 후 계속 적

으로 발생하는 지출
                   추가운전자본 : 전기 운전자본 대비 당기 운전자본의 증가분

다)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비용과 수입, 환경부담금 등 투자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의 현금흐름을 재
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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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몰 비용(sunk costs)은 투자사업의 재무성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존 설비 및 토지·건물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 등의 추가 사업기회를 감안한다.

(5) 현금흐름 추정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재무성 지표는 재무적 내부수익율(FIRR)과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를 적용한다.
마) 재무적 내부수익율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대안과 전액 건설·운영자가 부담하는 대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바) 재무적 할인율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보상률, 국내외 유
사사업의 수익률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수입보장 유무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 수익률 분석 시 재무적 회수율은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대안과 전
액 건설·운영자가 부담하는 대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 분석결과 수익률이 재무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수
익성지수와 순현재가치를 분석하여 최적대안 판단에 참고한다. 분석결과는 별표 
제12호서식과 제13호서식으로 정리한다.

4) 민감도 분석
가) 투자사업비와 재원조달내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재무성분석 결과의 변화 정도

를 분석한다.

나) 수익성 분석시에는 요금수준, 운영비용 등의 영향요인에 대해 개별 또는 상호 조합
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3.2.8 자금조달방안

1)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이 「도시철도법」과 지원기준 등 도시철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은 도시철도건설자의 자기자금, 도시철도 채권발행,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 포
함)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와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되며(별지 제14호서식), 
각 재원의 규모는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3) 자치단체 부담금은 해당 도시의 가용재원(일반회계 자체세입 중 경직성 경비를 감한 재원
을 말한다)과 최근 3∼5년 간 가용재원 중 도시철도부문 투입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건설 중인 사업과 운영 중인 노선에 투입할 재원은 제외한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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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분별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사
업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과 자체
수입액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투자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등 객관
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여
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안전행정부 ｢지방
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평가결과 활용)

다)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연동
계획)에 전망된 수치를 기초로 장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 동안에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은 40년을 기준
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년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년차별 자체
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

라) 지방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신규 도시철
도 운영적자, 기존·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
래 40년 동안에 소요되는 연차별 지방비투입액을 산정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을 고려할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내용의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
토하고,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수익금 등을 제시한다. 

5)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작성
하고, 정부의 재원분담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한다.

6) 재원조달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무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요인이 예상
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한다.

7) 도시철도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최근 5년간 재정능력 평가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다음  재정자립
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균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작거
나,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
모(「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큰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40년) 연평균 “지방비투입액/자체수입” 비율 및 연평균 
“지방비투입액/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년 평균비율
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보완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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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

1) 도시철도 건설은 도로교통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사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전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세한 건설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
는 교통대책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건설사례 및 개략 설계도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
여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의 공사중 교통대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 대책 수립 검토내용

가) 구간별 건설공법에 따른 도로교통 영향 예측
나) 공사 단계별 개략적인 도로 점용구간 및 점용 폭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문제점
라)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통행차선 확보방안, 교차로 운영방안 등)
마) 우회도로 지정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방안

3.2.10 연계 수송체계 검토

1) 도시철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상호간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나) 대중교통수단별 위계 및 기능부여를 통한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2) 도시철도 상호간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역의 입지 현황과 환승수요를 검토한다.

가) 환승시설(형태, 규모 등) 계획을 위한 수요 제시
나) 환승수요는 환승역의 직승하차, 환승수요의 방향별 첨두시 수요 등을 제시
다) 환승형태 검토
라) 환승시설 검토

(1) 환승역의 배치방식은 환승노선의 교차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획단계에서 환승을 고려
한 노선계획 수립

(2) 환승형태는 가능한 한 ＋자형, T자형, L자형의 순으로 계획하여 환승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환승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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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승통로

(2) 승강장폭

(가) 환승형태에 따라 유동적인 승강장 평면계획 수립
(나) ＋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중심에 보행이 집중하며, L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끝단

에 보행이 집중하고, T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중심과 승장장 끝단에 보행이 각
각 집중하므로 승강장 폭원 계획시 환승 보행동선을 고려한 평면계획을 수립

3)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에 대한 검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
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 법에 의한 복합 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연계수송체계의 구상
(1) 정거장별 입지 및 교통체계 검토

(2) 정거장별 연계가능 교통수단 설정

나) 연계수단별 환승시설계획
(1) 철도역, 터미널 등 대량의 환승인원이 발생하는 정거장

(가) 환승수요 검토
(나) 환승통로의 계획
(다) 보행처리방안 검토

(2) 버스와의 연계

(가) 시내·외버스 운행현황 분석
(나)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검토
(다) 셔틀버스노선 구상안 검토
(라) 노선 외곽부 정거장과 시외버스노선 연계방안
(마) 정거장 입지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위치 적정성 검토

(3) 승용차와의 연계

(가) 도심지 승용차통행 억제를 위한 시설로서 정거장입지를 고려하여 노선 외곽지
역 및 도심지 주변에 계획

(나) 환승주차수요 예측
(다) Park ＆ Ride시설 계획

(4) 자전거와의 연계

(가) 정거장 접근로상의 자전거도로 계획
(나) 자전거보관소 형태, 규모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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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확정 고시한 도시철도 기
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3. (기본계획 승인요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가 종전의 지침 시행당시 신청한 도
시철도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 승인신청서는 이 지침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
다. 또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중이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중인 도
시철도 기본계획(안)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안)은 이 지침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 요청
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지침의 폐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8호, 2013. 
4.22.)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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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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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예규 제27호, 2013.4.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67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제10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

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을 마련
하여 도시철도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노선만 인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국고를 6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자금에 의한 조달을 최대화하여 부채성 자금조달을 10퍼센트 이
내로 최소화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조정(안)을 지방자치
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에서 배제하거나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예산을 편
성(상계)하고 집행(배정)하며, 건설비용중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
액이 건설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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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도시철도 건설기준

1. 기본원칙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도시인구, 교통수요 및 재정여건 기준을 제시  
      하고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 교통권역내 도시간 연결노선의 경우 인접도시 인구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능차이를 고려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건설기준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안 수립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본 건설기준
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

 다. 도시철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
축·환승거리 단축 및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추진한다.

2. 중량전철 건설기준

 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후 10년 이내에 4만명(重量전철)～2만   
     명(中量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량(重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8량×20회×160명×혼잡도150%=38,400명
    나). 중량(中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6량×20회×128명×혼잡도150%=23,040명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

 다.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3. 경량전철 건설기준

 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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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후 10년 이내에 1만명 수준으로 예측

되는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량전철 수요산정 : 1편성 4량×20회×100명×혼잡도 150% =12,000명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

  다.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4. 도시철도의 연장기준

 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 지역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노선연장을 지양한다.

   1)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에만 인정한다.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  
      량전철로 건설한다.

5.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
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1. 기본원칙

 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또
는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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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또는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당능력은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및 건설비 중 자체 부담분의 30
퍼센트 ～ 40퍼센트 이상을 매년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국가지원이 보류된 이후에 재개되는 시기는 도시철도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건설비 부담
분을 자주재원을 통해 2년 연속 해결한 해의 다음 연도로 한다.

2. 국고지원 기준

 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1) 중량전철 :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
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공채 등으로 조달)

   2) 경량전철 :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
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시행일까지 부산광역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공채 등으로 조달)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
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개 광역시의 도시철도 부채 원금상
환을 위해 1991년 ～ 2004년의 기간중 건설사업비의 60퍼센트와 종전 기준에 의해 이미 지급하
였거나 또는 지원계획 중인 국고지원액의 차액(이하 “원금상환지원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2). 다만, 부산광역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건설사업비(한국토지공사 부담으
로 시행하는 구간의 사업비는 제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3). 매년도 각 광역시별 원금상환지원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각 광역시별 원
금상환지원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가지원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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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역시별 지원비율은 2004년말 부채잔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1로 보았을 때 국가에서 지원할 금액의 비율로 함.(다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4개 광역시
에 대한 지원비율을 70%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종전지원비율을 적용한다.

   4). 2005.1.1이후 집행되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건설비의 10퍼센트에 대한 이자(예산편성연도 전년도말 3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적용)
는 해당 노선 개통시부터 10년간 지원한다.

   5).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2005년 이후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부융자금 원금(1,942억원)을 지
원한다.
    

부칙  <제27호, 2013.4.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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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사업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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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
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부담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
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④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제1항 및 제
2항 본문에 의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
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
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
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3.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
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
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
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
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
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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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

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②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도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다만, 제3항 제4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

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

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ㆍ

보수사업
④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

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
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 사업의 재원이 2개 이상의 회계․기금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는 <별표 2 붙임 1>에 따른다. 
⑥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은 원칙

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관리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이하 같
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
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
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표기된 바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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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별표 3>의 ‘부문별 표준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
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내역 등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
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
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
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
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
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1절 사업구상 단계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
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
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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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3.11.1>
제11조 삭제 <2013.11.1>
제12조 삭제 <2013.11.1.>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제1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
를 포함한다)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
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업
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
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
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
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
가시에도 <별표 3>에 의한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 사업은 제9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갈음한다. 다만, 예비타
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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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
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제16조(용역기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
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
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수공
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
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
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
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
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
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한국감정원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게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표본기준가
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제2항에 따라 표준기준가격조사를 의뢰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
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수 및 면적 비율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에는 총사업비 중 표본기준가격 조사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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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표준기준가격조사에는 해당 표본지의 기준가격 조사액,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표본기준가격조사를 보
상평가시 참고하도록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상평가서의 보상평가액이 표본기준가
격조사액(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지가상승률을 제
외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보상평가
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제19조(실시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
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
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
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
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
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
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
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
업 등)에 대해서는 그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경우 빠
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
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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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2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조정한 총사업비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6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25조(조달 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
에는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공사를 입찰‧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
조제2항에 따라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
정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발주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의뢰받은 총사업비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출연․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발주부서는 사업부서가 발
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
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
액 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
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3.11.1.>
⑤삭제 <2013.11.1>

제7절 시공 단계

제2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
유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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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
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
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
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100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실
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나 중앙관서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
하거나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
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
는 경우 제10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30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중앙관서의 장은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
10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절 일괄입찰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31조(기본계획의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재
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44 -

제32조(기본․실시설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
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
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3조(공사 발주 이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
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하여야 한다.

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
우를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제9절 정보화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33조의2(총사업비 협의) ① 정보화 사업 또는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용역 결과보고서(시설장비구축계획서를 포함한
다) 및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
여야 한다.

1. 기본계획(정보화 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 기본설계･실시설계(정보화 사업의 경우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또는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규모, 총사업

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역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요예측 재조사

제1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제34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목적) 수요예측 재조사(이하 ‘’수요예측 재조사‘’라 한다)는 사업
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사업추
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5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
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수행주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당해 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한다.

제37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수요예측 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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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3.11.1>
2. 삭제 <2013.11.1>
3. 삭제 <2013.11.1>
4. 삭제 <2013.1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설계 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 ①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초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4호의 경우도 같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1. 당해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
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도로사업,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 계획이 취
소․변경되는 경우

4.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

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

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 단계(이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
진되는 사업의 경우

7. 삭제 <2013.11.1.>
② 관리대상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되고 

당해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예측시 전제된 인구․자동차 보유대수․교통량․항만 물동량 등 사
회․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
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절차

제39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소
관사업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사업내용, 사업규모, 수요예측 재조사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
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
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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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예
측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 재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문
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수요예측 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탁받은 기
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공동
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수요예측 재조사의 용역수행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관
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요예측 재조사의 용역 수행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제40조와 통합, 2013.11.1.>
제42조(수요예측 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동 조사의 완료를 보고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의 시
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
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 ‘제5장 타당성 재조사’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당해 사실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삭제 <2013.11.1.>
제43조(준용)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의 소관사업에 대해 제35조 단서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타당성 재조사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44조(타당성 재조사의 목적)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
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타당성 재조사의 일반지침)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며, 건축사업․도로사업․철도사업․수자
원사업 등 부문별로 따라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7>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
지침’에 의한다. 

1. 삭제 <2014.4.1.> 2. 삭제 <2014.4.1.>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일반지침

제46조(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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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주체) 타당성 재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한다.
제48조(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

계, 기본․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삭제 <2013.11.1.> 2. 삭제 <2013.11.1.> 3. 삭제 <2013.11.1>
4. 삭제 <2013.1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설계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
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
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예
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준
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
억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
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
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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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설계 결과
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
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

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③ 삭제 <2013.11.1.>
1. 삭제 <2013.11.1.> 2. 삭제 <2013.11.1.>
제49조의 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

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
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
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 타당성 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
성 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
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최종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서, 기
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
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타당성 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그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는 <별표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
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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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타당성 재조사의 조사 내용) ①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
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계별
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② 타당성 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통신․기계․방재․교통신호․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토
지․건물․지장물보상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문화재조사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
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당해 사업
의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 등에서 누락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택되지 아니한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 그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단계에서의 조사내
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마. 삭제 <2014.4.1.>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라. 유사 및 관련 사례 분석
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④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2. 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의 충족 여
부, 과다 설계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3. 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등
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대안을 검토

⑤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 

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2.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단계의 수요추정 결

과와 비교하여 제시
3. 총사업비 추정
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 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 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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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적용
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음
마.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⑥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의 ‘정책적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2014.4.1.>
⑧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예비타당
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한다.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

비 조정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

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

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제52조 삭제 <2014.4.1>
제53조(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에는 이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109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총사업비 조정의 기본원칙

제54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
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
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이
를 준용한다.

제55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 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
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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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
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
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④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사업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6조(공종별 조정)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총사업
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하
여야 한다.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
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술자
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
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
는 경우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3항 본문에 따라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
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도 
요청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
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연구장비 부
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특
수설비･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통보결과를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5항에서 적시한 기간내에 그 결과
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이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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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이나 전문가는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비가 15억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을 포함한다)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장에게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대행하게 한 경
우 또는 제97조에 따른 자율조정 시행사유에 포함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의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5일 이
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 법령 등의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 있는 법령․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0조(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
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중앙관서의 장이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공사비의 조정기준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
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
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
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
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
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
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③ 공사비(구축비)는 당해 건설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
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장비비․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제2조제6항제2호의 장비
구입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2조(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에
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
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2.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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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 삭제 <2013.11.1.>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단

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 삭제 <2013.11.1>
제63조(계약 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
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
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삭제 <2013.11.1.> 2. 삭제 <2013.11.1.>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
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
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
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
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
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
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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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⑧ 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가 이
루어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선투자액 및 인센티브액을 예
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액 = ∑[(I×P)/365일×r]
․ 선투자액(I) : 계속비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업체가 시공한 물량의 가치
․ 선투자 기간(P) : 선투자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

의 일수
․ 인센티브율(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과 전담 금융기관 간 협약된 금리에 당해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6% 중 작은 값
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

출해야 한다.
⑩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

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제2관 보상비의 조정기준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
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
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제65조의 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
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
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66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
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
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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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
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
상비를 정산한다.

제67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
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방조제 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
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제3관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제68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3.11.1>
제69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정보화사업은 업무재설계에 소요되는 비
용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설계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

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
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

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

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⑤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
를 조정한다.

(예시) 당초 공사비: 1,500억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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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 공사비 : 2,500억원(물량변동 500억원, 물가변동 500억원)
추가 감리비 : 14.9억원=500억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원에 해당하
는 전면책임감리 요율)
조정후 감리비 : 62.8억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감리비(14.9)

⑥ 공사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
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화사업의 부대비는 조달
수수료 등 법정경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

액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4항, ｢농어촌

정비법｣ 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등은 예산편
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3절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도로 부문

제73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포장 등 건설 중
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에 이관 예정인 도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국도사업 중 시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의 동 구간
에 대한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또
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당해 국도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최단 접속지점까지의 동 구
간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
하지 아니한다.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에 변



- 57 -

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우량농지 우회, 지형․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2. 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
성조사 당시 반영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
승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지수 또
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가. 삭제 <2013.11.1>
나. 삭제 <2013.11.1>
3. 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
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
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가. 삭제 <2013.11.1>
나. 삭제 <2013.11.1>
제75조(IC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76조(IC 접속도로의 확장) ①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이 직접적
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그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IC와 직접 접속되는 국도 또는 지방
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 도로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문화
유적지 등으로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토공구간의 교량화) ① 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교차로의 입체화) ① 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설계변
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79조(기타 민원사항 반영)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원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1.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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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지역
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3. 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2관 철도 부문

제80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
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중인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별도의 사업
으로 추진한다.

③ 운영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
담한다.

제81조(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기본․실시설계 금액은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력, 통
신, 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KDI)의 표준사업비 또는 유사사업과 공
사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조정한다.

제82조(철도역의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에 해당하
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
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지자체 또는 개발
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예시)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억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R/C
≥1'에 해당하는 금액)가 600억원인 경우

․ 600억원은 국가 300억원(5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원(50%)씩 분담하고, 
․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
2.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B/C≥

1),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간
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철도 시
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비율을 설
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59 -

1.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가. 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나. 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다. 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2. 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가. 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 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다. 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제84조(차량기지의 신설) 차량기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 수와 인근 기지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되, 미설계된 신설 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과 대
지면적 등을 타 기지와 비교하여 추정한다.

제85조(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교
량화 등) 등은 관련 도로부문의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3관 수자원 부문

제86조(송수관로의 설치) ①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
합배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의 송수관로에 용수구만 설치한다.

③ 공업용수도의 송수관로는 당해 공단 사업지구 경계지점까지 설치하며, 당해 사업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그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제87조(하천의 기본․실시설계) ① 기본․실시설계 후 총사업비는 이전단계의 당초 계획과의 
사업물량, 유사 사업과의 공사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도로부문 등 타
부문의 세부 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생태하천 조성은 토취장 변경, 체육시설․관찰시설, 산책로, 습지복원 등의 구조․위치․수량 
변경 등 발생시 도입가능 시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설계기준’ 및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등에 따른 설계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제88조(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 ① 착공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다른 하천정비사업의 계획변경, 공사 중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
획변경이나 사업물량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하도준설 공사에서 준설토 수량의 증감, 오염토 수량의 증감, 준설토 처리방법의 변경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설 목적 달성, 계획홍수위, 수량확보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태하천조성사업, 강변저류지 등의 사업에 지자체에서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9조(댐 수몰지 자생수목의 이식)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댐  사업지구내의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이식, 서식지 확보 등에 필수적인 경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조경 
목적의 과도한 사업물량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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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관리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한다.

제4관 건축 부문

제91조(건축규모 등) ① 청사 등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건축규모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유사시설의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에 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
준으로 결정한다.

③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해당 지역의 국유지 및 기존 청사 현
황을 첨부하여 예산안 또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업규모(부지 포함)의 변
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2조(건축단가) 건축단가는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가
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물가변동분․표준건축비․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해
당지역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도심지역에 건축하는 청사의 부설주차장 면적은 당해 청사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 비상근무자를 위한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여부는 기 확보된 부지면적, 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3조의 2(기타 장식․조경공사 등)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

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 3(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간 동
안(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착공 이전단계에서 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 등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얻는데 해당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건없이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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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정보화 및 연구기반구축 R&D 부문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기본구상을 거친 기본계
획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에서 시스템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 추가구축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비용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연구기반구
축 R&D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한다. 

③ 기존 정보시스템(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보수 등 당해 정보화 사업(또는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유지보수비는 구축 완료 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라이센스 비용･유지보수비 등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공공요금, 여
비 등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은 제외한다.

②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한다.

③ 유지보수비 등은 정보화전략계획(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
영한 정보화전략계획를 의미한다) 수립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
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시스템 통폐합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설계가 완료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당초의 기본계획(정보화전략계획)과 비교하여 기능점수, 정보시스템의 

용량, 정보기술아키텍쳐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2.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환율변동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당초

의 기본계획(정보화전략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3. 적용단가의 적정성 : 기능점수 당 사업단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 등이 유사사

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주 1) (기능점수) 소프트웨어의 기능규모를 표현하는 단위
(주 2) (정보기술아키텍쳐)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

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제95조의2(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중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사업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특수설비･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도입타당성 : 사업과의 부합성,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기 구축 설비 및 장비와의 중복
성, 비용의 적정성 등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

2. 건축적합성 : 공간 규모의 적합성, 공간 규격의 적합성, 건축공사비 책정의 적합성 등 건
축물과 특수설비･연구장비의 상호 적합성 여부

제6관 기타 부문

제96조(조정기준의 준용) 항만사업, 공항사업, 농업개발사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총사업비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철도사업․건축사업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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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

제1절 중앙관서 자율조정의 개요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총
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9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

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
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제2절 중앙관서의 자율조정 항목 등

제100조(자율조정 항목)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

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정 세

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6.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7.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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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
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

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

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

액이 필요한 경우
4.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

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
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중
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
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13.11.1>
2. 삭제 <2013.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
액하여야 한다.

제103조(자율조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
에서 제10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
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
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

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⑤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정하고
자 하는 항목이 제10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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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반드시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자율조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4호에 대해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사
업계획 승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둘 중 지정하는 자)에 그 범위를 정
하여 자율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또는 사업계획 승인기관)은 자
율조정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
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
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4>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자율조정일(자율조정 한도액 외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의 집행일(자율조정 한도액 내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이 속하는 월의 
분기 익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의 낙찰차액 감액을 위한 
자율조정의 경우도 같다)

제10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중앙관서의 장의 자율조정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
정 한도액을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
다.

제106조(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관
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107조(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①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
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하여
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
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 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

영(국회 확정 기준)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
우. 다만,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13조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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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사 또는 제14조의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2조제2항 본문의 지자체 등 국가외의 
자인 경우 그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
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한 경우 등록 가능 

2.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내역편성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전년도 
말까지 추정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성내역, 추정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 경우

3.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
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5.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확정 시
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국회 확정 기
준)된 시점의 총사업비(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를 포함)

2.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시점의 총
사업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해 사
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제외하여 그 이후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시조정 원칙) ①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
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또는 총
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사업추진 일
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의 조정
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
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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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

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
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2. 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대제목 13point, 중소제목 12point, 내용 12point, 표 

11point(필요시 크기 조정)
3. 총사업비 협의 양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4.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요구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110조(사업완료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
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
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조정 또는 유
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불이익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의 기본
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출자․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제1호
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 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출연․
출자․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도 제재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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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
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
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
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
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

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변경을 한 자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2018.7.12 시행)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사업

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2-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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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
조정 
한도액
외(A)

① 공사비

01 물가변동
02 관급자재비 변경
03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06 전액위탁사업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② 보상비
01 감정평가
02 보상면적 증감
03 부대경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③ 시설부대경비

01 설계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자율
조정 
한도액
내(B)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 발굴비
02 폐기물 처리비
03 환경 생태영향평가
04 안전점검
05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임목 지정 건설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01 안전시설 보강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공통
01 사면보강 등
02 암판정 결과
03 연약지반 처리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05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07 공공지장물 이설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소음․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01 도 로
02 항 만
03 철 도
04 농업개발
05 수자원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준설방법의 변경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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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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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4. 4.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044-201-3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
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
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제3조(적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
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총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제2장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제4조(요청시기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내역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또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②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가 총사
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
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내역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총사업
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재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착공이후 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은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되어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변경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변경요청이 적기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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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은 사업을 일시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⑥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

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
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완료 후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
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입찰방식 또는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에 대
하여 해당 실·국(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⑨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정책관)과 정책기획관에게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합동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3., 개정 2008. 3. 25., 개정 2011. 7. 1. >

제5조(예산절감 강구)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예산절감이 가능
한 신고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토 또는 순성토
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토석현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
우에도 입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절차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접수한 정책기획관과 해
당 실·국(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자율조정사항일 경우에 정책기획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해당 실·
국(정책관)에 송부하고, 해당 실·국(정책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사항일 경우에 해당 실·국(정책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
토의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고, 정책기획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
준)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0.>

  ②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2. 8. 20.>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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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당국에 제출되기 전까지 총사업
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 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자율조정 항목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사항
을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청사항이 조정완료 이전에 동시에 요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선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자율조정 내역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30., 2008. 3. 25., 2012. 8. 20.>

  ⑦ 정책기획관은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각각 적용기준이 상이하
거나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된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 등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제7조(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①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규모 및 사업기간 설명자료
  2. 총사업비 산출근거(모든 공종별·내역별 내용 포함) 설명자료
  3. 교통수요예측 설명자료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개정 2006. 5. 30.>
  2.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
  3. 공사비 산출 내역 전산 파일<신설 2012. 8. 20.>
  4.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5.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③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2. 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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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8. 3. 25., 2012. 8. 20.>
  5. 공사비 산출내역 전산파일<신설 2012. 8. 20.>
  6.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 8. 20.>
  7.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④ 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율조정항목 및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 심사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전산화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개정 2006. 5. 30., 2006. 11. 3.>

  1. 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검토자료(실정보고 승인 등 이에 준하는 공문서 사본 포함) 
  2. 총사업비 변경 내역서 등 사업비 변경 증빙자료(중기 기초단가 등 단가적용 기준 및 입찰시 배부된 

단가설명서 등)<개정 2006. 11. 3.>
  3.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검토서
  5. 내역별·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혁 총괄 집계표<개정 2012. 8. 20.>
  6.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신설 2006. 5. 30.>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⑤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한도액 조정 요구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2. 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등 관련 서류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 검토 공문 사본
  2. 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 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3.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8조(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
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물가변동분 검토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또
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②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등의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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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
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우량농지·지형·지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등으로 총사업비
가 20/10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3. 25.>

제9조(착공 이후의 조정)  ①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조정 시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2012. 8. 20.>

  1.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실시설계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
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조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설계
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
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
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진된 사항은 조
정하지 아니한다.

  6. 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7. 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8. 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상 변경 입증자
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9. 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지 여건변경 여
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0.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



- 75 -

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1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가에 대한 조달
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
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가인상 예상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12.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금 사본 등 실비
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제8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하며, 설
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다.<개정 2012. 8. 20.>

  14. 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15.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비교 후 조정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

  16. 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17. 감리비는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상 조정되는 경
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하고,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연장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 금액의 일부(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20.>

  18. 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산
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
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9. 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②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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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은 자율조정한도액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2008. 3. 25.>

  ③ 중앙관서 자율조정 및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정책관) 책임 하에 최종 조정하
며, 조정 검토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
사업비 조정 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 사업비 조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
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2.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3. 총사업비조정요구서
  4.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조정내역 총괄표 포함)<개정 2008. 3. 25.>
  5. 기타 총사업비 변경 증빙자료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 8. 20.>
  ④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검토 완료일로부

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 한다.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는 완공소요를 정

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⑥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사전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
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기획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과 10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의 사업비 조정은 제3항을 준용하며, 실·국(정책관)은 조정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1. >

제9조의2(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①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사업을 시행
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투자심
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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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한 후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제10조(도로부문)  ① IC를 추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IC 간격, IC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IC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IC 접속 국도 및 지방도 확장소요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검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③ 교차로 입체화 또는 교차로 형식변경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예측한 목표연도 서비스 수준이 E
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D수준 이상인 경우는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30.>

제11조(철도부문)  ① 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
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도 역신설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 5. 30.>

  ② 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30.>

  ③ 교통광장 설치, 주차장 신설·확장, 포장재 변경 등 당해 철도건설과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30.>

제12조(수자원부문)  ① 주철관 등 관급자재의 경우는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
여 조정한다.<개정 2006. 5. 30.>

  ②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등의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6. 5. 30.>

제13조(건축부문)  ① 건축단가 조정시는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가를 감안하
여 조정한다.<개정 2006. 5. 30.>

  ② 시설의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 외관 치장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③ 조경공사비는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개정 2006. 5. 30.>
  ④ 자산취득비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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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2006. 5. 30.>

제14조(공항 등 기타부문)  ① 항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방침결정 또는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항공
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항 등 타 부문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로·철도·건축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
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제15조(부실 측정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에 대해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등으로 관련자 제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의4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호, 2014. 4.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79 -

5. 도시철도 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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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개정 2010. 8.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8. 9.]

제2조(적용범위) 도시철도의 운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도시교통권역
별로 서로 다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운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차ㆍ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환(入換)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선로"란 궤도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

(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으로 구분된다.
  3. "열차"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이란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의 전동차ㆍ궤도시험차ㆍ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5. "운전보안장치"란 열차 및 차량(이하 "열차등"이라 한다)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로서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경보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
어장치, 열차자동운전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등을 말한다.

  6. "폐색(閉塞)"이란 선로의 일정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8. "운전사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이 파손

된 것을 말한다.
  9. "운전장애"란 열차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그 열차등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 중 운전사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면전차"란 도로면의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한다.
  11.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조종에 따

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12. "시계운전(視界運轉)"이란 사람의 육안에 의존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직원 교육)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
하여 적성검사와 정해진 교육을 하여 도시철도 운전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것을 확인한 후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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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나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국내연수 또는 국외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ᆞ보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도시철도운영자는 차량, 선로, 전력설비, 운전보안
장치, 그 밖에 열차운전을 위한 시설에 재해ㆍ고장ㆍ운전사고 또는 운전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구 및 자재를 항상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6. 6. 21.>

제8조(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운전과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기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영자는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
설ㆍ이설(移設)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설치상태 또는 운전체계의 점검과 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60일 이상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ㆍ이설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거쳐 시험운전 기간을 줄
일 수 있다.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절 선로 

제10조(선로의 보전) ①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
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하여야 한다.

제11조(선로의 점검ᆞ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 선로를 신설ㆍ개조 또는 이설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전력설비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전력설비는 열차등이 지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
전하여야 한다.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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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전력설비의 각 부분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전력설비를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통신설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통신설비는 항상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절 운전보안장치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운전보안장치는 완전한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① 운전보안장치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
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운전보안장치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건축한계 안에는 열차등 
외의 다른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열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선로ㆍ전력설비ㆍ통신설비 또는 운전보안장치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자의 성명ㆍ검사상태 및 검사일시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열차등의 보전 

제23조(열차등의 보전) 열차등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① 제작ㆍ개조ㆍ수선 또는 분해검사를 한 차량과 일시적으
로 사용을 중지한 차량은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
도의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
사와 분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차량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
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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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열차로 편성한 차량의 각 부분은 검사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04. 12. 4.>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 

         제1절 열차의 편성 

제28조(열차의 편성) 열차는 차량의 특성 및 선로 구간의 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열차의 비상제동거리는 60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열차에 편성되는 각 차량에는 제동력이 균일하게 작용하고 분리 시에 
자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9.]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열차를 편성하거나 편성을 변경할 때에는 운전하기 전에 제동장
치의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제2절 열차의 운전 

제32조(열차등의 운전) ① 열차등의 운전은 열차등의 종류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2에 따른 무인운전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은 열차에 함께 편성되기 전에는 정거장 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을 결합
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2. 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mode)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 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5. 승차ㆍ하차 시 승객의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6. 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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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열차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가. 열차에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 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
    다. 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열차는 맨 앞의 차량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운전, 퇴행운전 
또는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열차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열차시간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운전 정리)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전사고, 운전장애 등으로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
에는 열차의 종류, 도착지, 접속 등을 고려하여 열차가 정상운전이 되도록 운전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운전 진로) ①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
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
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여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 구원열차(救援列車)나 공사열차(工事列車)를 운전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폐색구간) ①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폐색구간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장난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선로 불통으로 폐색구간에서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다른 열차의 차선 바꾸기 지시에 따라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 하나의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① 열차는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나 열차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공사열차나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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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구내운전을 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차량의 시험을 위하여 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노면전차를 퇴행운전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둘 이상의 열차는 동시에 출발시키거나 도착시켜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완전하게 갖
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ᆞ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선로의 차단) 도시철도운영자는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선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관제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선로를 차단할 수 있다.

제42조(열차등의 정지) ①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43조(열차등의 서행) 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제44조(열차등의 진행)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로 그 표시지점
을 지나 다음 신호기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시계운전을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가시거리 범위에서 신호 등 주변상황에 따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정 속
도로 운전할 것

  2. 앞서가는 열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것
  3.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열차를 따라서 동시에 통과하지 않을 것

         제3절 차량의 결합ᆞ해체등 

제45조(차량의 결합ᆞ해체 등)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
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
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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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개정 2010. 8. 9.>

제47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
와 연동쇄정(聯動鎖錠)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

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 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

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속도제한)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를 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이나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3.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 쇄정(鎖錠)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5. 대용폐색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
  6. 자동폐색신호의 정지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7. 차내신호의 "0" 신호가 있은 후 진행하는 경우
  8. 감속ㆍ주의ㆍ경계 등의 신호가 있는 지점을 지나서 진행하는 경우
  9. 그 밖에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속도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6절 차량의 유치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①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저절로 구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동력을 가진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력을 가진 동안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5장 폐색방식 

         제1절 통칙 <개정 201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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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 ①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의 폐색방식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폐색방
식(이하 "상용폐색방식"이라 한다)과 폐색장치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용폐색방식에 따
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폐색방식(이하 "대용폐색방식"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색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전령법(傳令法)에 따르거나 무폐색운전을 한다.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52조(상용폐색방식) 상용폐색방식은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른다.

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등이 있을 때: 정지신호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

점에 있는 다른 열차등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 정지신호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 정지신호

제54조(차내신호폐색식) 차내신호폐색식에 따르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의 운전
상태를 그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의 운전실에서 알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령식 또는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도통신식

제56조(지령식 및 통신식) ① 폐색장치 및 차내신호장치의 고장으로 열차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제사가 폐색구간에 열차의 진입을 지시하는 지령식에 따른다.

  ② 상용폐색방식 또는 지령식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역장 
또는 소장이 상대 역장 또는 소장 및 관제사와 협의하여 폐색구간에 열차의 진입을 지시하는 
통신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령식 또는 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관제사 및 폐색구간 양쪽
의 역장 또는 소장은 전용전화기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전화기
를 설치할 수 없거나 전용전화기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제57조(지도통신식) ① 지도통신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발급받은 열차만 
해당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지도표와 지도권은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역장 또는 소장이 상대 역장 또는 소
장 및 관제사와 협의하여 발행한다.

  ③ 역장이나 소장은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려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
표를 발급하고, 연속하여 둘 이상의 열차를 같은 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해서는 지도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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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도표와 지도권에는 폐색구간 양쪽의 역 이름 또는 소(所) 이름, 관제사, 명령번호, 열차
번호 및 발행일과 시각을 적어야 한다.

  ⑤ 열차의 기관사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폐색구간을 통과한 후 도
착지의 역장 또는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절 전령법 

제58조(전령법의 시행) ① 열차등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하여 전령법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은 그 위치를 이동
할 수 없다.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

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신호 <개정 2010. 8. 9.>

         제1절 통칙 <개정 2010. 8. 9.>

제60조(신호의 종류) 도시철도의 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
  2. 전호(傳號): 형태ㆍ색ㆍ음 등으로 직원 상호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
  3. 표지: 형태ㆍ색 등으로 물체의 위치ㆍ방향ㆍ조건을 표시하는 것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① 주간과 야간의 신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
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방식에 따른다.

  ② 차내신호방식 및 지하구간에서의 신호방식은 야간방식에 따른다.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①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등에 가장 많은 제
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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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설신호기 

제64조(상설신호기) 상설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 또는 등열에 의하여 열차등의 운전조
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차내신호기: 열차등의 가장 앞쪽의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나. 장내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다. 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

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마. 입환신호기: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

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나.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

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

를 표시하는 것

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상설신호기는 계기ㆍ색등 또는 등열(燈列)로써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신호하여야 한다.

  1. 주신호기

    가. 차내신호기

    

    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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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환신호기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나. 중계신호기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나. 진로개통표시기

    

         제3절 임시신호기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
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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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

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
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수신호 

제70조(수신호방식)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호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1. 정지신호
    가. 주간: 적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들거나 또는 녹색기 외의 물체를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등 외의 등을 급격히 흔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진행신호
    가. 주간: 녹색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
  3. 서행신호
    가. 주간: 적색기와 녹색기를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 팔을 

머리 위로 높이 교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명멸(明滅)하는 녹색등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선로의 지장으로 인하여 열차등을 정지시키거나 서행시킬 
경우, 임시신호기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지장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앞 지점에서 정지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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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전호 <개정 2010. 8. 9.>

제72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안전설비
를 갖추고 차장을 승무(乘務)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

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퇴거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

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제6절 표지 <개정 2010. 8. 9.>

제75조(표지의 설치)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운전관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절 노면전차 신호 <신설 2010. 8. 9.>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부칙  <제483호, 2018. 1.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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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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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 5. 1 국토해양부훈령 제812호
재 제정 2019. 2. 18 국토교통부훈령 제11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
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

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分
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
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고
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
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4.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도시철도 중 경전철 시
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성과평가위원회"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
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시비투입액"이란 건설비(주무관청 투입분), 운영적자, 채무상환 등을 모두 합한 지자체
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투자비를 말한다.

7. "자체수입액"이란 일반회계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8. "투자가용재원"이란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재원조달계획 수립시 

일반회계상 투자가용재원과 도시철도특별회계(존재하는 경우)의 투자가용재원의 합계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도
시철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등(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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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는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민
간투자사업기본계획, 「도시철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기준은 도시철도의 건
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예규 제27호, 2013.4.22.)을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차량시스템 및 신교통수단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통해 각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한다.
④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
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의 재정여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주무관청의 자기자금 또는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2. 주무관청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재정능력 평가와 재원조달계획
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재정능력 평가는 다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재원조달계획은 20년의 기간으로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 여건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시비투입액 5년 평균비율과 과거 5
년간 실집행한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와 비교한다. 시비투입액 비율이란 자체수
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을 각각 말한다.

5. 도시철도기본계획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이 과거 5년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의 120%이
하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5년간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경우
에는 유사 규모 도시의 과거 5년 시비투입액 평균비율을 준용한다. 이 때 유사 규모 도시 
구분기준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보고서 상의 자치단체유형구분기준을 준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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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전철의 건설 및 운영은 해당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인 경우 

⑦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관계 법령 및 지침)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8.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9.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0.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11. 도시철도 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
  1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
②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기획재정부)
  3.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4.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교통부)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교통부)
  6.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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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

제6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건설보조금에서 경전철 분
담금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40의 비율로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40:60으로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인근지역 개발부담금(경전철 분담금)으로 총사업
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전철 분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경전철 분담금만큼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허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건설비 차입조달은 총사
업비에서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⑤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총사업비 중 보상비, 최소운영수입보장, 해
지시 지급금 등은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 )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⑥ 주무관청이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 추진현황, 재원별 조달현황 등의 자료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및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법 제56조·제57조, 「농지법」,「산지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법인세법」등
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주무관청의 업무 및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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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이해관계
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사업자 선정,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
하여 교통, 기획, 재무, 기술 등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운영의 전문성이 입증된 국내외 
전문기관의 자문서비스 및 협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 주무관청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전철 또는 민간투자사업 관
련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회생 또는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
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와 주무관청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담당공무원, 시행자, 관련 전문가 및 시설 사용자 등으로 구성하는 성과평가위원
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변경협약 등을 통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운영비용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 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적용하지 않
는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시행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수요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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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요위험의 분담결과가 자금재조달의 효과 등을 
고려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완화 효과와 비교하여 정부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 고려사항

제11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건설·운영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주무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철도망구축계
획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 제11조제
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투자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민간투자기본계획 제69조제2항의 각 호
   2.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준수여부, 외국기술의 국내이전 및 국산화 비율 등에 따른 우대사항 등

③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
부에 보고하여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 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운영단계에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제안 경쟁
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 투자자,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전문운영사 등의 출자
에 대한 평가 우대

2.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 출자자 
수, 건설단계에서의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평가 우대

3.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채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활용 등에 대한 평가 우대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② 주무관청은 경전철시스템 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평가할 수 있고, "도시철도 차
량 표준규격" 준수여부, 국산화 계획의 내용, 외국 핵심기술의 국내이전이나 국산화율을 제고
하는 계획과 확실성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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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협상 및 협약체결) 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
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
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해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경전철 건설·운영 및 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⑦ 주무관청이 시장·군수일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 상급 지
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 시 협상단에 상
급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⑧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그 변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부칙  <제1162호, 2019.2.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단, 본 지침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
철도법」 개정 이전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812호)」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
호)에 따라 이 지침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
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가 이행된 사업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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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철도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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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6146호, 2018. 12. 31, 타법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호, 2014. 11.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

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

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

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

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ᆞ고시

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ᆞ운영하는 철도ᆞ모노레일ᆞ노면전차

(路面電車)ᆞ선형유도전동기 (線形誘導

電動機)ᆞ자기부상열차 (磁氣浮上列車 )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

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

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

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ᆞ

업무시설ᆞ근린생활시설ᆞ숙박시설ᆞ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ᆞ정

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

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

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ᆞ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

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

대사업을 말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ᆞ조립ᆞ운

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

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

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ᆞ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

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ᆞ유

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

설의 설치ᆞ운영사업

  ②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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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

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

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삭제 <2014. 5. 21.>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

철도시설ᆞ도시철도차량ᆞ도시철도부

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

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ᆞ장비와 도시철도

용품의 제작ᆞ판매ᆞ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ᆞ보수 등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ᆞ부지를 

활용한 개발ᆞ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

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ᆞ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

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

(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

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

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

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

작ᆞ표시ᆞ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⑥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

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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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

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

의 운전ᆞ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

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

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

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

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

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

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

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

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

하는 도시철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

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

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

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ᆞ운영

하려면 관계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ᆞ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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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ᆞ교통

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망의 중기ᆞ장기 건설계획

  3.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4.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5.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 구

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

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④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망계

획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

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

시를 생략한다.

  ⑥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

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

항 변경)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

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

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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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

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

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

립 등) ①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

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ᆞ도지

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

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ᆞ교통

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ᆞ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路線名), 노선 연장, 기점

(起點)ᆞ종점(終點), 정거장 위치, 차

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路線網)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

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

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ᆞ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

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

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

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

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

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

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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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

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재

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

안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

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기본계

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

설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

을 공고(公告)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

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

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반영하

지 아니한 의견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

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

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6. 1. 22.>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

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

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

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

획에 관한 서류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

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 결과에 관한 서류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

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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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때 제4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사업계획 승인 내용 중 도시ᆞ군관

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

획 중 사업기간 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법 제9조ᆞ제10조ᆞ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

용, 토지ᆞ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

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

전 등에 따른 매수ᆞ보상계획 및 이

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ᆞ지번(地番)ᆞ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

(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

의 것만 해당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과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

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ᆞ

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ᆞ주소(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의 명칭ᆞ주소와 대표자

의 성명ᆞ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ᆞ종점, 정거장 위

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

류는 제7조제3호나목ᆞ제11호 및 제

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

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

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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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자등의 주소ᆞ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

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ᆞ승인ᆞ허가ᆞ인가ᆞ동의

ᆞ해제ᆞ결정ᆞ신고ᆞ지정ᆞ면허ᆞ심의 

등(이하 "인가ᆞ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

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

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

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

른 점용ᆞ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

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

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9조(일괄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법 제8조제4

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

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

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

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ᆞ허

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ᆞ허가등"

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ᆞ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

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ᆞ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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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

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ᆞ진동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

치 허가 또는 신고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私道) 개설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

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

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에 설

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ᆞ신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

채등의 허가 및 신고

  13.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

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

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

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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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

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

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

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

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된 것

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협의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일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

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

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

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

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

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

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

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

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

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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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

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

(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

법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

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

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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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

시철도사업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

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

용한다.

제11조(국유지ᆞ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

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

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

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

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

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

에 대하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

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

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

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

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

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

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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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ᆞ개축

(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

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ᆞ흙ᆞ돌 또는 그 밖의 장애

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

131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

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손

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供託)하

고 공사장애물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

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자

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

의 설치기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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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

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도

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ᆞ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

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

  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

와 구분한 차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

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

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

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

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

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와 

전용차로 및 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의 

설치와 노면전차의 건설ᆞ운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

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

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金)

  2. 도시철도를 건설ᆞ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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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ᆞ출

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

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

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

된 연도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

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

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

로 초과하는 연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

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

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

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

도채권은 「주식ᆞ사채 등의 전자등

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 6. 25.>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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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

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

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ᆞ허가ᆞ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ᆞ등

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

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

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

영자와 도시철도 건설ᆞ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

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

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

요자금(所要資金)의 일부를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

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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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 등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정

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도시철도기술

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하거

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

사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건

설ᆞ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

하기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⑥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

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

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기계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ᆞ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

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

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

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

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

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

를 승인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23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2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정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

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2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제24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

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

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

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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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ᆞ

기계ᆞ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

임을 진다.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

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

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

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

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

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

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

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

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ᆞ감독에 관한 사항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

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

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

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된다.

제25조(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노선망이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노선 간 또는 도시철도 노

선과 철도 노선 간 연계망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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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 간의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에 필요

한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26조(면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ᆞ도지

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사업구간이 

인접한 시ᆞ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ᆞ도지사 간 협의에 따라 면허

를 줄 시ᆞ도지사를 정하되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ᆞ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

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

를 주기 전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

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

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ᆞ도지사는 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ᆞ도에 운임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

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

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

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

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

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ᆞ도

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

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운 행 구 간 의  기 점 ᆞ 종 점

ᆞ 정 거 장

  2. 여객운송ᆞ화물운송 등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종류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ᆞ

종류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

로용량 사용계획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 도시철도의 역ᆞ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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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ᆞ운행관

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 여객ᆞ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

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

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

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

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

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

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ᆞ관

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
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
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ᆞ도

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

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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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ᆞ종점ᆞ정거장

  2. 여객운송ᆞ화물운송 등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종류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ᆞ

종류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

로용량 사용계획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 도시철도의 역ᆞ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ᆞ운행관

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 여객ᆞ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

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

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

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

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

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

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ᆞ관

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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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말한다.

제28조(결격사유) ①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법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이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도시철도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

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운

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17. 12. 26.>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

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9. 「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

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ᆞ도

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

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

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ᆞ종점ᆞ정거장

  2. 여객운송ᆞ화물운송 등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종류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ᆞ

종류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

로용량 사용계획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 도시철도의 역ᆞ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ᆞ운행관

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 여객ᆞ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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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

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

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

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

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

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

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ᆞ관

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

기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1.]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사업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기간

  3. 사업비

  4. 자금조달 방안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ᆞ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

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1.]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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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① 제26조제

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

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

업자"라 한다)는 시ᆞ도지사가 정하

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

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ᆞ도지

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ᆞ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

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ᆞ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개시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

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

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

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

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

여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

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

을 시행 1주일 이전에 예고하는 등 도

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ᆞ도지사는 법 제31조제1

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ᆞ도에 운임조정위

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

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

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

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

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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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

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

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

철도운영자는 이를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자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

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소관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연락운송) ① 도시철도운영자

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

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

사업자와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

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 운영

의 분담, 운임수입의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제35조(사업의 양도ᆞ양수 등) ① 도시철도

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ᆞ

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

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

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

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

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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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업의 휴업ᆞ폐업) ① 도시철

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

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

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

멸할 때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

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

이지, 역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휴업ᆞ폐업 내용의 게

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

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

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

ᆞ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

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

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

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

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

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

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

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

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

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

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

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

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

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

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

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

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① 시ᆞ도지

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

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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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제28조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ᆞ도

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

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양도ᆞ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

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

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 사 업 경 영 의  불 확 실  또 는 

자 산 상 태 의  현 저 한  불 량 이 나 

그  밖 의  사 유 로  사 업 을  계 속 함

이  적 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

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

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

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시ᆞ도지사

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제37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

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ᆞ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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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

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3. 도시철도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사업

  4.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ᆞ교육훈련

이나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

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

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

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시ᆞ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

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

ᆞ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

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

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ᆞ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

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

도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

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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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

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ᆞ운

영)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

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폐쇄회

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

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

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

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

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

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

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

ᆞ도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ᆞ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

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

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

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

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

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

기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

  3. 촬영 범위

  4. 촬영 시간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

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

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

게 알려야 한다.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

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

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

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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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

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

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

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

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

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

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도시

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

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차량 관리

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

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는 "도시철도"로, "철도사

업자"는 "도시철도운영자"로, "철도사

업약관"은 "도시철도운송약관"으로, "

철도운수종사자"는 "도시철도종사자"

로, "철도차량"은 "도시철도차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제4장 보칙 

제44조(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

(국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45조에서 같다)를 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

영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ᆞ도지사는 국가ᆞ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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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

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제1

항 및 제2항의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

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철

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사무소

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ᆞ서류나 그 밖에 필요

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ᆞ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

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

운영자에 대한 경우에는 시ᆞ도지사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로 하

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도시철도건설

자 및 도시철도운영자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

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도

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원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제37조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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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

신의 상호를 대여한 자

  5.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

사업법」 제31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

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

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

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

른 자에게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

사업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

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

를 도시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

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제43조에 따라 준

용되는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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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

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정 2015. 12. 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

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

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

시철도차량의 점검ᆞ정비에 관한 책임

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

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

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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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7.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ᆞ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

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

(分布荷重)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제3레일"이란 전차선(電車線)의 한 종류로서 레일 또는 주행면과 평행하게 부설하여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제3레일방식"이란 제3레일을 이용하여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複線)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單線)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4.12.4.>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ᆞ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선로

         제1절 궤간 

제6조(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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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확대궤간) ① 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구간"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에도 불

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

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ᆞ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정한다.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① 제7조에 따른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누어지는 지점(이하 "분

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遞減)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遞減距離)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ᆞ끝점으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

  ②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제9조(궤간의 공차) ① 궤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차(公差)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2.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곡선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

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11조(캔트) ① 곡선구간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

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해당 곡선의 반경, 열차의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

지사등이 정하되, 최대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

상의 거리

  3. 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ᆞ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제13조(완화곡선) ①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하인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

에는 적절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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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선의 삽입 등) ①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

감 후에 20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

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심곡선으

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기울기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①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

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

울기를 한도로 한다.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정거장 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본선이 차량을 분리ᆞ연결 또는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제18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 이상의 종곡선(從曲線)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4절 건축한계 
제19조(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

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고 이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전차선(架空電車線) 및 그 현수장치(懸垂裝置)와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구간"라 한다)의 건축한계는 시

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21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①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에 

따라 기울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를 궤도중심의 각 측(側)에 

일정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

등이 정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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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확대치수는 완화곡선에 따라 체감하여야 한다. 다만, 완화곡선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

리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원곡선이 복심곡선인 경우 확대치수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으로부

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제5절 궤도

제22조(궤도의 중심 간격) ① 열차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본선 궤도의 경우에는 열

차 및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궤도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궤도의 간격은 해당 궤도의 지상부, 지하부, 궤도 병설 수 및 차체규격 등

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궤도 사이에 가공전차선 지주(支柱)나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3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24조(레일) 레일의 중량은 열차의 종류, 설계하중 및 통과톤수 등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25조(도상의 두께 등) ① 도상[레일의 침목(枕木) 밑면부터 시공기면(施工基面)까지에 설

치하는 콘크리트나 자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시ᆞ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ᆞ도지사등은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상이나 지하의 필요 공간과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해당 도상을 자갈로 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구조물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는 시ᆞ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신호, 통신,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

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 확보와 통신ᆞ배관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기준 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開口部)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③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ᆞ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

야 한다.

제28조 삭제 <2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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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분기 

제29조(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分岐)는 정거장 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

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정거장 
제30조(정거장의 시설ᆞ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ᆞ대합실ᆞ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

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ᆞ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

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으로부

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

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연

재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료를 사용할 것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

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

ᆞ경제성ᆞ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

이 적은 승강장의 양끝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ᆞ추락 방

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ᆞ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ᆞ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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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

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해당 노선의 수송수

요 및 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

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특별피난계단) ①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

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

다)을 설치하되,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한 군데 이상, 본선의 양옆에 설치

된 승강장에는 승강장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유도등과 제70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①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

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

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복도ᆞ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

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ᆞ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ᆞ안내소ᆞ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ᆞ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설비 

         제1절 전기설비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架空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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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單相)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제37조(전선로) ① 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給電線)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剛體電車線) 또는 커티너리 조가선(弔架線)이 급전선을 겸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레일방식의 경우에는 제3레일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전식방지대책) 주행레일을 귀선(歸線)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

이블, 금속제 지중관로 및 선로 구조물 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제39조 삭제 <2004.12.4.>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

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41조(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전차선로)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차선이 제3레일방식인 경우에는 승강장ᆞ궤도ᆞ차량기지 등에 승객ᆞ승무원ᆞ역무원

ᆞ보수점검원 등이 고압에 감전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

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절 환기ᆞ배수 및 통신설비 
제44조(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배수설비) 선로에는 적절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ᆞ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ᆞ역무원ᆞ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

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ᆞ소방서ᆞ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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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

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

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신호ᆞ보안설비 등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①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는 차내신호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ᆞ출발역 및 차량기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이나 역 

간의 폐색구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이나 차량기지 등에는 차량의 입환(入

換)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

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서로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 자동요금징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교통카드 및 승차

권의 매표ᆞ개집표(開集票)ᆞ회계ᆞ통계 등의 요금징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연계

된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 관련 요금의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00.3.18.>
         제1절 삭제 <2000.3.18.>
제51조 삭제 <2000.3.18.>

제52조 삭제 <2000.3.18.>

제53조 삭제 <2000.3.18.>

         제2절 삭제 <2000.3.18.>
제54조 삭제 <2000.3.18.>

제55조 삭제 <2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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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2000.3.18.>

         제3절 삭제 <2000.3.18.>
제57조 삭제 <2000.3.18.>

제58조 삭제 <2000.3.18.>

제59조 삭제 <2000.3.18.>

제60조 삭제 <2000.3.18.>

       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미터 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분기부에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 곡선의 반경 및 시작점ᆞ끝점과 완화곡선의 시작점ᆞ끝점을 표시하는 표지

  5.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

를 표시하는 표지

  6. 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제62조(차막이시설) 선로의 종점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제64조(침수방지설비)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에 따라 침수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7조(제연설비) ① 정거장 및 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

도록 화재 발생 장소를 고려하여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연(制煙)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 중 전동기ᆞ배풍기ᆞ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

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

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터널 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

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

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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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 쪽 입구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의 입구에는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를 각각 설치

하여야 한다.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

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

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제69조(유도등) ① 정거장의 승강장ᆞ대합실ᆞ통로ᆞ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

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

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照明度)가 5럭스

(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

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제74조(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

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하고,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경우 궤간의 치수는 1

천700밀리미터, 안내면 간 거리(차량의 궤도 이탈을 막는 안내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

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의 치수는 2천9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그 밖에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은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궤간의 공차는 차량의 형식 및 궤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

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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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

우 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은 건축한계의 안쪽 확대치수와 바깥쪽 확대치수를 더한 값 이

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제78조(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5

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정거장에 설치하는 승강장ᆞ통로ᆞ출입구 등 승객

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ᆞ통신설비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3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전차선로에 공급

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직류 750볼트 또는 1천500볼트 제3레일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형식 또는 선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0조(전선로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조명 및 동력용 전

원 공급이 이중화(二重化) 된 경우에는 전선로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차량의 운행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

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정한다.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선

로에는 필요에 따라 표지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4조(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차량에 방재기능을 갖

추었거나 비상탈출 설비를 구비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무인운전 안전설비) 경량전철에 무인운전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 KS C IEC PAS62267의 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

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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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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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99호, 2018.3.28,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
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 철도 정거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노면전차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거나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다른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본 지침은 정거장 내의 여객시설, 승강장, 역무시설, 기능시설 등과 정거장의 기능과 
연관되는 정거장 외의 일부 시설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개방공간: 폐쇄감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 및 방향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대합
실에서 승강장을 내려다보거나 승강장에서 대합실을 올려다 볼 수 있도록 중간 슬래브를 
개방하는 등 결과적으로 승강장 천장을 높여 개방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용객이 쾌적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거장 공간
(2) 겸용통로: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도시
철도 계단참에서 인접 건물과 연결하여 승객 및 건물 이용자가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로
(3) 경량전철(輕量電鐵): 차량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인 경우 단위 미터 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로서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
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으로 구분되는 열차
(4) 공간모듈: 1인당 점유하는 공간의 단위 면적(㎡/인으로 표시)
(5) 계단참(Landing): 계단에서 연속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 통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디
딤판을 길게 늘여 계단중간에 배치하는 여유공간
(6) 대합실(Concourse): 승객이 출입구를 통하여 정거장으로 출입하는 첫 공간이며 매표, 
집계․개찰, 정산과 같은 접객시설과 안내소, 휴게시설, 매점, 전시공간과 같은 이용편의시
설 등이 위치하는 정거장의 한 부분
(7) 도로법면: 도로에서 노면 외측으로 도로를 구성하는 경사부
(8) 마감벽체 수: 승강장이나 계단에서 측면에 접하고 있는 벽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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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차인원: 열차의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가능한 승객의 수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열차정원의 150%
(10) 무료공간(Free-zone): 대합실에서 집․개표구를 경계로 하였을 때 이용객이 표를 개
표하기 이전의 공간
(11) 미드블록: 교차로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도로
(12) 보차선: 도로에서 차도부와 보도부를 구분 짓는 경계선을 말함
(13) 서비스수준: 정거장 설계자가 보행공간의 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기공간, 보행로 및 
계단에서 보행자의 보행속도나 보행흐름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척도로서 보행자 1인당 점유면적을 기초로 하여 단계별로 설정한 기준
(14) 승강장: 열차가 정차하는 선로에 인접하여 이용객의 승하차와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
는 정거장의 한 부분
(15) 상대식 승강장(Side platform): 열차가 진입하는 선로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나뉘어 
있는 승강장
(16) 섬식 승강장(Island platform): 열차가 진입하는 선로 사이에 섬처럼 배치된 승강장
(17) 유료공간(Paid-zone): 대합실에서 집․개표구를 경계로 하였을 때 이용객이 표를 개
표한 이후의 공간
(18) 잔여보행폭: 역사출입구를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에서 역사출입구의 폭을 
제외한 통행에 유효한 폭
(19) 저급지: 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급지의 
구분에서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되지 않은 교통밀도가 낮아 혼잡하지 않은 지역
(20) 전용통로: 정거장 출입구를 인접한 건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연결통로 중에서 별도
의 외부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건물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통로
(21) 재차인원: 열차에 계속 탑승하고 있는 승차객의 수[해당정거장의 재차 인원은 전(前)
정거장의 재차 인원에 해당정거장의 승차객 수를 합산한 후 해당정거장의 하차객 수를 
감하여 구함]
(22) 주변장: 구조물의 단면에서 외부와 접하고 있는 외측 둘레의 총 길이
(23) 중량전철(重量電鐵): 차량 설계축중 13.5톤을 초과하는 전기철도로서 중형 및 대형차
량으로 구분되는 열차
(24) 첨두시간: 예측되는 교통시설의 일일 통행량 중에서 시간 당 이용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간대
(25) 탈출경로: 정거장 내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객이 재난지
역을 피하여 정거장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
(26) 폭원정수: 승강장이나 계단에서 폭원을 산정할 때 이용수요에 따른 소요 폭 외에 벽
체와의 스침여유나 안전상 여유 혹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고려하여 주는 여유폭
(27) 환승: 통행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통행을 위하여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
하는 경우 다음 교통수단으로 승차하기 위해 갈아타는 행위
(28) 환승유형: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이 한 곳에서 교차할 때 입지조건별로 각 교통수단이 
배치될 수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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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승통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이 한 곳에서 교차할 때 각 교통수단을 직접 연결하
여 통행자가 연계되는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통로
(30) 흐름계수: 이용승객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직단면의 단위폭을 단위 시간에 통과한 보
행자 수[인/(m・분)로 표시]

1.4 관련 법령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도시철도건설규칙」
(8)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9)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3)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16)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17)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설계 일반지침

2.1 설계 방향

2.1.1 기능성

(1) 동선은 가급적 짧고 단순화 하며, 이용객의 승․하차 및 환승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동
흐름을 위한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2) 통로의 폭은 길이에 따라 가능한 균일하도록 계획한다.
(3) 역무기능을 집중하여 운영요원을 최소로 하고 각종 설비를 중앙 관리하도록 한다.
(4)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인접건물을 활용한 겸용출입구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게 한다.
(6) 정거장이 사거리에 입지하는 경우 지하 및 지상보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공
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7) 지진, 홍수, 화재 등과 같은 긴급재난에 대한 방재 및 피난대책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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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승정거장의 경우에는 향후 역무 통합운영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계획하고 공간을 구
성하도록 한다.

2.1.2 편리성

(1)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적정규모로 계획하며, 동선을 단순화하여 혼잡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턱 등 이동 장
애물이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다른 대중교통수단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이용편의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5) 이용객의 시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시각적인 안내표지, 음성안내시스템, 정보제공 수단 등을 계
획하며,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이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
(6) 이용객이 쉽게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 내 승강장, 대합실, 통로 등 주요지점의 안내표지에
는 해당 역사의 인접역사 및 통과노선의 주요역사에 대한 방위를 병행 표시한다.
(7) 외국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강장, 환승통로 등의 주요 공간과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에 대
한 다국어 표기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발권기의 사용 시 다국어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2.1.3 친환경성

(1) 실내온도, 습도 등에 대하여 적정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한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계획한다.
(3)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을 사용
하도록 한다.
(4) 정거장의 조명은 가급적 LED조명 등 친환경에너지 조명을 사용한다.
(5)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정거장의 구조를 계획하고 방음시설 
등을 설치한다.

2.1.4 심미성

(1) 역사 공간은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며, 시설․소재․색채․조명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가급적 친숙함, 온화함이 느껴지는 소재를 활용하고, 개방감을 위하여 투과성이 높은 
소재를 활용한다.
(3) 공간의 구성 및 기능을 쉽게 인지하고 방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색채를 사용
하며, 조명은 기호적으로 배치한다.
(4) 건축설계 시 공간 및 설비를 모듈화하여 공간감을 확보한다.

2.2 일반사항

2.2.1 정거장 입지

(1) 교차로에 입지하는 지하 정거장의 경우 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설치
하도록 하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출입구의 위치를 결정한다. 
(2) 출입구를 보도 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잔여보행폭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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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환승 정거장

(1) 입지여건별 환승동선과 환승유형을 우선 고려하여 정거장 형태를 계획하고, 화장실을 포
함한 편의시설 및 관련 기능시설을 배치한다. 다만, 경량전철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기능시
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승강장과 승강장 간의 직접연결로 동선을 단순화하고, 일반 승하차 승객과 환승 승객을 
분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환승통로를 두거나 환승홀을 설치할 수 있는 중간층을 두도록 한다.
(3) 승강장과 승강장 간의 중간 공간 또는 중간층을 개방공간으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적극 유도한다.
(4) 인접한 정거장의 승강장 구조를 고려하여 열차의 특정위치에 승객이 집중되지 않고 균일
한 승차효율이 되도록 환승유형과 계단부 위치를 결정한다.
(5) 환승유형은 표 2.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환승유형별 고려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2.3 서비스 수준

(1) 정거장의 대기공간, 보행로 및 계단에서 이용객의 편의성 정도를 표 2.2, 표 2.3 및 
표 2.4와 같이 수치화한 척도로 나타내고, 관련 시설의 규모를 산정하는 식에 활용한다. 
공간 서비스수준은 A에서 F까지 6단계로 나눌 수 있고 서비스수준 A는 가장 좋은 상태, 
서비스수준 F는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한다.
(2) 이용객의 편의성 및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용객의 수가 가장 많은 첨두시간
대를 기준으로 승강장 및 내․외부 계단의 서비스수준을 D 이상, 환승통로에서의 서비스수

환승유형  환승유형별 고려사항

＋형

(1) 승강장에서 승․하차 승객과 환승 승객을 분리하기가 곤란하므로 하부에 위치하

는 정거장의 대합실을 상부 정거장의 승강장보다 위층에 두거나 두 정거장의 

대합실을 같은 층에 배치한다.

(2) 대합실의 교차공간을 가급적 넓게 하여 환승홀로 활용한다.

T형

(1) 중간 환승층의 폭을 가급적 넓게 하여 환승홀로 활용하며 일반 승객의 동선과 

분리되도록 한다.

(2) 별도의 중간 환승층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상부 또는 하부승강장의 연장부를 

환승통로로 활용하여 승강장끼리 직접 환승이 되도록 하며 일반 승객의 동선

과 분리되도록 한다.

L형
(1) 형태상 별도의 중간 환승층을 설치하는 것이 방향성 제고와 동선 단순화에 유

리하며 가급적 중간 환승층의 폭을 넓게 확보하여 환승홀로 활용하도록 한다.

복층형

(1) 승강장에서 승․하차 승객과 환승승객을 분리하되 대합실은 같은 층에 배치한다.

(2) 대합실에서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에 이르는 동선을 직선으로 배치하여 단순

화한다.

[표 2.1] 환승유형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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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E 이상으로 한다.

서비스수

준

공간모듈

(㎡/인)

평균간격

(㎝)

밀도

(인/㎡)
보행상태

A 1.3 이상 120 이상 0.8 이하 자유흐름의 영역

B
1.0 이상, 

1.3 미만

105 이상, 

120 미만

0.8 초과, 

1.0 이하
타인을 무리 없이 통과 가능

C
0.7 이상, 

1.0 미만

90 이상, 

105 미만

1.0 초과, 

1.4 이하
타인 통과 시 불편을 끼침

D
0.3 이상, 

0.7 미만

60 이상, 

90 미만

1.4 초과, 

3.3 이하
타인과의 접촉 없이 대기 가능

E
0.2 이상, 

0.3 미만
60 미만

3.3 초과, 

5.0 이하
타인과의 접촉 없이 대기 불가능

F 0.2 미만 포화상태 5.0 초과 타인과 밀착, 심리적 불쾌상태

[표 2.2] 대기공간 서비스수준

서비스수

준

공간모듈

(㎡/인)

흐름계수

(인/m․분)

밀도

(인/㎡)
보행상태

A 3.5 이상 20 이하 0.3 이하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B
2.5 이상, 

3.5 미만

20 초과, 

30 이하

0.3 초과, 

0.4 이하
정상속도로 같은 방향 추월 가능

C
1.5 이상, 

2.5 미만

30 초과, 

45 이하

0.4 초과, 

0.7 이하
보행속도 추월의 자유도 제한

D
1.0 이상, 

1.5 미만

45 초과, 

60 이하

0.7 초과, 

1.0 이하
보행속도 제한 

E
0.5 이상, 

1.0 미만

60 초과, 

80 이하

1.0 초과, 

2.0 이하
자신의 보통 보행속도 불가

F 0.5 미만 80 초과 2.0 초과 떠밀리는 걸음, 정지 상태 

[표 2.3] 보행로 서비스수준

서비스수

준

공간모듈

(㎡/인)

흐름계수

(인/m․분)

밀도

(인/㎡)
보행상태

A 2.0 이상 15 이하 0.5 이하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B
1.5 이상, 

2.0 미만

15 초과, 

20 이하

0.5 초과, 

0.7 이하
정상속도 가능, 대항 시 다소 혼란

C
1.0 이상, 

1.5 미만

20 초과, 

30 이하

0.7 초과, 

1.0 이하
타인추월 곤란, 속도제한

D
0.7 이상, 

1.0 미만

30 초과, 

40 이하

1.0 초과, 

1.4 이하
보행속도 제한, 대항 시 교통 혼란

E
0.4 이상, 

0.7 미만

40 초과, 

55 이하

1.4 초과, 

2.5 이하
계단보행의 최저치 

F 0.4 미만 55 초과 2.5 초과 교통마비상태, 떠밀리는 상태

[표 2.4] 계단 서비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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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송수요의 예측

(1) 정거장별 수송수요는 정거장 내 각종 시설의 규모 뿐 아니라 정거장 전체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정거장별 수송수요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제시된 목표연도 내에 이용수요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
두시간대의 수송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3) 수송수요는 운영계획과 정거장의 계획을 위한 중요 적용요소로써, 합리적 절차에 따
라 예측된 장래 수요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해당 노선과 관련한 연계노선 및 
환승 계획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한 장래 통행량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3장 정거장 내 시설

3.1 일반사항

(1) 정거장 내 시설은 여객시설(승강장, 대합실, 집․개표구, 화장실, 휴게시설 등), 승강시
설(내부계단, 외부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통로(일반통로, 연결통
로, 환승통로, 신교통 연결통로 등), 역무 및 지원시설(역무시설, 기능실, 피난시설, 침수
방지시설, 교통약자시설 등)이 해당된다.
(2) 정거장 내 시설 설계에 있어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1) 일관성 있는 서비스수준에 따라 대기공간 및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2)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며 균등한 동선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 이용 혼란이 없도록 가급적 통일성 있는 정거장 기능 및 배치를 갖추도록 한다.
 4) 정거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정거장을 통과하는 일반인을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도
록 한다.
 5) 정거장 내 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지침 “2.2.3 서비스수
준”과 “2.2.4 수송수요의 예측” 에 따라 정한다.

3.2 여객 시설

3.2.1 승강장

(1) 설계 기본원칙
 1) 차량 및 승강장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승객이 차량에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정거장의 계단위치를 정하고 가급적 차량 내 혼잡상황을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승강장 내에는 기능실이나 휴게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합실과 연
결되는 계단 하부의 여유 공간은 소규모의 기능실로 활용할 수 있다.
 3) 승강장에는 적절한 수의 좌석 및 편의설비를 승객 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4) 승강장의 연단에는 승강장 안전문 또는 안전펜스 등 승객의 실족·추락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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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펜스의 높이는 1.2m 이상, 1.5m 이하로 하고, 승강
장 연단에서 50㎝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5) 승강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승객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6) 승강장의 시․종점부에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0.9m 
이상의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한다.
7) 경량전철의 경우 승강장은 이용객의 승하차 용이성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섬식 또는 
상대식  승강장을 설치한다.
8) 경량전철 정거장이 2개 층 이상인 경우 가능한 승강장 내 기능실을 억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고 개방감을 향상시킨다. 다만, 한 개 층인 경우 승강장 내 기능
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 하부공간을 기능실 등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 동선계획
 1) 승객의 대기행렬이 승객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가급적 환승객과 일반승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3) 승․하차 동선을 단순화한다.

(3) 계단부 계획
 1) 계단 설치 시 계단부 승강장 폭을 확폭하고,  원활한 동선 처리를 위하여 전방의 직
각 내벽부는 사선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존 정거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계단부의 전․후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한다.
 3) 계단부에서는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충분한 공간(중량전철: 최소 2.5m 이상, 경량전
철: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경량전철 정거장이 한 개 층인 경우 계단을 포
함한 최소유효폭이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4) 승강장별로 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간에 충분한 순간격을 두어야 한다.
 5) 상대식 승강장에서 계단 확폭 시 환승계단까지 확폭 부위를 연장한다.
 6) 경량전철의 경우 가급적 승강장 편측 끝단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4) 환승 계획
 1) 다른 도시철도 및 교통수단의 장래 건설계획을 미리 고려한다.
 2) 환승유형(+, T, L ,복층형 등)에 따라 환승 동선을 우선 계획한 후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3) 타 노선의 환승객 수를 고려하여 환승 계획을 수립한다.

(5) 승강장 유효길이
 1) 승강장의 유효길이는 열차의 길이에 열차 정차 시의 여유 및 전동차 앞․뒤 부분의 
방향표시 확인을 위한 여유 등을 고려하여 5m를 추가한 길이로 한다.
 2) 승강장 시·종점부에 환승통로나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시·종점부에서 
별도로 중량전철은 6m, 경량전철은 2.5m를 연장한다.

(6) 승강장 최소폭
 1) 상대식 승강장은 중량전철의 경우 4m, 경량전철의 경우 3m를 최소 유효폭으로 한다.
 2) 섬식 승강장은 중량전철의 경우 8m, 경량전철의 경우 5m를 최소 유효폭으로 한다.
 3) 승강장 시·종점부 등 승객의 이용이 적은 부분과 유효길이 이상의 연장부에서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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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 폭을 여건에 따라 최소 유효폭 이하로 좁힐 수 있다.
 4) 방재 및 피난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7) 승강장연단과 차량 및 구조물과의 간격
 1) 승강장 연단은 차량한계로부터 50㎜의 간격을 띄어 설치한다.
 2)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추락 방
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를 금지한다.
 3) 곡선 승강장은 곡선으로 인한 치수를 가산하여 설치한다.
 4) 곡선 승강장에서는 승강장의 연단과 차량 간의 간격이 최소인 위치에 장애인의 탑
승위치를 표시한다.
 5) 장애인 탑승위치에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설비를 설
치한다.

< 승강장에서의 간격 >

(8) 승강장 높이 
승강장 높이는 승강장 바닥면과 차량 바닥면 간의 차가 ±15㎜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경량전철의 경우 승강장의 마감높이는 차량 공차 시를 기준으로 차량 바닥면보다 15㎜ 낮
은 위치가 되도록 하며, 토목 및 건축 시공 상의 오차는 허용될 수 있다.
(9) 일반정거장의 승강장 폭원산정

일반정거장과 환승정거장을 구분하여 승강장의 폭원을 산정하고, 일반정거장의 폭원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승강장의 공간모듈은 가장 붐비는 곳에서 최소 0.8㎡/인으로 제한한다.
 2) 이용객은 승강장을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되지는 않으며, 가장 붐비는 부분에서는 
승강장 이용객 수의 35%가 승강장의 25%를 점유한다고 본다.
 3) 첨두시간의 이용객 수에 대하여 첨두 15분간의 이용객 수를 환산할 경우에 할증률 
20%를 적용한다.
 4) 승객의 대피폭, 스침여유 등과 같은 폭원정수는 식 3.1과 같다.
      폭원정수(BC) = 0.8 × Nend + 0.3 × Nwall + Win  [식 3.1]
      여기에서, Nend: 승강장 연단부 수(상대식 승강장에서는 1, 섬식 승강장에서는 2)



- 157 -

     Nwall: 마감벽체 수(상대식 승강장에서는 1, 섬식 승강장에서는 0) 
      Win : 시설물 폭은 1m

위 상기 가정을 사용한 일반정거장의 승강장 폭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승강장의 형식과 무관하게 첨두시간에 해당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하차 및 환승객
을 모두 합산하여 이용객 수를 구한다.
 6) 식 3.2를 이용하여 첨두 15분간의 이용객 수를 산정한다.
      (첨두 15분간의 이용객 수) = (첨두 1시간의 이용객 수) ÷ 4 × 1.20  [식 3.2]
 7) 식 3.3을 이용하여 첨두 1분간의 이용객 수를 산정한다.
      (첨두 1분간의 이용객 수) = (첨두 15분간의 이용객 수) ÷ 15  [식 3.3]
 8) 식 3.4를 이용하여 열차도착 시 승강장 이용객 수를 산정한다.
      (열차도착 시 승강장 이용객 수) = (첨두 1분간 이용객 수) × 배차시격(분)  [식 3.4]
 9) 식 3.5를 이용하여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이용객 수를 산정한다.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이용객 수) = (열차도착 시 승강장 이용객 수)   
  × 0.35  [식 3.5]
 10) 식 3.6을 이용하여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필요공간을 산정한다.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필요공간(㎡)] = (승강장의 가장 붐비는 부분의  
 이용객 수) × 0.8(㎡/인)  [식 3.6]
 11) 식 3.7을 이용하여 승강장의 필요 폭을 산정한다.
      (승강장의 필요 폭) =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필요공간) ÷ (승강장길이  
 × 0.25)  [식 3.7]
 12) 식 3.8을 이용하여 총 승강장 폭을 산정한다.
      (총 승강장 폭) = (승강장의 필요 폭) + 폭원정수  [식 3.8]

(10) 경량전철정거장의 승강장 폭원산정
정거장이 한 개 층인 경우 승강장 폭원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과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승강장의 공간모듈은 가장 붐비는 곳에서 0.3～0.7㎡/인으로 제한한다.
 2) 승강장 안전문 미설치 시 승객의 대피 폭, 스침여유 등과 같은 폭원정수는 식 3.1
을 준용한다.
 3) 승강장 안전문 설치 시 승객의 대피 폭, 스침여유 등과 같은 폭원정수는 식 3.9와 같다.
      폭원정수(BC) = (승강장 안전문 설치 폭 + 0.3) × Nend + 0.3 × Nwall + Win  
[식 3.9]
 4) 식 3.10를 이용하여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필요공간을 산정한다.
      [승강장에서 가장 붐비는 부분의 필요공간(㎡)] = (승강장의 가장 붐비는 부분의 
이용객 수) × 0.3～0.7㎡/인  [식 3.10]
 5) 그 외 폭원산정을 위한 기본가정 및 산출방법은 “(9) 일반정거장의 승강장 폭원산
정”을 준용한다.

(11) 환승정거장의 승강장 폭원산정
환승정거장의 승강장 폭원 구성 및 산정방법은 일반정거장과 동일한 개념과 산출식을 사
용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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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객 수는 일반 이용객 수와 환승 이용객 수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2) 유입되는 환승승객은 상대노선 승강장에서 출발된 하차승객으로 간주한다.
 3) 유출되는 환승하차승객은 환승승객의 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환승통로로 직접 
유도할 경우 이용객 수에서 제외한다.

환승정거장의 승객 수는 다음 식 3.11과 식 3.12와 같이 일반 승객수와 환승 승객수의 합
으로 적용한다.

 4) [피크 시 열차 당 승차인원] = (피크 시 열차 당 환승 승차인원) + (피크 시 열차 
당 일반 승차인원)  [식 3.11]
 5) [피크 시 열차 당 하차인원] = (피크 시 열차 당 환승 하차인원) + (피크 시 열차 
당 일반 하차인원)  [식 3.12]

(12) 승강장 안전문(PSD)
 1)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승강장 연단에서 승강장 안전문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0㎝ 이내로 한다. 다만,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10㎝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안
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설비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 레일의 캔트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나. 승강장 안전문을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양끝
지역인 경우
  다. 도시철도의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3)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
여 안전보호벽을 포함한 모든 문과 벽체는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한다.
 4) 승강장 안전문 상부에 해당노선의 진행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노선도 또는 다국어
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3.2.2 대합실

(1) 설계 기본원칙
 1) 집․개표구는 관리 인원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일방향으로 집중 배치한다.
 2) 매표소와 집·개표구는 근접 배치하여 안내·관리·정산업무 등이 집중되도록 한다.
 3) 자동발매기의 사용을 유도하여 매표창구를 최소화한다.
 4) 화장실은 가급적 매표소에 인접 배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5) 대합실과 승강장 사이의 공간을 개방하여 방향성을 제고하고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6) 횡단보도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차단이 가능하도록 방
범셔터를 설치한다.
 7) 에너지 절약 및 대합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외부출입구와 연결된 대합실에 
방풍문을 설치한다.
 8) 경량전철 정거장이 한 개 층인 경우 대합실은 승강장과 통합하고 별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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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통행인 동선과 승객 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하게 혼재되는 경우 충분히 여유
를 두어 혼잡을 방지한다.
 2) 동선 흐름간의 교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막다른 동선을 배제한다.
 3) 동선 흐름에 지장이 없고, 집․개표구 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매표소를 계획한다.
 4) 원활한 동선흐름을 감안하여 정거장 기둥의 크기 및 간격을 정한다.

(3) 공간계획
 1) 승객의 대기행렬이 승객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집․개표구와 전면 계단은 
6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2) 집․개표구 및 계단 앞은 중량전철의 경우 10m, 경량전철의 경우 4m 이내에 지장
물 설치를 금지한다.
 3) 집․개표구 라인은 가급적 기둥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승하차 동선에 지장 없는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5) 정거장 내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의 동선방향이 90° 이하의 각으로 전환되는 곳에서
는 구조물 모서리의 직각 벽면부를 사선 처리한다.
 6) 휴식공간을 가급적 설치하도록 한다.

3.2.3 집․개표구(Gate)

(1) 설계 기본원칙
 1) 방범 셔터 내부에 설치한다.
 2) 매표 대기행렬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승객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집․개표구는 가능한 1개소에 집중배치 한다.
 4) 양방향 개폐가 가능해야 하며, 1방향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배치 및 산정
 1) 정거장 1개의 집․개표구 필요수량은 식 3.13 및 식 3.14와 같이 산정한다.
      (개표구 수) = (첨두 1시간 승차인원) × 1.3 ÷ 2880  [식 3.13]
      (집표구 수) = (첨두 1시간 하차인원) × 1.5 ÷ 1920  [식 3.14]
 2) 장래 확장 및 비상 시를 고려하여 설치 라인당 집․개표구는 각각 2대의 여유를 둔다.
 3) 경량전철 정거장 1개소의 집․개표구 필요 수량은 3개소 이상으로 하되, 승객 수를 
감안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 폭 900㎜ 이상의 집․개표구를 자동매표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집․개표구 설치 라
인상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객,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한 승객 등의 출입구로 사용한다.
 5) 경량전철 정거장이 한 개 층으로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직통으로 연결
된 경우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전면에 폭 900㎜ 이상의 집․개표구를 1대 이상 설치한다.

3.2.4 화장실

(1) 설치 위치
 1) 공공화장실 기능을 고려하여 무료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편의를 위해 유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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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승통로(구역) 중앙을 기준으로 정거장 내 화장실과의 이격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환승통로(구역) 화장실을 할 수 있으며, 화장실까지의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3) 환승통로(구역)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로 설치할 수 있다.
 4) 인지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주동선 상에 설치한다.
 5) 화장실 입구 계획 시 여자화장실을 입구에 근접 배치한다.
 6) 개방공간에 입구를 설치하거나 입구 폭을 확대하는 등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한다.
 7) 장애인 화장실은 가급적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일반 화장실을 장애
인 화장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용 대․소변기 각 1개소씩을 가능한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영업시간 이후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 셔터 구획선 안에 설치한다. 다만,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방범 셔터를 설치한다.
 9)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를 고려하여 출입문 또는 설비시스템을 설치한다.

   (2) 설치규모
 1) 청소도구실을 설치한다.
 2) 대변기 배치 시 칸막이 크기는 폭 1m, 깊이 1.5m 이상으로 한다.
 3) 소변기 배치 시 소변기의 간격은 75㎝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소변기 칸막이를 설
치한다.
 4)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는 남․여 화장실에 각 1개소 설치한다.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 내에 긴급통화시설을 설치한다.
 6)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설치하며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7) 본 지침 이외의 세부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3) 경량전철은 필요에 따라 정거장 내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할 경우 “(1) 설
치위치, (2) 설치규모”를 준용한다. 

3.2.5 휴게시설

(1) 만남의 광장이나 전시 공간과 같은 휴게시설은 무료공간에 설치하되, 승객의 동선흐
름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의 사각지역을 이용한다. 다만, 환승정거장의 경우 유료공간에 
설치를 고려한다.
(2)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수유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역무실과 인접하여 수유실을 설치한다.
(3) 정거장 내 설치
 1) 대합실, 통로 등의 일부를 할애하여 계획하되 보행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휴식시설을 기본시설로 하되 만남의 광장, 매점, 공중전화, 안내소, 민원처리소 등의 
시설을 가급적 통합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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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배려하도록 한다.
(4) 정거장 외 설치
 1) 환승정거장 및 이용객 수가 많은 정거장에 우선 설치한다.
 2) 출입구 주변의 미활용되고 있는 공지를 활용하고 주변 건축물의 용도․기능과 연계하
여 녹화시켜서 정거장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
 3) 미관 증진을 위하여 적절히 정비하도록 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보행공간
을 확보한다.
 4) 차량 등의 소음, 시각적 저해 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한다.

3.3 승강 시설

3.3.1 내부계단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에스컬레이터와 병행 설치하는 계단은 에스컬레이터보다 승강장 연단쪽으로 가까이 
두어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혼잡을 방지한다.
 2)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계단부는 중량전철의 경우 상대식 승강장은 각각의 편
측에 2개소씩 총 4개소 이상 설치하고, 섬식 승강장은 2개소 이상 설치하며, 경량전철
의 경우 상대식 승강장은 각 승강장 편측에 1개소 이상씩 총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섬
식 승강장은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 환승정거장에서는 가급적 환승을 위한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승․하차 승객과 환
승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2) 설치 기준
 1) 내부계단은 가급적 직선으로 설치하며, 경량전철의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승강장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꺾이게 설치할 수 있으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꺾이는 곳에서
는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2) 일반계단의 계단석 크기는 폭 330㎜, 높이 165㎜를 표준으로 하며, 에스컬레이터와
의 병행계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약시자의 계단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계단의 첫단 및 끝단과 계단참의 계단코는 
특수색깔 처리한다.
 4) 폭 5m 이상의 계단에는 계단 중간에 폭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5) 계단 전후에는 중량전철의 경우 10m, 경량전철의 경우 4m 이내의 동선 상에는 지
장물을 금지한다. 다만, 기존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의 승강장 기둥 등은 예외로 한다.
 6) 계단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 계단 간 간격을 15m 이상 둔다. 
다만, 기존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높이 3m 이내마다 폭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8) 최소유효폭은 계단 마감을 기준으로 중량전철은 3m, 경량전철은 2m 이상으로 하
며, 에스컬레이터와 병행할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9) 승객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결정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며 혼잡 시 승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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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가. 통로～계단: 4m
  나. 계단～집․개표구: 6m
  다. 계단～보도: 6m(중량전철), 4m(경량전철)
  라. 계단참: 1.2m
  마. 계단과 계단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한 층에서는 계단에서 벽체․기둥 등의 구조물
까지 4m의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3) 규모산정
 1) 계단 총 폭은 식 3.15와 같이 산정한다.
      (계단 총 폭) = (계단 필요 폭) + (폭원정수)  [식 3.15]
 2) 계단 필요 폭은 식 3.16과 같이 산정한다.
      (계단 필요 폭) = (평균 피크 분당 통행) ÷ 35  [식 3.16]
 3) 계단 폭원정수(SC)는 식 3.17과 같이 산정한다.
      폭원정수(SC) = 0.3 × Nwall (여기에서 Nwall: 마감벽체 수)  [식 3.17]

3.3.2 외부계단(출입구)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외부계단 위치를 결정한다.
 2) 중량전철은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 및 외부계단은 교차로의 각 모
서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도로의 미드블록에 설치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 및 외부
계단은 보도마다 2개소 이상 설치한다. 경량전철은 도로의 지상횡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1
개소 이상, 도로의 지상횡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 외부계단은 기존의 보도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녹지 및 공원 등에 설치하
며,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
 4)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보차선을 조정하거나 도로법면을 조정하여 잔여보행폭을 확
보한다.
 5) 사유지의 침범을 가급적 억제한다.
 6) 보도 상의 잔여보행폭이 2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 조정, 건물의 후퇴선 활용, 인
접한 대형건물의 출구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점용
하여 보도 폭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다만, 기존 외부계단(출입구)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설치 기준
 1) 계단석의 크기는 “3.3.1 내부계단”을 준용한다.
 2) 최소유효폭은 중량전철은 3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2m 이상으로 하
고, 경량전철은 2m 이상으로 한다. 단, 에스컬레이터와 병행할 경우에는 1.5m 이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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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잔여보행폭은 2m 이상으로 한다.
 4) 눈․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마감을 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5) 진입부 계단참의 길이는 최소 1.2m 이상으로 한다.
 6) 약시자의 계단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계단의 첫단 및 끝단과 계단참의 계단코는 
특수색깔 처리한다.
 7) 노면과 계단참 사이는 장애인을 위하여 유효폭 1.2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8) 경사로의 전면 1.5m 이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한다.
 9) 전면 최소 여유 공간 등의 사항은 내부계단의 기준을 준용한다.

3.3.3 에스컬레이터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외부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보행동선이 
연속적으로 승강장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2) 외부출입구가 교차로에 위치하는 경우 2개소 이상 설치하고 미드블록에 위치하는 
경우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3) 눈․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캐노피(지붕) 등 눈․비 차단시설을 설치하되 도시미관을 고려한다.
 4)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한 모든 내부계단에 가급적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
소 이상씩 설치한다.
 5)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
한다.
 6) 경량전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승강장 폭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계단과는 다른 위치에 분리 설치한다.

(2) 설치 기준
 1) 기계의 고장 및 점검과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계단과 병행 설
치하도록 하며, 계단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계단유효폭이 3m 이상이고 3.5m 미만인 경우: 디딤판의 폭이 800㎜ 이상인 에
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한다. 다만,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디딤판의 폭이 
580㎜ 이상인 에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할 수 있다.
  나. 계단유효폭이 3.5m 이상이고 5m 미만인 경우: 디딤판의 폭이 980㎜ 이상인 에
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한다.
  다. 계단유효폭이 5m 이상인 경우: 디딤판의 폭이 980㎜ 이상인 에스컬레이터를 상․
하행 설치하고 계단의 잔여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라. 상행 에스컬레이터와 하행 계단만 있을 경우 계단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2) 핸드레일 끝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가. 에스컬레이터～통로: 6m(중량전철), 4m(경량전철)
  나. 에스컬레이터～에스컬레이터: 12m(중량전철), 10m(경량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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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스컬레이터～집․개표구: 8m(중량전철), 6m(경량전철)
  라. 에스컬레이터～보도: 6m(중량전철), 4m(경량전철)
  마.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또는 계단)를 병렬로 연결하기 위한 층에서는 에스
컬레이터에서 벽체․기둥 등의 구조물까지 중량전철은 6m, 경량전철은 4m의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중량전철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최소 여유 공간 > 

< 중량전철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

  
< 중량전철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병행 

설치된 경우 >

(3) 규격
 1) 디딤판의 폭은 980㎜를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580㎜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속도는 층고가 6m 이내일 경우 40m/분 이하로 하며, 6m 이상인 경우 30m/분 이
하로 한다. 다만, 연계되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동일하게 한다.
 3)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시․종점부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이 되도록 한다.
 5) 비상 시 승객의 인지가 용이한 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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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엘리베이터

(1) 설치 위치 및 개소
 1)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공공 보도로써의 기능 수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무
료공간과 유료공간에 모두 설치한다.
 2) 중량전철은 미드블록에서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
서는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교차로 상에서는 각 방향별로 4개소를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2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경량전철은 정거장
이 도로 편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양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하고, 정거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양
측에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로 중앙에 1개소만 설치가 가능
하다.
 3) 정거장 내 유료공간에서 승강장까지에는 섬식 승강장의 경우 1개소 이상,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 각 승강장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쉽게 인
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다국어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4) 보행동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5)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고 가능한 장애인용 주차장에 근접하도
록 배치한다.
 6)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7) 지상 보도 및 정거장 내부에서의 개방감 확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투시형으로 설
치한다.
 8) 도로 여건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지상에 노출되는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에 필요
한 공간을 확보한 후 최소한의 크기로 외부를 마감한다.

(2) 설치 기준
 1) 승강기 규격은 15인승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 여
건을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규격 이상으로 한다.
 2)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0㎜ 이상, 높이는 2,100㎜ 이상으로 한다.
 3) 노면수의 승강장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인근 출입구 최상단
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거나, 지형 여건에 맞추어 적정 높이 차를 두어 설치한다.
 4) 엘리베이터의 내ㆍ외부 사이의 틈새는 20㎜ 이하로 한다.
 5) 내ㆍ외부의 단차는 없게 한다.
 6) 전동휠체어 충전장치를 유료공간 내 1개소 이상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엘
리베이터 이용객의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3.5 무빙워크

(1) 설치 기준
 1)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50m 이상일 때는 무빙워크를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2) 무빙워크를 설치한 경우 잔여 보행통로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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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워크 설치기준(통로길이 50m 이상인 경우) >

 3) 전면 최소 여유 공간은 “3.3.3 에스컬레이터”의 세부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에
스컬레이터”는 “무빙워크”로 한다.

< 중량전철 무빙워크의 전면 최소 여유 공간 >

 4) 디딤판의 폭은 980㎜를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580㎜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비상 시 승객의 인지가 용이한 위치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3.4 통로

3.4.1 일반통로

(1) 설치 기준
 1) 통로 중간에 편의시설, 안내시설이나 만남의 광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승객의 주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주요 관광지 역사에는 안내시설을 역무실 등과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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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하며, 관광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고려할 수 있다.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주요 관광지 역사에는 여행용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소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4) 가급적 직선화 및 개방공간으로 계획하여 승객의 인지도 및 방향성을 향상시킨다.
 5) 통로의 폭원은 승강장 폭원산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6) 경사통로에서 경사면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7) 통로의 최소유효폭은 3m 이상으로 한다.
 8) 개방감을 위하여 통로 높이(천장 높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3.4.2 연결통로

(1) 설치 기준
 1) 연결통로는 전용통로와 겸용통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
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가급적 전용통로보다는 겸용통로를 설치한다.  
 3) 겸용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건축물을 활용하여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한다(이를 감안하지 않고 수립한 기존의 도시철도 출입구 계획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4.3 환승통로

(1) 설치 기준
 1) 통로 폭은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산출된 이용객 수에 대응한 소요 폭 이상으로 하
되 최소유효폭을 3m 이상으로 한다.
 2) 통로 폭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가급적 중간에 지장물이 없어야 한다.
 3) 승강장 중간에 승강장과 직각으로 환승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결부의 6m 구간 
통로 폭을 승강장의 폭 만큼 확폭하거나 구조물 모서리의 직각 벽면부를 사선 처리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환승통로가 승강장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3.2.1 승강장”을 준용한다.
 5) 환승통로가 50m 이상인 경우, “3.3.5 무빙워크”의 설치기준을 준용하며, 환승통로 
높이(천장 높이)는 3m 이상으로 한다.
 6)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소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폭원산정
 1) 통로 폭은 식 3.18로 산정한다.
      (통로 폭) = (첨두 1분간의 통과인원) ÷ F + (2 × 0.3)  [식 3.18]
      여기에서, 서비스수준 E의 상한값인 군집밀도 1인/㎡에 대한 군집보행속도는 
60m/분이 되며, F = 1인/㎡ × 60m/분 = 60인/m/분이 된다. 따라서 폭원 산정 시 F
는 60을 적용한다.
 2) 첨두 1분간의 통과인원은 “3.2.1 (9) 일반정거장의 승강장 폭원산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객 수”는 “통과인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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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신교통 연결통로

(1) 설치 기준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서 제시된 목표년도 이내에 도시철도 정거장과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교통이 교차한다면 
해당 정거장에서는 신교통과의 연계에 대비한 연결통로 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지하형, 지상형, 고가형의 다양한 신교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3) 지하형의 신교통과의 연결 시,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신교통과의 예상 환승수요를 
기준으로 “3.4.3 환승통로”를 준용하여 연결통로를 계획한다.
 4) 노면형 신교통 및 고가형 신교통과 연결 시,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신교통과의 예
상 환승수요를 기준으로 “3.3.1 내부계단”을 준용하여 폭원을 결정하고 수직이동시설
(에스컬레이터, 외부계단)은 “3.3 승강시설”의 기준을 준용한다.

3.5 역무 및 지원시설

3.5.1 역무시설

(1) 역무 종합관리실 
 1) 역무 종합관리실은 대합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2) 승객의 안전을 위해 대합실측에 투시창을 설치한다.
 3) 역장실은 가급적 역무 종합관리실에 배치하며, 별도로 배치하는 경우 역무 종합관
리실에 근접하여 계획한다.

(2) 발매기실
 1) 발매기실 관리는 매표소 근무자가 하게 되므로 역무 종합관리실에 근접 배치하고 
내부출입문을 설치한다.
 2) 발매기실 전면 상부에는 노선도, 요금표 등 안내시스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발매기는 가급적 1개소에 집중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위치에 발매기실 
1개소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

(3) 도시철도 수사대 및 출장소
청원경찰실 등 관련 실을 설치하는 경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4) 기타 시설
침실은 역무 종합관리실에 인접하게 배치하고, 운영계획 상의 취침 직원 수 및 남․여 분리
를 고려한다.

3.5.2 기능실

(1) 배치 및 소요면적
 1) 다양한 도시철도시스템의 요구특성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적정규모 및 합리적인 



- 169 -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수적인 기능실만을 지상 및 지하역사 특성에 맞게 선택 설치하
고, 본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기능실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
량전철 정거장이 한 개 층인 경우 역무관련 기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통 
기능실 및 특수 기능실은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2) 각종 기능실의 소요면적은 실질적인 근무인원, 장비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산정한다.
 3) 기능실의 통로 유효폭은 1.8m 이상 확보하며 전기실, 변전실, 환기실의 장비 반입
을 위한 통로 유효폭은 2.5m 이상 확보한다.
 4) 기능실의 내부계단은 관련 직원만 이용하는 계단으로서 유효폭 1.8m 이상, 단 높
이 180㎜ 이하, 단 너비 280㎜ 이상, 계단참 1.8m 이상으로 하되, 환기실이나 변전실
로 연결되는 주계단은 유효폭과 계단참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능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2) 전기실
정거장 길이방향 중심선에서 가급적 한쪽 방향으로 배치하고 물과 관련된 기능실들은 전
기실의 상부 또는 동일 층에 근접배치를 억제한다.
(3) 공조기계실(환기실)

 1) 공조기계실은 정거장의 공간구조에 따라 양 끝단 분리배치, 중앙배치, 층별 분리배
치 등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반송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거장 배치를 원
칙으로 한다.
 2) 바닥으로부터 보 하단까지의 높이는 5m 이상으로 한다.
 3) 공조기계실과 역무실 및 승객공간과의 경계벽은 차음구조여야 한다.

(4) 통신기계실 
 본 시설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위치에 배치한다.

(5) 물탱크실
 물탱크실은 공조기계실의 내부에 두거나, 공조기계실에 인접 배치한다. 

(6) 소화약제실
 전기실에 인접 배치하되 변전실이 있는 정거장은 변전실에 인접 배치한다.

(7) 배수펌프실
 가급적 승강장 끝에 배치하되 설치위치는 토목분야의 배수계획에 따른다.

(8) 변전실
 1) 전기실과 가능한 인접 배치한다.
 2) 변전실의 층고는 5.5m 이상으로 한다.
 3) 지상도로 등에서의 장비반입구(3m × 4m) 설치 및 변전실과의 연결을 고려한다. 다
만, 경량전철 정거장이 한 개 층인 경우 장비반입은 지상도로 및 본선 등에서 장비반입
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장비반입구의 크기는 관련분야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9) 신호기계실
 위치는 신호분야의 분기선 계획에 따르되 가급적 통신기계실과 근접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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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전취급실
 위치는 신호분야의 분기선 계획에 따르되 신호기계실과 인접 배치한다.

(11) 현업사무실
 1) 역무 종합관리실과 이격 배치되는 경우 현업사무실용의 별도 샤워 및 탈의실 설치
를 고려한다.
 2) 현업사무실의 종류는 전기, 신호, 통신, 전자, 건축, 기계, 궤도, 토목사무실 등이다.

(12) 기타시설
 기동검수원실, 주재소 등의 위치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3.5.3 피난시설

(1) 설계 기본원칙
 1) 각 승강장마다 독립적인 탈출경로가 두 가지 이상 있어야 한다.
 2) 대피 수용량은 일 통행시간 중 가장 혼잡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상 대피의 경우에는 승객들이 가능한 모든 공간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스
침여유를 무시하여 경로의 폭을 적용한다.
 4) 정거장 내 열차 화재 및 정거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5) 방화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제연(除煙)시설을 두도록 한다.
 6) 비상대피시설 및 대피방법에 대한 외국인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시설 및 
사용법 등에 영어 등 다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7)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피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8) 지상정거장에서는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을 「건축법」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9) 지상정거장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한다.

(2) 정거장 내 열차 화재 
 1)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가. 열차 정차 이후 가장 혼잡한 승강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열차에 화재가 발생
할 때 정거장 안의 모든 승객이 승강장에 있다고 가정한다.
  나. 각 층마다 하나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엘리베이터 또한 비상대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2) 대피인원 산정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승강장의 대피인원은 한 대의 열차가 연착될 경우의 열차의 승객 
수까지 감안한 것으로 식 3.19로 산정한다.

      (대피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 + (열차수용인원) × 2  [식 3.19]
      여기에서,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은 첨두 1시간 대기인원의 30%를 첨두 15분 
대기인원으로 하여 분당 인원을 산정한다. 또한, 열차수용인원은 재차인원으로 하되 
[(열차수용인원) × 2]항이 만차인원을 초과 시에는 만차인원을 적용한다.

다른 승강장의 대피용량은 일반 승하차인원으로 식 3.20으로 산정한다.



- 171 -

  (대피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하차인원)  [식 3.20]
또한, 두 개나 그 이상의 탈출 경로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해당 통행량을 모두 더
해야 한다.

 3) 대피시간의 산정
  가. 대피시간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대피요소별로 대피인원과 대
피 수용량에 따라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을 구한다.
  나. 대기시간은 표 3.1의 대피요소별 단위 폭 당 대피 수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동시간은 표 3.2의 대피요소별 승객 이동속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대피 요소 대피 수용량

수평이동요소 (승강장, 대합실, 통로) 80인/m․분
수직이동요소 (계단,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60인/m․분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120인/m․분
집․개표구 집․개표구 당 60인/분

[표 3.1] 대피요소별 단위폭 당 대피 수용량

대피 요소 대피 속도

수평이동요소 (승강장, 대합실, 통로) 60m/분

수직이동요소 (계단,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15m/분

작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36m/분

[표 3.2] 대피요소별 승객 이동속도

 4) 대피시간의 기준
모든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
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한다.

 5) 정차 시 열차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장 안
전문의 안전보호벽을 포함한 모든 문과 벽체는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정거장의 화재
 1) 다음의 상황을 가정한다.
  가. 정거장의 가장 용량이 큰 통로에 화재가 난 것으로 하여, 가장 용량이 큰 통로를 
비상 대피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가정한다.
  나. 각 층마다 하나의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며 엘리베이터는 비상대피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피인원 산정

정거장에 화재가 발생한 승강장의 대피인원은 피크 때의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에 열차에
서 하차하는 승객수를 더한 수로 한다. 즉, 대피인원은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과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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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승강장 하차인원을 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두 개나 그 이상의 탈출 경로가 한 곳으
로 모이는 곳에서는 해당 통행량을 모두 더해야 한다.

 3) 비상 대피에 사용할 수 있는 대피경로에 대하여 열차 화재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피시간을 산정하고 대피시간의 기준 내에 들어야 한다.

3.5.4  침수방지시설

(1) 설계 기본원칙
 1) 직접적인 침수를 고려하면 집수정의 규모가 인근 지역의 유수지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대규모이어야 하므로 최대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과 비상시 신속한 침수배
제에 대해서만 계획한다.
 2) 인근 하천의 홍수기록을 참조하여 출입구 설치 장소의 지반고가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경우는 일반지역, 낮은 경우는 침수가능지역으로 구분한다.

(2) 노면출입구
폭우 시 노면수가 개구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보도면보다 상향조정한다.

 1) 일반지역의 계단은 기존 보도 높이에서 1단 이상(165㎜) 높게 시공한다.
 2) 침수가능지역의 계단은 기존 보도 높이에서 2단 이상(330㎜) 높게 시공하며, 여건 
변화로 노면배수가 곤란할 때를 대비하여 출입구 전면 개구부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3) 긴급차단시설의 높이 기준은 예상침수높이를 감안하여 보도면에서 1m 이상으로 한다.

(3) 연계출입구
지하상가나 인접한 대형 건물과의 연결통로는 연결사업 시행자가 연계 출입구의 계획 시 
침수가능 여부와 침수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4) 환기구 구조물

 1) 침수가능지역에서는 환기구의 지상개구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도면에서 
2m 이상의 돌출형으로 계획하거나 2m 이상 돌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차수시설
을 설치한다. 다만, 배기형 환기구를 보도에 바닥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폭 2m를 확보하고 0.3m 이상의 유입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2) 일반지역에서는 환기구의 지상개구부 주변의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우수가 유
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지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투시형으로 계획하고, 보
행인의 접근 및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4) 환기구 덮개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물의 낙하방지턱에 안착되는 구조로 계획하고 낙
하방지턱은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5) 환기구가 보도에 설치되어 다수의 보행인의 통행 및 물건 적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환기구 덮개 및 지지구조물은 5kN/㎡의 등분포 활하중을 적용하고 허용 처짐은 
[(장변방향 길이) / 360] 이하로 한다. 다만, 보행량이 적고 차량 등의 다른 하중이 없
는 경우에 3kN/㎡ 이상의 등분포 활하중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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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기구 상부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경우에는 1kN/㎡ 이상의 등분포 활
하중을 고려할 수 있다.

(5)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1) 침수가능지역에서는 차수구조가 보도면에서 1m 이상 돌출되도록 계획하며 전면 입
구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2) 일반지역의 계단은 1단 높게 승강면을 계획하고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변의 지
상면을 구배 조정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전면 입구에 긴급차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6) 집수정
 1) 본선 및 정거장 유입수량은 본선 1㎞당 2㎥/분(정거장은 본선과의 주변장 비율로 
환산)와 정거장의 생활하수량 0.1㎥/분으로 산정한다.
 2) 지상개구부의 유입수량은 강우강도 100년 빈도의 유입수량을 적용한다.
 3) 지상개구부는 해당 구간의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 환기구의 지상개구부, 본선의 지
상탈출구간(U-type)과 같이 강우가 직접 유입되는 부분으로 한다.
 4) 저수시간을 30분으로 설계하며 하천 통과 등 다량의 유입이 예상될 경우 50% 할증
한다.
 5) 일반지역에서는 배수펌프를 2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100%로 합계 
200%를 확보하며, 3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60%로 합계 180%를 확보한
다.
 6) 침수가능지역의 배수펌프 용량은 유입수량의 400% 이상을 확보하고 예비 펌프를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비상시 긴급배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상전원으로 운용
한다.
 7)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 배수시스템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한다.

3.6 교통약자시설

(1) 설계 기본원칙
 1) 장애인,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 접근시설에서 탑
승하기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교통약자를 위하여 표 3.3의 시설별 상세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해야 한다.
 3) 본 지침에서 교통약자 시설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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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상세 고려사항

역

사

내

시

설

화장실
위치, 표시, 안전, 간편문 개폐장치, 부스공간, 경보장치, 장애인용 내

부설비

개찰표 구입 위치, 자동문, 통과가능 집․개표구

구내유도표식
구내안내판(촉지모형, 테이프레코더 외), 유도바닥재,  보조자와의 연

락

역

사

외

시

설

주차장에서의 표시 전용주차장의 표시, 유도표식, 위치, 크기

주차장 통로 통로덮개, 단차, 난간, 수평면의 위치

주차장수직교통 경사로 구배, 난간, 승강기

플

랫

홈

/

승

강

장

표시
유도블록 표시, 안내표시, 경보 및 위험 표시, 발착위치 표시, 행선표

시

수직이동시설 엘리베이터, 경사로, 보조자 연락, 난간 외

수평이동시설 휠체어의 대여, 보조자 연락

열차와 승강장연단 열차와 승강장연단사이 간격의 해소, 위험구역의 표시와 대비법

[표 3.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별 배려항목

(2) 출입구
 1) 출입구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단과 병행하여 경
사로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3) 대합실
 1) 동일 층에는 원칙적으로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단차를 두어야 
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험 방지 측면에서 표면을 거칠게 처리하여 미
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개표구 부분과 계단의 시․종
점부 등 미끄럼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미끄럼 방지 마감재를 사용한다.
 3)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물은 가급적 통로에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기둥이나 벽의 모서리 등은 둥글게 하거나 45° 또는 60°의 각으로 모따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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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장
 1) 바닥면의 구배는 1/100 정도로 하며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해야 한다.
 2) 바닥구배는 선로 반대쪽으로 둔다.

(5) 계단
계단의 챌면 하단은 수직면으로부터 20㎜ 안쪽으로 경사지도록 하고, 디딤판이나 계단참
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한다.
(6) 계단 손잡이(난간, Hand Rail)

 1) 가급적 계단의 양측에 설치해야 하고 계단의 폭이 넓어 중앙난간을 설치할 경우에
도 시작부터 끝까지 연속되게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전 박스나 셔터 등의 설치로 부득
이 끊길 경우에는 개구의 폭이 100㎜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850㎜,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50㎜로 하며 계단의 시‧종
점부에 있어서는 300㎜ 이상 수평 연장한다.
 3) 손잡이 양끝 부위는 벽 또는 기둥 쪽으로 둥글게 마무리한다.
 4) 손잡이의 굵기는 32～38㎜ 범위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해야 한다.

(7) 점자 표시판, 점자블록 및 유도 안내시설
 1) 내‧외부계단 양측 벽체에 설치되는 계단 손잡이에는 점자 표시판을 부착하여 호선
명, 정거장명, 출입구 방향, 계단 오르내림 표시, 열차 진행 방향 등을 점자 표시함으로
써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
 2)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할 경우에는 전·후 공간 300㎜ 전면에 경고용 점자타일을 설치
하며, 계단과 병행되는 경우 유도용 점자타일을 계단 방향으로 설치한다.
 3) 설치 위치는 휠체어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외부출입구 및 내부 계단의 양측 벽 계
단 손잡이 시‧종점부에 설치한다.
 4) 계단 손잡이의 점자 안내판 표시는 표 3.4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비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를 고려한다.
 6) 보도 ↔ 외부계단(출입구) ↔ 대합실 ↔ 승강장 간의 동선유지를 위하여 바닥에 30
㎝ 폭의 점자유도블록을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연결성 있게 설치한다.
 7)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각 외부계단입구(출입구)에 지상 엘
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곳까지 동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위치안내를 연결성 있게 표시해야 한다.
 8) 유도블록 양 끝선에서 60㎝ 내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출입구, 매표소, 계단 및 엘리베이터 근처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설치
한다.
10) 승강장 안전문의 출입문 양쪽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한다.

    11) 전동휠체어 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충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위치안내를 연결성 있게 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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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부측(내려가는 시점) 하부측(올라가는 시점)

외부 출입구
계단 내림 표시(화살표), 

호선명, 정거장명
계단 오름 표시(화살표) 

+ 출구방향

대합실
계단 내림 표시(화살표), 
실 위치

계단 오름 표시(화살표)

+ 실 위치 

승강장
계단 내림 표시(화살표), 
열차진행방향 

계단 오름 표시(화살표)

+ 실 위치 

[표 3.4]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 표시

(8) 수동매표소
 1) 매표소의 매표구 높이는 승객 측에서는 95㎝, 매표원 측에서는 75㎝로 하며, 안내소 등 
대화를 주로 하는 상담구의 높이는 75㎝로 한다.
 2) 매표소의 챌면의 하단 깊이는 20㎝ 이상, 기타 챌면의 하단 깊이는 45㎝ 이상으로 한다.

(9) 장애인용 집․개표구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객,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한 승객 등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적어도 집․개표구 1개소의 유효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또한, 카드단말기를 양쪽에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및 노약자용 화장실

 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2) 설치 위치는 남․여 화장실 각각의 내부에 출입구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휠체어의 이동 또는 출입문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전면에 1.5m × 1.5m 이
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한다.
 4) 한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35～40㎝ 범위의 지점에 고정 설치하되, 다른 쪽 손
잡이(회전 가능)와의 간격은 70㎝ 내외로 한다.
 5) 회전 가능한 손잡이 쪽 변기 측면에서부터 측벽까지 75㎝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6) 화장실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폭 이상이어야 하고 단차를 두지 않는다.
 7) 화장실 문은 유효폭 90㎝ 이상으로 가볍고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며 휠체어 사용자
가 조작하기 쉽고 작은 힘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8) 변좌의 높이는 휠체어의 바닥면과 같은 높이인 42～45㎝ 정도로 한다.
 9) 휠체어용 화장실의 내부 치수는 2.1m × 2.1m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 시 조
정할 수 있으나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10) 남자 일반화장실에는 지지대가 있는 소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11) 자동문이 설치된 화장실의 출입문 스위치는 변기에 앉은 채 조작이 가능한 거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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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화장실 개요도 >

(11) 엘리베이터
 1) 조작패널의 설치위치는 바닥에서 0.8～1.1m 높이의 엘리베이터 전면 벽이나 측면에 설치하
고, 박스 내 조작패널의 형태는 가로형으로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조작 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개폐되도록 한다. 여기서 충분한 여유
라 함은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최소시간은 3초, 보행 장애인에게는 5～6초, 휠체어 사용자에게
는 10초 이상을 말한다.
 3) 광전 장치로 개폐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을 인식할 수 있는 검출 시설을 갖춘다.
 4) 엘리베이터면과 구조물 바닥면과의 이격거리는 20㎜ 이하로 하며, 고저차가 없게 한다.
 5) 층수 인식을 위하여 층수 번호의 점자 표시 및 음성 안내를 하도록 한다.
 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승강기 전면 및 내부에 승강기의 진행방향, 도착층, 출입문의 개폐 상
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다.
 7) 노면과 엘리베이터 단차가 15㎝ 이상인 경우 양측에 연속하여 핸드레일을 85㎝의 높이로 
설치하며 노면과 엘리베이터 바닥 사이에는 유효폭 1.5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8)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강을 위해서 1.5m × 1.5m 이상의 유효공
간을 확보한다.
 9) 엘리베이터의 고장, 점검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외부에 비상호출버튼을 
설치해야 한다.
 10)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길이 1.4m 이상으로 하되, 휠체어를 위
한 측면 조작판이 없는 경우에는 1.4m × 1.4m 이상으로 한다.

(12) 휠체어리프트
입지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정거장에는 고정형 혹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도록 한다.

 1) 휠체어리프트 전면에는 승‧하강을 위하여 1.5m × 1.5m의 유효바닥 면적을 확보해
야 하며, 휠체어용 평판의 크기는 최소 유효폭 76㎝, 유효길이 1.05m 이상으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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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리프트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휠체
어리프트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폭 등 운행적합 여부를 고려한 후 전동휠체어 등 신
형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한 휠체어리프트로 설치해야 하고, 교체 전까지 기존의 휠체어리
프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 장소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이 경우 벽면으로부터 40cm 이상이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계단 상부 및 하부 2개소에 원격조정이 가능한 탑승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탑승자 
스스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4)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잠금장
치를 설치하고 과속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입구에는 눈에 잘 띄는 문자 또는 도안으
로 안내표시를 해야 하며, 휠체어리프트는 자동호출이 가능하도록 호출버튼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정거장 외 시설

4.1 일반 사항

(1) 정거장 외 시설은 도시철도 이외의 교통수단(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등)이 도시철
도와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이 장에서는 도시철도를 위주로 한 교통수단의 환승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3) 도시철도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 간의 환승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와 타 교통수
단(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등)과의 환승실태를 파악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환승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4) 교통수단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과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교통수단의 장점을 충
분히 살려 교통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1) 역세권 내의 이용객 통행실태조사 및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등의 환승실태를 파악한다.
 2) 환승시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상호 연계성을 갖추도록 한다.
 3) 개인교통 수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본 지침에서 제공하지 않는 세부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2 연계 시설

4.2.1 버스정류장

(1) 버스정류장은 정거장 외부 출입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하며 가급적 베이(bay)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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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버스의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산정한다.
(2) 정거장이 교차로에 위치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의 적정 위치 및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장이 교차로를 횡단하기 전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역 유·출입구에 가능
한 한 접근시키되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이격거리 50m를 확보한다.

< 정거장이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

 2) 교차로를 횡단한 후에 환승하는 버스정류장(FS)인 경우에도 버스정류장을 도시철도
역 유·출입구에 가능한 한 접근시키되 이격거리 50m를 확보한다.

(3) 정거장이 미드블록에 위치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의 적정위치 및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정거장이 미드블록에 위치한 경우 버스정류장을 정거장 외부 두 출입구 사이에 위
치하지 않도록 한다.
 2) A 버스정류장은 정거장 외부 출입구에 근접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B 버스정류장 위치 
시 버스정류장과 정거장 외부 출입구 간 길이는 버스정류장 길이(Ls)의 1/2 이상을 둔다.

< 정거장이 미드블록에 위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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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자전거 보관소

(1) 장래 자전거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모든 정거장에 설치하되 도심 외곽 및 공원, 광장 
등과 인접한 정거장에 설치한다.
(2) 정거장 외부출입구 부근 국․공유지를 활용하되 가급적 비활용 공간을 이용하고 출입
구로부터 도보거리 2분 이내(120m) 또는 정거장 출입구 내부에 설치한다.
(3) 5대 주차 규모로 모듈(Module)화 하여 이동 및 증설이 편리하도록 한다.
(4) 관리 및 위치 선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 보관소의 형식을 결정한다.
(5) 자전거 보관소 내 자전거 수용방법, 주차방식, 동선처리는 부지의 형상과 면적, 계획
주차대수, 정거장 출입구와 버스정류장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6) 자전거 보관소는 대당 폭 0.6m 이상, 길이 1.5～1.9m, 높이 1.9m 정도로 한다.
(7) 자전거 보관소 위치는 타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훼손 및 도난 방
지를 위해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인의 관측이 용이한 곳에 위치시킨다.

4.2.3 환승주차장

(1) 도심 및 부도심지에서 이격된 저급지에 위치한 정거장만을 설치 고려대상으로 하되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정거장 출입구로부터의 거리는 200m 이내로 한다.
(3) 대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출입구를 가급적으로 분리한다.
(4)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굴착한 도로 하부의 지하공간을 활용한다.
(5) 계획 주차면 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해야 하며, 
환승이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한다. 이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 연장은 기․종점부를 
포함하고 지선 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포함하며 주차수요예
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을 따른다.
(6) 주차장 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교통 수단과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시킨다는 환승주차장의 목적을 감안하여 필
요여부를 판단한다.
 2)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 시 최소․최대․평균 소요
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3) 기계식 주차장에는 최대입고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
기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4) 장애인 주차공간은 지상층 등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정산소의 위치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정산소는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최근접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한 주
기에 해당하는 대기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로부터 대기동선을 확보해
야 한다.
 6)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
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 주차장 내 시설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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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차시설에의 진․출입 램프 대기 공간 확보 여부
  나. 주차램프의 적정구배 여부
  다. 진․출입 차량 크기를 감안한 최소 회전반경, 적정 램프 폭원 확보여부
  라. 주차 공간 내에서의 적정 시거 및 동선 체계 구축여부

(7)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진․출입구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거확보 여부
 2) 최근접 가로 및 교차로의 진·출입구 간의 거리와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처리가능 
여부
 3) 가로 첨두시 및 환승주차장 첨두시의 진․출입 통행량과 동선 체계
 4) 진․출입구로부터 환승주차장 내의 차량 대기공간과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간의 적
정성 여부 및 가로에의 부하 정도
 5) 진․출입구 및 차로 수와 유발교통량 간의 교통처리 인과관계
 6) 진․출입구의 폭원 및 진․출입 방식과 교통처리용량 제고 정도와의 관계
 7) 진․출입 동선체계 상 운전자의 진행목적 방향별 운행가능 여부
 8) 주차장의 진․출입구 및 요금정산소와 진․출입구 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
 9)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사각 정리 가능여부
 10) 진․출입 동선 상의 엇갈림 및 합류 분석과 허용가능 구간
 11) 주변 세가로와 환승주차장의 진․출입 동선과의 상충여부
 12) 진․출입구의 가감속도로의 설치규모 적정성여부
 13) 기타 지형조건 및 상위 동선체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4.2.4 환승센터

(1) 환승센터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환승주차
장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환승센터로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환승센터는 입지하고 있는 위치의 특성에 따라 크게 도심외곽, 지역연계, 도심내부 환
승센터로 분류할 수 있다.
(3) 환승센터 유형의 우선순위는 도심외곽 환승센터, 지역연계 환승센터, 도심내부 환승센
터로 하고 환승센터별 주요 필요시설은 표 4.2와 같다.
(4) 전체 도시철도 이용객의 상당수(절반 가량)가 연계버스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버
스와의 환승을 우선순위로 하며 환승센터의 접근로와 부지 내에 버스전용차선과 전용정
차대를 설치한다.
(5) 환승센터의 세부 설계 및 배치 기준,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 및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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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설 도심외곽 환승센터 지역연계 환승센터 도심내부 환승센터

여객시설

대 합 실 , 

마 을 버 스 정 류 장 , 

시 내 버 스 정 류 장 , 

택시정류장 및 대기소

대합실, 간선버스정류장, 

마 을 버 스 정 류 장 , 

시 내 버 스 정 류 장 , 

택시정류장 및 대기소

대합실, 시내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환승주차

시설

환승주차장

배웅주차장

자전거보관소

환승주차장

배웅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배웅정차장 

보행시설 대기 공간, 환승통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내시설

역무시설 매표소, 집․개표구, 방송실, 역무관련 기능실, 시설관리기능실, 창고 등

편의시설 화장실, 안내소, 공중전화, 파출소, 휴게시설 유실물취급소, 물품임시보관소 등

[표 4.2] 유형별 필요 환승시설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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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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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1호, 2018.12.31,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내
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및 기호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주기(natural period,  ): 자유진동 하는 구조물의 진동이 반복되는 시간 간격(sec)
   2. 내진등급(seismic classification):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수준을 내진Ⅱ등급, 

내진Ⅰ등급, 내진특등급으로 구분
   3. 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
   4. 내진성능수준(seismic performance level):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최소 성

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5. 설계지반운동(design ground motion): 내진설계를 위해 정의된 지반운동
   6. 설계지진(design earthquake): 설계지반운동을 갖는 지진
   7. 액상화(liquefaction): 포화된 사질토 등에서 지진동, 발파하중 등과 같은 충격하중에 의

하여 지반 내에 과잉간극수압이 발생하여, 지반의 전단강도가 상실되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8. 연성(ductility) : 비탄성응답을 허용하는 부재나 접합부의 성질
   9. 위험도계수(risk factor): 평균재현주기가 500년인 지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재현주기가 

다른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계수 
   10. 유효지반가속도(effective ground acceleration, S):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지반운동 수준
   11. 응답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 탄성해석으로 구한 각 요소의 내력으로

부터 설계지진력을 산정하기 위한 수정계수
   12.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 어떤 일정한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고유주기나 

진동수에 따른 지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 그래프
   13.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square root sum of square spectrum) : 직교하는 두 개의 응

답스펙트럼의 제곱의 합을 제곱근으로 나타낸 응답스펙트럼
   14. 지진구역계수(seismic zone factor) :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을 지진구역 I, 

II로 구분하고 암반지반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
로 표현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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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지반가속도시간이력
   2.   : 감쇠보정계수
   3.  :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4.  :　 강진동지속시간 구간에 해당되는 가속도시간이력의 푸리에진폭Fourier 

amplitude)
   5.   : 장주기 지반증폭계수
   6.   : 기반암 깊이, m
   7.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
   8.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자중에 의한 연직방향 하중
   9.  : 위험도계수
   10.   : 표준관입시험(SPT) N값
   11. q c : CPT 콘의 관입저항값
   12.  : 응답수정계수
   13.   : 유효지반가속도, g
   14.  : 암반지반
   15.  : 얕고 단단한 지반
   16.  : 얕고 연약한 지반
   17.  : 깊고 단단한 지반
   18.  : 깊고 연약한 지반
   19.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필요한 지반
   20.  : 지반의 지표면 응답 가속도 
   21.   : 기반면 응답속도
   22.  : 진동주기, s
   23.  ′  : 지반의 고유주기 
   24.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진동주기(T)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

소하기 시작하는 구간의 통제주기, s
   25.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상한 통제주기, s
   26.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가속도가 상수인 구간의 하한 통제주기, s
   27.   :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m/s
   28.   : 지진구역계수, g
   29.   :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30.  : 감쇠비, %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건설되는 지중 구조

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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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않거나 지하와 지상의 경계부 혹은 지상에 건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량 내진설계기준
   2. 철도 설계기준
   3. 건축구조기준
   4. 터널내진 설계
   5. 기초 내진 설계기준
   6.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7.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8.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
   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4조(내진설계의 절차) 도시철도시설의 일반적인 내진설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진등급, 성능목표의 결정
   2. 지진하중의 산정
   3. 구조해석
   4. 해석결과의 분석
   5. 시스템과 부재의 설계
   6. 필요시 비선형해석 및 분석
   7. 비구조요소의 설계
제5조(품질보증) ① 도시철도 건설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한다.
  ② 설계자는 규정된 내진설계항목을 숙지하고, 요구내진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에도 내진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장 내진설계의 기본 방침

제6조(기본개념)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는 지진 시 또는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
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7조(내진등급) ①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내진특등급 :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2. 내진Ⅰ등급 : 지진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등급

   3. 내진Ⅱ등급: 지진 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되어도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
은 시설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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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진 I등급
으로 분류한다. 다만, 창고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열차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진Ⅱ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내진성능수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 시에는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내
진성능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구조물의 경우 설계
당시의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하고, 비구조요소의 경우 전원 및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2. ｢붕괴방지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
물이나 시설불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 수준

제9조(설계지반운동 수준)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하는 설계지반운동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확률 10 %)
   2.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확률 10 %)
   3.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확률 10 %)
   4.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확률 10 %)
   5.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확률 10 %)
   6.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확률 10 %)
제10조(내진성능목표) ① 내진성능목표는 '평균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지진'과 '최소 요구 내진성

능수준'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②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목표는 제7조에서 결정한 내진등급, 제8조의 내진성능수준 및 제9

조의 설계지반운동 수준의 조합으로 결정하며,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는 표2.1과 같다. 
  ③ 시설물별로 합리적인 내진성능목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2.1에 규정된 최소 요구 내진성능

목표 이상으로 변경하여 설계할 수 있다.

설

계

지

진

내진등급
평균재현주기

특등급 Ⅰ등급 Ⅱ 등급

50년 기능수행

100년 기능수행

200년 기능수행

500년 붕괴방지

1,000년 붕괴방지

2,400년 붕괴방지

[표2.1] 내진성능목표

      

 제3장 설계지반운동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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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반사항) ① 설계지반운동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구조
건을 규정하며, 지진 발생 시 도시철도의 기능을 유지하여 대중교통 기능 수행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설계지반운동의 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적용한다.

제12조(설계지반운동 결정시 고려사항) 지반운동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지반운동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설계지반운동은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지표면에서의 자유장 운동으로 정의한다.
   2.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은 흔들림의 세기, 주파수 내용 및 지속시간에 대한 특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4. 설계지반운동은 수평 2축 방향과 수직방향 성분으로 정의된다.
   5. 설계지반운동의 수평 2축 방향 성분은 세기와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6. 지하 도시철도 구조물의 경우 설계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제13조(설계지반운동 결정의 절차) ①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지반가속도 산정 방법의 결정
  2. 유효지반가속도의 산정
  3. 지반의 조사 및 분류
  4. 설계지진응답스펙트럼의 산정
  ② 설계자는 부지 고유의 설계지진을 합리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제1항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유효지반가속도) ① 설계지진응답스펙트럼 산정을 위한 유효지반가속도(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 지진구역계수( )와 위험도계수( )를 곱한 값
   2. 국가지진위험지도로부터 구한 값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한 유효지반가속도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한 값의 80%보다 작

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우리나라의 지진구역은 지진구역 I과 지진구역 II로 구분하
며, 행정구역에 따른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는 표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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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
계수( )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Ⅱ 도 강원 북부2, 제주 0.07
1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2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3.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제16조(위험도계수) 제11조에서 결정한 성능목표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위험
도계수는 표3.2와 같다.

평균재현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2,400

위험도계수( ) 0.40 0.57 0.73 1 1.4 2.0

[표3.2] 위험도계수

제17조(지반의 조사) ①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
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한다.

  ② 내진설계에서는 지진에 대한 설계 지반운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시추를 실시한다. 기준면은 보통암 지반(전단파 속도     이상)으로 한다.

  ③ 액상화 저항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추조사는 지표면 아래 20m까지 실시한다.
  ④ 설계 지반운동 결정을 위하여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

단파 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변형률 크기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
을 조사한다.

  ⑤ 액상화 평가를 위해서는 시추주상도, 지하수위, 표준관입시험의 값, 콘 관입시험의 값, 
전단파 속도 주상도, 지층의 물리적 특성 등을 결정한다. 

제18조(액상화) ① 기초 및 지반은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② 설계 지진규모는 지진구역 I, Ⅱ 모두 규모 6.5를 적용한다.
  ③ 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한다. 
  ④ 예비평가는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한다.
  ⑤ 본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대상 현장에서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진동저항전단응력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전단응력의 비로서 정의되는 안전율로 평가한다.
  ⑥ 진동전단응력은 구조물의 내진등급을 고려하여 부지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고, 진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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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단응력은 현장시험 결과(값, 값, 값 등)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⑦ 본평가에서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은 1.0을 적용한다. 안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액상화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판정한다.

  ⑧ 액상화에 따른 기초 및 지반 안전성 평가는 시설물의 유형, 기초의 형식, 지반의 특성을 
고려한다.

  ⑨ 액상화로 인해 시설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제19조(지반의 분류) ① 국지적인 토질 조건, 지질 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반 분류의 기준면으로부터 기반암까지의 지반에 대한 
평균지반특성을 깊이( )와 기반암 상부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 )를 기준으로 , , , 
, , 의 6종류로 분류하며, 지반의 상세한 분류는 표3.3과 같다.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m)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m/s) 
 암반 지반 1 미만 -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3.3] 지반의 분류

②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  )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전단파 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으로 분

류한다.
  ④ 지반종류 은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 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

괴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2.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m)
   3.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m이고, 소성지수(PI; Plasticity Index) > 75)
   4.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m)
   5. 기반암이 깊이 50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제20조(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① 지상에 설치되는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설계지반

운동의 특성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른다. 



- 19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면에서의 설계속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한다.

  1.. 기반면에서의 설계 속도응답스펙트럼은 지반의 지표면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적분하여 
사용한다. 

  2. 성능수준별 감쇠비()를 적용하며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에 감쇠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정계수를 곱한값으로 정의된다.

   가.. 기능수행수준의 감쇠비는 0.1을 적용한다.
   나. 붕괴방지수준의 감쇠비는 0.2를 적용한다.
   다. 부지 고유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할 경우 3개 이상의 지진파 해석결과의 평균값을 이용

하여 감쇠율을 보정할 수 있다.
   3 해석대상 부지의 공진주기가 0.4초 이하일 경우, 기반면에서 응답속도는 지반의 지표면 

응답 가속도를 직접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대상 부지가 지반 또는 그 보다 
연약한 층이 깊게 발달되어 있어 공진주기가 0.4초 이상일 경우, 지진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기
반면의 속도응답스펙트럼을 구하도록 한다.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
⋅

   나.  ′ (=
 ) : 지반의 고유주기

       제4장 내진해석 및 설계

제21조(일반사항) ① 도시철도 지하역사 및 본선박스와 같은 지중구조물의 내진설계는 지진 발
생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은 관성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상의 구조물과 달리 관성력의 영향은 
작고 주변 지반의 변형에 따라 그 거동이 지배되므로 지진 발생 시 지반 변위의 영향을 적절
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2련 이상 박스형태 구조물의 경우 중앙부 기둥의 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제22조(하중조합) ① 설계지진력을 고려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제시된 하중계수와 하중조
합을 모두 고려한다.

   1.        또는  

   2.       또는  

  ② 기능수행수준에 대한 설계지진력을 적용할 경우 1.0E 대신 1.4E를 사용한다.

제23조(내진해석 방법) ① 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내진해석은 지반조건, 구조조건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해석법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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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가정적해석법
   2. 동적해석법(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
   3. 1~2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
  ② 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내진해석은 등가정적해석법을 사용하되 구조물의 형식이나 지반 조

건에 따라 정밀도가 확인된 적정한 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조 및 지반 조건이 복잡
한 경우,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도시철도구조물의 내진해석은 2차원 횡단면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반상태가 급격히 변화
하는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종방향에 대한 내진구조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등가정적해석법) ① 등가정적해석법은 지진 발생 시 지반변위와 지중구조물 및 주변지
반 관계에서 경계조건을 적절히 모델링하여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② 지반변위는 등가의 지진토압 또는 지반가속도로 치환할 수 있다.
  ③ 해석모델은 골조구조와 지반반력계수로 이루어진 분리형 모델이나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

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 등의 일체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응답변위법) ① 등가정적해석법 중 응답변위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1. 응답변위법을 사용한 내진해석은 지진하중을 지중구조물의 구체에 가장 불리한 응력, 변
위, 그 밖의 영향이 생기도록 작용시킨다. 구조계산 시 지중구조물을 지반반력계수로 지지된 
프레임(Frame) 요소로 모델화한다.

   2. 지반의 비선형특성을 고려한 전단탄성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반반력계수는 교량 하부구조 설계기준의 지반반력계수 산정 부분을 따르거나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4. 지진하중은 측벽토압, 상판에 작용하는 주면전단력, 저판에 작용하는 주면전단력, 측벽에 

작용하는 주면전단력, 관성력을 사용한다.
  ② 응답변위법의 해석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석단면 설정
   2. 지반조건 결정
   3. 설계응답스펙트럼 산정
   4. 지반변위 산정
   5. 지반반력계수 산정
   6. 설계하중 산정
   7. 부재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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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응답진도법) 등가정적해석법 중 응답진도법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1. 자유장 지반응답을 통하여 구조물 상단과 하단의 상대변위가 최대인 시점의 지층별 응답
가속도를 각 절점의 질량에 주어진 값을 곱하여 수평방향의 정적하중으로 작용시킨다.

   2. 응단진도법의 지진응답 해석결과는 보정계수 1.5배를 곱하여 사용한다.

제27조(응답수정계수) ① 지중구조물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은 제2장 및 제3장으로
부터 구한 탄성설계 지진력을 표4.1의 응답수정계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설계자는 이 설계 
부재력을 다른 하중에 의한 부재력과 조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기능수행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응답수
정계수(R)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붕괴방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경우에는 탄성해석과 탄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탄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응답수정계수로 나눠줌으로써 탄성해석만으로 
소성변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2. 탄소성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고 응답수정계수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표4.1] 응답수정계수(R)
구  분 기둥 보 비 고

철근콘크리트 부재 3 3

강 부재 또는 합성부재 5 5

제28조(동적해석법) ① 도시철도 지중구조물의 동적해석법은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한다.
  ② 비선형시간이력해석시 응답은 제23조의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지반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24조의2제1항으로부터 구한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 
   2. 제24조의2제2항으로부터 구한 실지진기록 활용 지반운동 시간이력
   3. 제24조의2제3항으로부터 구한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
  ④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해석모델은 지반운동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응답 크기와 특

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인 분포를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지반의 유연성이 매우 높아서 구조물의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반과 구조물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반을 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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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질량중심과 강성중심의 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틀림의 효과를 적절히 모델링하여야 한다.
  ⑦ 시간이력해석시 구조물 혹은 지반의 감쇠특성이 적절히 모델링되어야 한다.
  ⑧ 해석 시 7개 이상의 지반운동을 사용하며 설계는 평균응답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지반운동 시간이력) ①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지반 가속도, 속도, 변위 중 하나 이상의 이력으로 지반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2. 3차원 해석이 필요할 때 지반운동은 동시에 작용하는 3개의 성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3. 설계지반운동 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4. 부지에서 계측된 시간이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2항에 기술된 실지진기록을 활용

한 지반운동 시간이력 또는 제3항에 기술된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실지진기록 활용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실지진 기록은 국내여건과 유사한 판 내부(intra-plate) 지역에서 계측된 기록을 선정한

다. 이때, 관측소 하부지반이  지반 혹은 이에 준하는 보통암 지반에서 계측된 지진기록이
어야 하며, 고려하는 설계지진과 유사규모의 기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선정된 지진기록은  지반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맞추어 수정 
적용한다. 수정 시, 원본파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설계응답
스펙트럼에 맞추어 보정(Spectral Matching)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 설계 대상구조물의 
탁월주기(dominant period)를 주 대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력 지진기록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의 절대크기가 중요한 
경우, 상기 절차로 보정된 지진기록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지반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부합되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생성한다. 
   2. 지반운동의 장주기 성분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진원의 특성과 국지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시간이력을 생성해야 한다.
   3. 시간이력의 절단(cut off) 진동수는 최소 50Hz 이상이어야 한다. 
   4. 인공합성 지반운동의 지속시간은 지진의 규모와 특성, 전파경로 및 부지의 국지적인 조건

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진규모에 따른 구간선형 포락함수의 형상과 지속시간
은 그림4.1 및 표4.2와 같다. 이 때 강진동지속시간()의 한쪽 파워스펙트럼밀도(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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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s)

조

각

함

수

최

대

진

폭

[그림4.1] 가속도시간이력의 구간선형 포락함수
[표4.2] 가속도시간이력 구간선형 포락함수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속시간

지진규모 상승시간 (  ) 강진동지속시간 (  ) 하강시간 (  )

7.0이상-7.5미만 2.0 12.5 13.5 

6.5이상-7.0미만 1.5  9.0 10.5 

6.0이상-6.5미만 1.0  7.0  9.0 

5.5이상-6.0미만 1.0  5.5  8.0 

5.0이상-5.5미만 1.0  5.0  7.5 

5. 그림 4.1의 포락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강진동지속시간 은 가속도시간이력의 누적
에너지가 5%에서 75%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누적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전체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1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7. 다수의 인공합성가속도시간이력으로부터 계산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은 0.04
초와 10초 주기 영역에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어떤 두 개의 가속도시간이력 간의 상관계수는 0.16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지진응답계측) 지진응답계측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운영한다.

제31조(콘크리트 구조물 내진설계) ① 도시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트리트 구조기준의 ｢내진설계 특별 고려 사항｣을 적용한다.

  ② 구조적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 두 구조물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접합부는 충분히 보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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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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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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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2017.2.2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계획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2장 선로
          제1절 궤간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반
경800미터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S = 2,250/R
  S = 확대궤간(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곡선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4조(캔트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C = 11.8(V제곱/R)-C'
  C = 캔트의 크기(밀리미터)
  R = 곡선의 반경(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캔트 조정량(0∼100밀리미터)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
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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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일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R1×R2)/(R1-R2)≥1,200
  R1, R2=곡선반경(미터) (단, R1〉R2)

        제3절 건축한계

제7조(직선부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직선부의 건축한계는 차량측면으로부터 200밀리
미터이상(단, 승강장에서는 50밀리미터이상), 차량하부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차량상부는 지
하부분일 경우 400밀리미터이상이며 지상부분일 경우 1,050밀리미터이상 확보하며, 건축한계
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W= 24,000/R 
  W=궤도 중심의 각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R=곡선반경(미터)
        제4절 궤도

제9조(궤도의 중심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간에 기둥·벽·방음시설·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1. 복선인 경우: 4미터이상
  2. 3선인 경우: 두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4.3미터이상
  3. 4선인 경우: 세개의 중심간격중 가운데 한개의 중심 또는 가운데를 제외한 좌우측 중심간

격은 4.3미터이상
  4. 차량기지: 4.3미터이상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으로 한다.

제11조(도상의 두께 등) 영 제25조에 따른 도상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갈도상 구간(자갈막이가 없는 경우에 한함)의 도상 아래 부분의 
너비기준은 도상 어깨부분으로부터 1:1.8 구배를 유지한 값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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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구조물

제12조(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이
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이상(정거장
에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기준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의 깊이: 1.5미터이상. 다만, 도로개구부등 지형상 특
별한 경우 제외

  2.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고가구조물의 밑면까지의 높이: 4.5미터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5미터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3. 하천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높이 이상

        제3장 정거장

제14조(승강장의 너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차와 승차인원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본선과 본선사이에 2개의 승강장(쌍섬식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10]

제15조(승강장의 길이·통로의 폭) 영 제34조에 따른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다음
과 같이 한다.

  1. 유효길이: 최대 편성차량의 길이에 5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 (곡선정거장의 유효 길이는 반
경이 작은 쪽 기준)

  2. 통로의 폭: 교통수요에 의하여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며, 최소한 2.5미터이상
        제4장 전기설비

제16조(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
차(편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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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상부: 카테나리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또는 카테나리 직접 조가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전차선로의 높이(다만, 차량기지·개구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가. 지하부: 4,250밀리미터이상
    나. 지상부: 5,000밀리미터이상 5,400밀리미터이하
  3. 전차선의 편차(편위)레일두부 상면에 수직인 궤도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이내
        제5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신설 2011.11.10>

제17조(궤간 및 안내면간과 그의 공차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 고무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간의 공차는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
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를 허용하며, 이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형유도전동기
형식 등 차륜 답면이 소형인 차량의 경우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측방안내 방식)의 안내면간의 공차는 증 10
밀리미터를 허용하며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에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확대궤간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
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0밀리미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차량형식 또는 차축특성을 감안 열차안전운행 및 승차감 향상 등
을 위하여 산식 및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S = (1.5B)제곱/8R - S'
  S = 확대궤간(밀리미터)
  B = 고정차축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 0 ~ 4밀리미터
  ②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두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종류,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설치해야 할 경우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곡선부분의 안쪽 주행로에 두어야 하며,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차량 특성에 따라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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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확대궤간 및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 끝점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
  ②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안내면간 거리확대는 제18조제2항에 해

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
  ③ 제1항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및 제2항의 안내면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

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안에서 확대궤간 또는 안내면간 거리확
대의 차를 각 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제20조(캔트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크기는 제4
조의 산식에 의하되, 본선의 경우에는 최대 150밀리미터, 정거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밀리미터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에서는 횡기울기(캔트)의 크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본선의 경우는 횡기울기 6퍼센트(또는 캔트 100밀리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
며, 정거장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i = (V제곱/127R - f)×100
  i = 경사량 (%)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R = 곡선반경(미터)
  f  =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0~0.16)
  ③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는 내측 주행륜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캔트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횡기울기(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2조 제2항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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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
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 산식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한다.

  L = 8.75VC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표준 캔트량(밀리미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 산식의 길이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

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 6.94VC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의 산식 이상의 길이

가 되도록 한다.
  L = V세제곱/14R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R = 곡선반경(미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식의 길이까지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 곡선반경 450미

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운전선도에 의한 적용속도 
변경시 완화곡선의 거리는 변경적용 될 수 있다.

  L = V세제곱/17R

제23조(직선의 삽입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15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은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횡기울기 체감 후에 10미터와 최대 차량길이 중 큰 값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
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동일방향 곡선의 경우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경우에 동일방향으로 반경이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는 두 개 곡선의 

완화곡선 길이의 차이 이상의 완화곡선으로 접속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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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
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4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
니된다. 다만,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1.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
  2. 제1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8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

우 1천분의 58,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차량기지의 기울기는 1천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본선의 차량을 분리·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5
  2.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10

제25조(측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
의 기울기 한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종곡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
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2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속도 증가시 부상에 대한 안전 및 차
량저판 기계와의 저촉을 고려하여 1천5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1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열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300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27조(곡선부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
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 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W = L제곱/8R (내측),     W = M(M+L)/2R (외측)
  W = 궤도 중심의 각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L = 차량의 대차중심간 거리(미터)
  M = 대차중심에서 차량끝단까지 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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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76조에 따른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부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직선부의 건축
한계의 폭을 궤도중심의 각 측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곡선부 확대량과 캔트 및 안내
면간 거리확대에 의한 차량 편의량을 더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어야 한다.

  δ1 = 4,000/R,     δ2 = 7,000/R
  δ1 = 궤도 중심의 내측 편의량(밀리미터)
  δ2 = 궤도 중심의 외측 편의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③ 제2항 및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부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및 대차중

심간 거리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0]

제28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영 제79조에 따른 철제차륜 및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
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차선로: 직류 750볼트  제3레일 방식
  2. 고압배전선: 교류 3상 2만2천900볼트를 원칙으로 하되, 고압배전선 없이 한전 배전계통으

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도 있음.
  3. 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 신호용 배전선: 교류 단상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제29조(비상통신장치 설치에 관한 특례)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
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 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
터 높이로 한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직선부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
선부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
터 5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부의 건축한계는 측면 차량한계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단, 승강장에서는 차량측면으로부터 60밀리미터), 상부 차량한계로부터 200
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한계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건축한계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적한계 내에서 열차의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을 경
우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에서 차량검수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판토그
라프 점검대, 플랫폼, 세척대 등)는 차량한계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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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3.4미터 이상
  2. 3선이상인 경우: 두 개의 중심간격중 한 개의 중심간격은 3.7미터 이상
  ②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선로의 중심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선 및 차량기지의 경우: 2.9미터 이상
  2. 차량기지내 유치선의 경우: 3.5미터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중간에 기둥·벽·방음시설 등의 시설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궤도 및 선로의 중심간격은 차량특성에 따라 열차의 안

전운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도상의 두께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를 준용하되 경량전철 도상의 두께 및 너비는 차량
의 형식 및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측면은 200밀리미터, 상부는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철제차륜의 
경우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과 고무차륜의 경우 각종 건조물을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가능한 구간은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차량 특성상 각종 운영설비 및 제표 등을 감안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
는 범위내에서 이격거리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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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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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1호, 2018. 1. 18, 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노면전차의 건설 등에 관한 일반 기준) ① 노면전차 건설자는 노면전차시설 외부로부터 
받는 전기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최대한의 기계적, 전기적, 열적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노면전차시설을 건설한다.

  ② 노면전차 건설자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노면전차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2장 노면전차의 건설 

         제1절 선로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
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제5조(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① 노면전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
도록 도로 또는 차로와의 경계부에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 높이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노면전차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행방향이 인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행방향과 다른 경우 노면전차 전
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경계부에 충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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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차로) ① 노면전차 선로가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교차하는 곳(이하 "교차
로"라 한다)에서는 노면전차 선로를 다른 도로나 다른 노면전차 선로와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차로에는 물리적인 차단시설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
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
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
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① 노면전차 선로 주변 도로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동안에도 맨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노면전차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 등을 고려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경우 최소한의 맨홀을 건축한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노면전차 선로 안에 관로나 케이블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로나 케이블 등의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궤도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 선로의 궤도(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
성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허용되는 최고 속도에 따른 정적·동적 부하를 흡수할 수 있
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가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궤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와 혼용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궤도는 노면전차, 자동차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 등이 궤도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궤도중심과의 거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노면전차와 노면전차시설의 특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궤도의 중심과 인접한 궤도 중심 간의 거리
  2. 궤도와 인접한 궤도 사이에 있는 전력공급을 위한 전봇대나 궤도의 분리시설에서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3. 궤도와 자동차 등 운행차로와의 경계시설 또는 경계선과 궤도의 중심까지의 거리
  4. 궤도의 중심에서 보도까지의 이격거리
  5. 그 밖에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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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①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차량의 횡방향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말한다)는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설
하여야 한다.

  2. 궤도의 상단면 높이는 도로의 표면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

여야 한다.

제12조(분기기) 궤도의 이동으로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곳 또는 자동차 
등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에 분기기(노면전차가 운행하는 궤도의 방향을 다른 궤도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궤도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선로전환기) ① 선로전환기(제12조에 따른 분기기의 방향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궤도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전차가 선로전환
기에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작동되도록 하되,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에 작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가 통과하는 중에는 궤도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도록 쇄정(鎖錠,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③ 자동 선로전환기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되,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선로전환기는 노면전차의 구동장치에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시설) 도로연계형 선로의 경우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로를 대피
로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궤도 배수) 궤도는 적절한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도로 내의 궤도 배수시설은 도로
의 배수시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 검지) 노면전차의 검지(檢知)장치(차량의 현재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노면전차의 운행속도,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시설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신호설비 

제17조(신호기 등의 설치 기준) ①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명확
히 구분·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계운전 구간에서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야간에도 노면전차 
신호기와 신호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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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면전차 정지신호까지의 가시거리가 제동거리보다 짧을 때에는 중계신호기(주신호기에 종
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곳
  2. 단선의 노면전차 선로 구간 중 노면전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할 필

요가 있는 곳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

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 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 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 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

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
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교차로에서의 신호) ①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통해 자동차 등 신호기와 
노면전차 신호기를 함께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에 노면전차 우선신호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가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해서 교차로
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신호제어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에 설치된 노면전차 우선신호의 길이는 하나로 편성된 노면전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횡단시설 및 신호) ① 노면전차 선로에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
하여 보행자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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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행자 횡단시설에는 노면전차의 접근을 알리는 시각적 신호 또는 청각적 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육안으로 보행자 횡단시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표지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전기설비 

제23조(전력공급의 방식) ① 노면전차에 전력은 가공(加空)전차선(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등 차내 전력공급 방식 또는 제3레일(노면전차에 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차선의 일종으로 노면전차 하부의 집전장치에 접촉하기 위하여 궤도와 
평행하게 부설된 레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노면전차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직류 750볼트 방식으로 하되, 노면
전차의 형식에 따라 전압과 전류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도로연계형 선로에서 제3레일을 이용하여 노면전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과 제3레일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전력안전) ① 노면전차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공급시설(이하 "전력공급시설"이라 한다)은 
정상 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노면전차는 전력공급시설의 내외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사람과 설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레일이 회귀전류 도체(운행 중인 노면전차로부터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를 전달하는 물체
를 말한다)로 사용될 경우에는 누설전류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변전소와 레일 간의 연
결을 2회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면전차 운행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전봇대에는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갖춘 사
람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가공전차선) ① 가공전차선의 높이는 궤도 윗면으로부터 5,000밀리미터 이상에서 
5,40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가공전차선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가공전차선의 급전선(給傳線, 노면전차에 사용할 전기를 변전소로부터 가공전차선에 공급
하는 전선을 말한다)은 상하행 또는 노선별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가공전차선으로부터 이중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제4절 관제실 및 통신설비 

제26조(관제 운영의 방법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운행, 노면전차시
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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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
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2. 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
  3. 시스템 고장, 사고 등 운행 장애 시 조치 절차
  4. 그 밖에 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27조(관제실의 통합) ① 노면전차의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행제어실과 전력공급제어실 간의 전용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관제실의 통신설비) ① 관제실에 각 운영종사자 간, 관제실과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 간에 각각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과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신호기 등을 설치·관리하는 기관 간에는 전용 통신설
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관제실의 비상전원설비) 관제실에는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0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①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
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실에는 노면전차의 운행 상태, 선로전환기의 진로 방향, 전력공급시설의 현황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비상통신장치) 승강장에 승객이 관제실과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2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 조명시설 

제32조(조명시설)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으로 인하여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신
호기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연계형 선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
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정거장 조명) ① 승객이 이용하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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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형 선로에 있는 정거장과 정거장 진출입로에는 도로에 설치
된 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절 정거장 

제34조(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
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 승객, 자동차 등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로부터 충분히 떨어
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정거장의 위치 및 정거장에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승강장 길이와 너비) ①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
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승강장 높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15
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승강장의 안전 기준)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해칠 수 있는 구조물을 설
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공급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으로서 지상으로부터 2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승강장의 선로 측 가장자리 부분에는 승강장의 다른 부분과 다른 색깔과 표면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이 운행하는 차로와 승강장의 경계부에는 추
락방지시설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의 출입문 또는 승강장의 승하차 위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문과 승강장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노면전차의 운전 등 

         제1절 운전 

제38조(운전 원칙)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일정한 운행 간격을 유지하면서 노면전차를 운전하여
야 하고, 선행하는 노면전차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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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노면전차 신호기가 고장 나거나 신호기를 명확히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연계형 선로에서는 시계운전을 하여야 하고, 선로독립형 선로에서
는 시스템운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노선에 도로연계형 선로와 선로독립형 선로가 함
께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운전방향) ①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1.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 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

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제40조(속도제한) ①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1. 선로전환기가 쇄정되어 있지 아니한 곳을 운행할 때
  2. 퇴행운전(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때
  3. 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노면전차 또는 자동차 등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
  ③ 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곡선 구간: 노면전차의 성능 및 승객의 승차감
  2. 내리막길 구간: 제동거리 및 제동성능

제41조(승객안전 및 안내)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거장에서 승객이 승하차하고 노면전차의 모
든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정상 운영 과정에서 정차 시 승강장 방향으로만 노면전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착하는 정거장명, 출입문 열림 방향 및 환승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④ 노면전차 운전자는 운행 장애로 승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정거장과 노면전차 내 승객
에게 장애 정보 및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노면전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와 제동거리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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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안전관리 등 

제43조(장치나 설비의 안전관리)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차선, 선로
전환기 등 위험한 장치나 설비에 접근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
하거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가스누출, 상수도관 파열 및 교통사고 등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노면전차 유치)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운행을 끝내고 노면전차를 선로에 세워
두는 경우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인의 침입·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고장난 노면전차) ①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②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

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
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제46조(노면전차 선로주변 작업) 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면전차 선
로주변 작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관리대상
  2. 작업 시행내용 및 일정
  3.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 등

제47조(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① 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81호, 2018.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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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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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02-3708-8666
본부장 방침 제1162호(1996.12.26)
본부장 방침 제747호(1998.10.27)
본부장 방침 제558호(1999.09.09)
본부장 방침 제430호(2007.09.10)
본부장 방침 제393호(2008.06.23)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 제586호(2013.10.15.)
행정제2부시장 방침 제349호(2013.11.12.)

본부장 방침 제23478호(2013.12.17)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설계
변경자문본부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와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이라 한다) 
토목부장이 되고, 각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전기/설비, 조경, 철도)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장
이 되며, 위원은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분야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간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에 명시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법변경의 적정성, 대가산

출 및 적용의 적정성, 경제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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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에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본부장이 부의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본부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본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수
는 위원장을 포함 총 8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본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별로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
무원으로 선임하며 외부위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해
당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본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설국 공사 토목분야는 토목부에서, 건축분야는 건축부, 기계․전기․설비분야는 설비부, 조경분야는 

방재안전시설부에서 시행하며, 도시철도국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업부에서 별도 운영한다.
  ④ 본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본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세
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별 업무담담 과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총 7~8명으로 위원장 1명, 간사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4명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은 해당 분야별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6~7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임의 
선정하며, 외부위원은 감리단장, 건축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
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임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설국 공사 토목분야는 토목부에서, 건축분야는 건축부, 기계․전기․설비분야는 설비부, 조경분야는 

방재안전시설부에서 시행하며, 도시철도국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은 사업부에서 별도 운영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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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자문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설계변경자문 대상) ① 본부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안건별 증감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2.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안건으로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사항으로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② 소위원회 설계변경자문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안건별 증․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안건
   2. 주요 핵심공종이 변경된 안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요청가능
   3. 단순 물량(수량) 변동사항으로 단가 및 공종변경 없이 5천만원 이상 증․감한 안건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안건. 
  ③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규칙과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관한사항

제10조(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 ①『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3조 5호』규정의 “계
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공사와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공사는 계약심사대상으로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비로 인한 증․감사항, 설계비 증․감에 따른 설계비 변경, 단가 및 
공법변경이 없는 변경사항으로 5,000만원 이하는 제외

   ③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신설)

제11조(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자문요청서(서식 1)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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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부서 또는 사업계획 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
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변경 단가결정) ① 설계변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등에 효
과가 현저할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계약
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3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
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때에는 월 1~2회 위원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추가로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자문 결과를 자문결과 통보서(서식2)를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자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결
   2. 조건부 가결
   3. 반려/부결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
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이견처리) 설계변경관련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현장여건 및 설계변경 여
건이 다양하여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
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절차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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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
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리대장(서식 3)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문수당 및 검토비 등) ① 본부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여비 및 자문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직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부장은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 3. 9> 
     이 기준은 2015. 3.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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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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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특별시ᆞ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및 도(이

하 "시ᆞ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

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

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

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

승센터ᆞ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5. 6. 30., 2012. 4. 27.>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6. 3. 29., 2007. 4. 20., 2012. 4.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ᆞ면지역

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ᆞ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

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

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

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ᆞ

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ᆞ

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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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ᆞ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

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

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 3.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ᆞ

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8., 2019. 3. 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

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ᆞ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

선이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ᆞ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②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ᆞ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ᆞ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9.>

 [전문개정 2012. 8. 22.]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

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

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2항제7

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

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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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

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

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

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

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

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

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

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

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

거가 분명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

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본조신설 2007. 4. 20.]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

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

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4. 30., 2002. 12. 26., 2005. 6. 30., 2007. 4. 

20., 2012. 4. 10., 2012. 4.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ᆞ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

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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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

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

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

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

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

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

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07. 4. 20.>

 [전문개정 2000. 4. 12.]

 [제목개정 2007. 4. 20.]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

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 또는 시

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

ᆞ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

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

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

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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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

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

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

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

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

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0. 4. 12.]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

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

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

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

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

선대책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

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서로 연

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

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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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개정 2012. 4. 27.>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

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4. 20.]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의 시ᆞ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

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ᆞ도지사와 협의

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

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ᆞ승인 또는 인가

(허가ᆞ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

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

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

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ᆞ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의2제1

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

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

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

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

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 4. 12.,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3. 8., 2006. 3. 29., 2007. 4. 20., 2009. 

7. 30., 2012. 4. 27., 2014. 12. 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삭제 <2001. 4. 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

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

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 <2008. 11. 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

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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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2. 1. 17.]

  11. 삭제 <2008. 11. 11.>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 삭제 <2008. 11. 11.>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

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07. 4. 20.>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4. 30., 2012. 8. 22.>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ᆞ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

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ᆞ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ᆞ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

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ᆞ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

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⑤시ᆞ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30., 2007. 4. 2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ᆞ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

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ᆞ인가ᆞ승인 또

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

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ᆞ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30.>

  ⑦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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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 4. 30., 2006. 3. 29., 

2008. 2. 29., 2013. 3. 23.>

제7조의3 삭제 <2012. 2. 22.>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

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

에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

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

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

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

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

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있는 지

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

정) 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7

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

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

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

용 및 방법)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공고의 내용 및 방법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4. 20.]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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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

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ᆞ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

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

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

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ᆞ조정ᆞ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

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ᆞ

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ᆞ

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

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ᆞ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

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

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 3.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ᆞ

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광역교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8., 2019. 3. 1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

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ᆞ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17.]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법 제8조제2항제6

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

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

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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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3. 19.]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

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ᆞ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ᆞ행정안전부ᆞ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

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ᆞ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

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

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

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ᆞ행정안전부ᆞ국토교통부 및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자

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

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ᆞ도시계획ᆞ재정ᆞ행정ᆞ환경 등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

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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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

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ᆞ집행권을 국토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면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

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ᆞ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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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

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

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

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ᆞ의결한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

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

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

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

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ᆞ법인ᆞ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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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

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ᆞ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ᆞ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ᆞ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

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

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ᆞ감독한다.

  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ᆞ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ᆞ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

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

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관계 기관ᆞ법인ᆞ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

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

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

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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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

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

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

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ᆞ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ᆞ도의 광역

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

다. 다만, 관계 시ᆞ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시ᆞ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

ᆞ도와 관계 시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

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ᆞ도지사가 관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

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⑥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

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17.]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

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 

6. 16., 2000. 4. 12., 2004. 1. 20., 2005. 6. 30., 

2011. 1. 17., 2012. 8. 22.>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

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

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

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

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

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

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

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

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

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

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

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

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

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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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ᆞ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

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

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

승인ᆞ사용검사ᆞ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

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

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

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

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8. 28.>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

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

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

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7. 4. 

20., 2012. 4. 27., 2014. 2. 5., 2015. 12. 28., 2016. 

8. 11.>

 [전문개정 200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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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

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

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ᆞ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

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

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

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7. 2.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2013. 8. 6.>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

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

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

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

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

되는 지구ᆞ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

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

정 2005. 6. 30., 2012. 4. 27., 2014. 2. 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

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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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

역의 위치ᆞ규모ᆞ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

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

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28.>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

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업이 시행되는 지구ᆞ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

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

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

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

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

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

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

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 3. 29., 2011. 1. 

17., 2012. 8. 22., 2016. 8. 11.>

  1. 삭제 <2011. 1. 17.>

  2. 삭제 <2011. 1. 17.>

  ③시ᆞ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ᆞ광역시

ᆞ특별자치시ᆞ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

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

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

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

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

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

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3. 29., 2010. 11. 15., 2012. 8. 22., 2014. 2. 5.>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

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2. 8. 22., 2014. 2. 5., 2015. 12. 15.>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ᆞ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

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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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ᆞ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

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

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마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

자는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9., 2012. 8. 22.>

  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

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1. 29., 2004. 1. 20., 2005. 6. 

30., 2006. 3. 29., 2007. 4. 20., 2010. 6. 10., 2012. 8. 

22., 2014. 2. 5., 2016. 8. 11., 2018. 2. 9.>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

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⑦ 삭제 <2014. 2. 5.>

  ⑧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3. 29., 2014. 2. 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

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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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

에는 100분의 4

 [본조신설 2001. 4. 30.]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

역의 시ᆞ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

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

지 내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

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

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④ 시ᆞ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

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⑤ 시ᆞ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

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⑥ 시ᆞ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한 후 부담금

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ᆞ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⑦ 시ᆞ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

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제17조(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방법 등) ①시ᆞ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

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ᆞ납부금액ᆞ납부기한ᆞ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ᆞ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

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

행자가 천재ᆞ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

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

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

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⑤시ᆞ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

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

업의 사용승인ᆞ사용검사ᆞ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5.>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

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

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시ᆞ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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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추징ᆞ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2. 1. 17.]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

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2. 5.>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

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

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⑨시ᆞ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ᆞ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ᆞ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2. 5.>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ᆞ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2. 5.>

 [전문개정 2001. 4. 30.]

제11조의5(이의신청)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① 징수된 부담금

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

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ᆞ도에 설치된 지방광

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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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일부개정]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

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ᆞ광역시

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ᆞ군도(郡道)ᆞ구

도(區道) 중 시ᆞ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

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

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ᆞ도

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ᆞ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

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ᆞ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

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8. 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ᆞ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12조 삭제 <2013. 8. 6.>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

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5. 7. 24.]

제14조 삭제 <200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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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

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ᆞ운영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

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ᆞ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타목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

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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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

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

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

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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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ᆞ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ᆞ군사시

설 중 교육ᆞ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

ᆞ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ᆞ제34조 및 제38조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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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

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

설ᆞ증설ᆞ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란 제4조 각 호(같은 조 제4

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

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

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

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

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

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

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

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

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사용료ᆞ이용료ᆞ요금 등의 명

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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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

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

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

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2016. 3. 29.>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ᆞ허가 등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ᆞ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유ᆞ공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또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2014. 5. 21.>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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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타.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

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

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

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

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

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

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정

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부조달

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와 동일하게 대우하

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

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조달

협정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

의 경우에도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목적ᆞ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제입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

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

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

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

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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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

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

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

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ᆞ준

공ᆞ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

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본조신설 2013. 3. 18.]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

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

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

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

서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 3. 18.]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

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

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

약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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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

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

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

용ᆞ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

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

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

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

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

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

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

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

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

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

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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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

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심의위원회

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ᆞ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

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

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

영ᆞ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

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개정 2015. 10. 20.>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

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

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

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

라 한다)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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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

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

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

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5. 10. 20.>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

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

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하

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3. 18.>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

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8.>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18.>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

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

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5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개정 2013. 3. 18.>

 [전문개정 2011. 11. 4.]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2011.8.4>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ᆞ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

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

반시설과 관련된 중기ᆞ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

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

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확

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이하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

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11. 4.>

  ② 삭제 <2005. 3. 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

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

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

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

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

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

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

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5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등

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법 제7조의2

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

한 예비한도액 및 전년도에 지출한 대

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

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의 설정에 

관한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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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

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

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

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

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ᆞ방법 및 조건에 관

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

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ᆞ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

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

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

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

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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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

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

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

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

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

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ᆞ평

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

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

용

  2. 사업계획 내용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

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

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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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

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

뢰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

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

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

다고 인정하여 지정ᆞ고시하는 전문기관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

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안서 내용

의 검토를 의뢰해야 하고, 그 기간에 검

토를 의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 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5. 7.>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을 검

토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된 경

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

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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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ᆞ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

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⑦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은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 착수 

전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 5. 7.>

  ⑧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이 지연되거나 

제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ᆞ

사용료ᆞ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⑨ 주무관청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

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 해당 제

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

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안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5. 7.>

  ⑩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자

가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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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

비ᆞ사용료ᆞ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

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

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

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⑪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주무관

청의 검토ᆞ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제안서"

로 본다. <개정 2019. 5. 7.>

  ⑫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

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

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

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

센트

  ⑭ 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

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

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

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

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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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⑯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전문개정 2011. 11. 4.]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2011.8.4>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

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

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

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

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

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

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

의 특별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

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

외한다.

  3.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

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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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

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와 세 개 이

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

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이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ᆞ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

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

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에게 기본설계

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

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

사결과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

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

설의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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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민간부문은 제10조에 따라 수립

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ᆞ평

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

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

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

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

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

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

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

획의 변경 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

12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려면 그 변경의 내용ᆞ사

유 및 효과 등을 적은 제안서를 법 제

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그 채택 여부 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ᆞ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ᆞ평가할 때 그 제안자를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

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

(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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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

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4.]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1. 4.]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

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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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

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ᆞ단계

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

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

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7. 20., 2016. 1. 22.>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

ᆞ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

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 시방서(示方書)와 공사비 산출

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ᆞ건물 또는 권

리 등의 매수ᆞ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ᆞ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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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

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ᆞ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

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

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

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

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

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

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

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

유와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

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

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

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 26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

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① 주무

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

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ᆞ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

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ᆞ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ᆞ허가 등을 받

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

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

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

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

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간투자사

업의 주무관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

ᆞ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면 회

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

의에서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여 협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주무관청이 정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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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

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

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

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

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

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

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

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

지역에 있는 국유ᆞ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ᆞ공

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

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

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

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ᆞ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

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

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

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

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

로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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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에 대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

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기 위한 사용ᆞ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ᆞ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

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

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

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

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

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

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1. 6., 2017. 2. 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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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

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

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ᆞ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ᆞ

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

치ᆞ운영 사업

  14.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의 설치ᆞ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ᆞ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

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

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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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

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

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

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

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

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16. 1. 6., 2016. 1. 19., 2017. 2. 8.>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

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ᆞ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

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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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

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

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

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

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

조제1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

는 인ᆞ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12.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ᆞ허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

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ᆞ등록ᆞ승

인 등의 규정 및 인가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ᆞ등록ᆞ승

인 등 및 인가ᆞ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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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

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

으로 본다.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

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

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ᆞ지방자

치단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ᆞ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ᆞ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ᆞ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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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8. 4.]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

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

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

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

른 인가ᆞ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

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

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관청

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

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

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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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 기

관ᆞ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1.27, 2011.8.4>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

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ᆞ운영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

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

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

무부처별ᆞ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

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1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24조

의2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

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

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ᆞ

대상시설별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포함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

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등

에 필요한 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9.]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ᆞ수익할 수 있다.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

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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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

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

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ᆞ수

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

ᆞ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

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

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

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

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

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

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

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

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

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ᆞ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

약에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

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

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

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율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

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

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

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

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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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ᆞ관리하고 시

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

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

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ᆞ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

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ᆞ

변경ᆞ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

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

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

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

제26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법 제

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공익을 위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현저

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

설사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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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

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 

차질에 따른 손실

  2. 그 밖에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과 관

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개정 2011.8.4>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

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ᆞ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

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

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

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ᆞ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

입금의 차입방법ᆞ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14., 2015. 10. 20., 2019. 5. 7.>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5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

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

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

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28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

금 상환

  3. 기금의 조성ᆞ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

한 연구ᆞ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8. 4.]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

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

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

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1. 4.]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

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

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

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

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

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14., 2015. 10. 20., 2019. 5. 7.>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5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

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

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

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

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

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

제28조의2(보증대상) 법 제34조제1항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

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

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

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

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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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

투자사업자금의 대출ᆞ급부 등(이하 "대출등"이

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

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

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

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

하는 금전채무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할 때 담보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

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

투자사업(제16조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하

는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된 각 사업을 말한다)

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증받은 

차입금 또는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대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5. 14., 2015. 10. 20., 2019. 5. 7.>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5천억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

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

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

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

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

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

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출기관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대출기관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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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

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

을 신청한 사업시행자등에게 대출금 등을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대출등의 승인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

는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등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기한까

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

하여 연이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출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

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

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보증채무 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증을 받은 사업시

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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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

업시행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받은 사회기반시설

채권 발행자가 기한까지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11. 4.]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

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날의 다

음 날부터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액

  2. 금융회사등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1. 11. 4.]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

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

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

리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이자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

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의 임직원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

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

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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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

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

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

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

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개정 2011.8.4>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

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

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

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

자신탁(이하 "투융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와 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

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

신탁으로 본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

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이 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

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

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

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

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

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4.]



- 28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자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 투융자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

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

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

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

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

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

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

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

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

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

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

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

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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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

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

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

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

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

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

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

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

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

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

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

제34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

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

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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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

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6. 3. 29.]

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

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

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제2

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

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

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

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

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

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

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

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

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

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

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전문개정 2011. 11. 4.]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투

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

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

이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

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을 명할 수 있다. 



- 288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

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

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 및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

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집합투

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업자ᆞ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

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

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

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

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

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

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

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제34조의6(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

도)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

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

액과 매입한 국채ᆞ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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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채ᆞ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ᆞ공

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

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

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

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

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12.18>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

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

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2에 따른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

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

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

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

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무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관청

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

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

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18.]

 [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2013. 3. 18.>]



- 29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4

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8.]

 [종전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ᆞ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

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3은 제

44조의4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

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

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또는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민간투자사업의 설계ᆞ건설ᆞ자금조달 또

는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

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

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18.>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

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

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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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4는 제

44조의5로 이동 <2012. 12. 18.>]

정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8.>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ᆞ건설ᆞ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

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8

은 제34조의9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

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

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

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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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5는 제

44조의6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

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

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

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6은 제

44조의7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

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7은 제

44조의8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

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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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8은 제

44조의9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

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

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8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9는 제

44조의10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

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

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

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1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ᆞ진단ᆞ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

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0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2로 이동 <2012. 12. 18.>]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

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ᆞ진단ᆞ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

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

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

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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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

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ᆞ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

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

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18.>

 [본조신설 2011. 11. 4.]

 [제34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2013. 3. 

18.>]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

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2는 

제44조의13으로 이동 <2012. 12. 18.>]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

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의12에서 이동 <2012. 12. 18.>]

제3장 감독 <개정 2011.8.4>
제45조(감독ᆞ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

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

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감독ᆞ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

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

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

ᆞ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

제35조(감독ᆞ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

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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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

사의 중지ᆞ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ᆞ

변경ᆞ이전ᆞ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에 따른 지정ᆞ승인ᆞ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

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

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

ᆞ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

격 제한)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

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

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

며, 이를 즉시 다른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의 민간투

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

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

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

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ᆞ시공ᆞ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

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

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

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

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ᆞ사용료ᆞ수익률 등 각종 사

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

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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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

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

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ᆞ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

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

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

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

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

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

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

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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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ᆞ승인ᆞ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

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

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

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

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감독ᆞ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

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

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

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

의 유지ᆞ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제46조에 따른 처분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

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

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

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

의2제2항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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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시

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 후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

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대상사

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상

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

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

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

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

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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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

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

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

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

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

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

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에 따라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出資價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신설ᆞ증

설ᆞ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국유ᆞ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

업으로서 국유ᆞ공유재산의 출자로 인

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

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

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

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

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

리권

  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의 관리권

 [전문개정 2011. 11. 4.]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

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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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

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

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

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

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

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

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

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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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시행규칙 없음

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

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

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

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예정지역에 있는 농

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

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

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화전문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

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

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

업은행

  4. 삭제 <2014. 12. 30.>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

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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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

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4.]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

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

리ᆞ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

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

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

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

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

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

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

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1. 4.]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

관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ᆞ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

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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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

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8. 4.]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주무관청, 해당 행

정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담당

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

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

비 및 손해를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1. 8. 4.]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

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또

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의 승인

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

구, 투융자회사, 투융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제

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거짓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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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21호, 2019. 12. 3., 타법개정]

연관 시행규칙 없음

하여 제공한 자

  4. 제41조의5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

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5.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또

는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

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

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

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ᆞ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ᆞ방

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ᆞ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

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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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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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제1편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 요령

2. 민간투자법 법적성질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반법

   - 적용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재 등을 종합규정

 ○ 민간투자법 적용시 관계법률에 대한 특별법

     -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민투법 제2조 제13호)에 대해 우선 적용

3.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 확대 (제2조)

○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제7조)

○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료 최초결정 및 요금인상전 시의회 의견청취 (제13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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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법 제7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법적 성격은 정부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직접적 법규성은 없으나

업무처리기준과 정부내 감사기준이 됨으로써 주무관청을 사실상 구속

5.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요령

○ 타당성조사 및 적격성조사 등 관련

- BTO민간제안사업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수행등세부요령(안) (‘07.1, 공공투자관리센터)

-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세부요령(‘11.3,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2. 2, 기획재정부)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관련

-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10.1, 공공투자관리센터)

- 수익형 민자사업(BTO)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요령(‘10.4, 공공투자관리센터)

○ 실시협약 체결 관련

- 수익형 민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 (환경사업) (‘08.6,공공투자관리센터)

-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10.1, 공공투자관리센터)

- 수익형 민자사업(BTO)표준실시협약(안) (도로사업) (‘10.3, 공공투자관리센터)

○ 기 타 (건설보조금 등)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변경통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정책과-362호, ‘09.6.3)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안) (‘13.2,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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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전망 및 2018년 주요내용

제1절 추진전망 및 여건

❍ 민간투자사업은 ‘17년말까지 110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재

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18년에는 총투자비 기준 4.2조원(67건)이

집행될 계획임

- '18년 투자계획 : 도로 2조원(17건), 철도 1조원(6건), 환경 0.6조원(21건), 교육 

0.15조원(10건), 항만 0.2조원(1건), 국방 0.2조원(6건), 복지․문화 

0.2조원(6건)

  【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규모 】
(단위 : 조원)

  ※ 출처 : e-나라지표(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BTO, BTL)들의 총투자비(경상가) 합계)

❍ 어려운 재정여건, 변화하는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와 민간

의 협력하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역량 집중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환경 및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 유도

1 정부 추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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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市 추진전망

2-1. 市 민간투자사업 현황

분 야
계

도 로 도시철도 주 차 장
기타

(MICE 등)건수 사업비

계 39
165,52

4
11건 

(46,735억원)
10건 

(89,248억원)
12건 

(726억원)
6건 

(28,815억원)

운 영 중 20 29,147
 3 (우면산터널, 용마

터널, 강남순환고속
도로)

 2 (도시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11 (장안동주차

장 등 11
건)

 4 (블루스퀘

어 등 4

건)

공 사 및
공 사 준 비 중

4 25,247
 2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2 (신림선, 동북선※)

(※ : 공사준비중)
- -

협 상 중 2 3,038  1 (은평새길) -
 1 (남현동주차

장)
-

보 류 중 1 1,538  1 (평창터널) - - -

준 비 중
(민간미제안, 

적격성조사 등)

12 106,55
4

 4 (과천~송파도로, 봉

천~사당터널, 동부
간선 지하화, 이수~

과천터널)

 6 (위례신사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면

목선, 목동선, 난곡선)

-

 2 (서울아레

나, 
    잠실운동장 

    복합개발)

(단위 : 억원)

2-2. 주요 추진내용
❍ '19년 상반기에는 서울아레나 및 위례~신사선 경전철의 제3자 제안공고

가 예상되며, '19년 하반기에는 동북선 경전철 착공 등이 전망됨

❍ 민자경전철 중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사업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그간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선에 대

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 '19년 국토부 승인, '20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예정

❍ 전문기관 협업 강화 등으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민자사업 업무지원 및 개선

사항 발굴 지속 추진

- 사업부서와 市 민자사업 관련 주요정보를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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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18년 민간투자제도 주요내용

요 약

정부 정책방향

(공공성 제고) 사용자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 교육․문화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사업 내실화) 수입․비용 예측 등 사업 검증 객관성 제고,

운영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국제협력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외국의 민자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市 정책방향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PIMAC 적격성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제안서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 강화

(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협약 체결 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

계획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 체결 확인 후승인토록 조건 강화

(실시협약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우리시 행정예고 업무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 법무담당관-4982('17.3.2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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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방향

공공성 제고

❍ (사용자부담 완화) : 수익자부담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별 사용

자부담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사용료 인하방안 검토

- ‘동일 투자비용 - 동일 사용료’ 원칙에 따른 시설별․지역별 사용료 불균형 완화

를 위해 ‘동일 서비스 - 동일 사용료’ 원칙 절충 적용

※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단기간 투자비 회수, 수익자 부담원칙 엄격 적용’

등의 이유로 사용료가 높은 경우가 많음

- 민자사업의 이해당사자(사용자․사업자․일반국민) 일방이 아닌, 당사자 모두

가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사용료 인하방안 추진

※ (예시) 관리운영기간 연장(사용자 부담), 후순위채 이자율 등 조달금리 및 수익률 관리 등

❍ (사회적 가치 반영) : 민자사업을 통해 고용률 제고,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사회적 가치 및 정책 목표 달성 도모

-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할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따라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 규모 민자사업 적극 발굴

❍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 시설 등 실생활과 밀접

한 시설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편익 제고

※ (예시) 대학기숙사,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하수관거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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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실화

❍ (검증 객관성) : 사업 검토 단계에서 객관적인 기준 및 자료를 엄격히 적용

함으로써 장래 운영기간 중 부실 발생 방지

- 민자사업의 적정 수익률(재무적할인율) 설정을 통해 수입․비용 추정의 객

관성 제고

- 교통DB 등 수요예측의 핵심 전제 및 변수들을 최신 자료로 적용함으로써 사

업 타당성 검증 및 사용료 책정을 객관화

❍ (사업운영 관리) :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여타 추진 검토

사업에 대해서도 피드백 제공

-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함으

로써 운영 책임성 강화

※ 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운영현황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비치

❍ (전문기관 역량) : 사업 추진 전 단계를 분석하는 전문기관들의 역량 제고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원들이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 적극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전문기관 지정 별표 신설 : 공공기관(8개) 및 지방연구원(6개)

- 전문기관 합동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국제협력 확대

❍ (국제 세미나) : 아시아 민자사업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및 OECD․WB

등 국제기구의 PPP관련 논의 적극 참여

※ APN(Asia Practioners’ Network) : ASEM 재무장관회의시('08년) 결성된 우리

나라 주축의 아시아 PPP 포럼

❍ (교육훈련) :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우리나라 PPP 제도 전파, 외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PPP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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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책방향

민간제안서 사전검토 강화

❍ 현재 시행중인 사전검토는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 결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KDI

PIMAC 요구수준에 부합여부 등 적격성조사에 대비한 실무적인 검토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의 사전검토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제안

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 추진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PIMAC과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사전

에 검토하여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

토록 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가 가능하도

록 기조실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마련

현

행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

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
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개

선

안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사업자→사업부

서)

S-PIMs 사전검토

의뢰

(사업부서→재정관리담
당관→S-PIMs)

S-PIMs 사전검토

결과 회신

(S-PIMs→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요청 및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S-PIMs 사전검토결과

반영여부검토

(재정관리담당관)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
서)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부서→P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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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조건 강화

❍ 일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조기착공을 이유로 금융약정 체결전 실시계획 승인․공사

추진 하였으나, 금융약정 지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겪은 문제가 있어

❍ 실시계획 승인시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 체결을 검토․확인 후 승

인토록 조건 강화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市의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로 인해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

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

실시협약 사전예고 업무절차 개정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16.1.7.)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하는 절차 운영중

❍ 최근 우리시 행정예고 업무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안) 사전예고 업무

절차 개정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 ․ 결정

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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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

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법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증설”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면적, 높이 등을 확장하거나 용량을 증

대하는 것을 말한다.

3-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

회기반시설의 사용･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3.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이전을 수반하는 신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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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

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

다.

5. “부속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

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

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6. “정부고시사업”이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

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7. “민간제안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

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8.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

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

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9-1.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영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

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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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

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한 방식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이하 “타당성 판단”이라 한다), 재정사업

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

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

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량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동안 발생하는 비용(Life

Cycle Cost, LCC)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성적분석”이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의 질 제고, 사업편익 조

기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하여 민자적격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

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1.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3자 제안공고”란 제6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

안내용의 개요 등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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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조달협정등”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을 말한다.

18. 이 기본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주무관청의 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

투자사업관리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

방연구원 산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 증설 개량)과 동시

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 증설 개량)과 동

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 증설 개량) 후 일

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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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 증설 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
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삭제 2015.4.20>

7. <삭제 2015.4.20>

8. <삭제 2015.4.20>

9. <삭제 2015.4.20.>

10.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

을 혼합한 방식 

11.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

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교육청이 사립학교시설을 제

2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참여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

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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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

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

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 공공성이 높아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 시민부담의 최소화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투자자본의 회수 등 사업성을 고려하여 결정

   ※ 민자사업 기본원칙이 수익성이므로 市의 사용료 통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사업 지정에 대해 숙려 필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우선적용 원칙 확립

○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재2조)의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행정1부시장 방침 제460호, ‘12.9.12)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통해 전문기관(PIMAC․S-PIMs)의 민자적

격성조사 및 협상지원 등 신중한 검증절차 확보

-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세감면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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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부고시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

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고시사업은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일 것

2.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③ 주무관청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사용료 수준, 그 밖에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

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제안사업의 지정)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제39조에 따

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추진할 지

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될 것

2.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

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할 것

제7조(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3호․제4호, 제5조, 제6조

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

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적 적합성

가. 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로서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

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및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의 사업

나.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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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가.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적기완

공으로 사업편익 조기 향유, 시설물의 품질․안전도 향상, 서비스 질 제고 등 사업

편익 증진과 설계, 건설, 운영을 포함한 특정사업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비용

의 절감 등 사업비용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나. 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중 운영유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설계, 건설, 운영유지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로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다.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

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 다만, 사용료 수입 및 건설보조금 등의 일부 지원으

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라. 시설물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사업

3. 사업의 시급성 등 그 밖에 고려사항

가.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루

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선투자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시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

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

다.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업

② 주무관청은 한도액이 설정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추가 운영인력 확보 등 원활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

2. 건축시설은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관련 인․허가 등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3. 토목시설은 기본설계 완료, 관련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으로 조기 착공

이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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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시설 이용자의 이주대책․대체수용시설 마련이 가능하고 환경 등 민원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등 사업집행상의 애로사항이 없거나 신속한 해

결이 가능한 사업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제1절 사용료, 총사업비

제8조 (사용료) ① 사용료라 함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1. 시설이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형 방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임대형 방식 

② 주무관청은 대체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

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①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

되는 경비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보상비 산정시 토지매입비는 해당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민

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③ 부대비는 영 제2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

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

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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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

준가격조사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 등의 표

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

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보상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

되면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④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

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

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

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

사업비를 건설기간 중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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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

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

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야 한다.

1.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

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

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

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

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 또는 손

실의 증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326 -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등의 불변가격 산

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

하되,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을 말한다)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관리운

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운영비용은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

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

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

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⑥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i : 매년도 운영수입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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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①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해당 사업

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

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한다.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

정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회사등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2.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

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

자 기대수익률

3.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③ 실시협약으로 정해진 약정 사업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재정지원 규모의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사업수익률 조정이 가능하다.

④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

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23조 제1항

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

조 제2항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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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 내용 :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소관부서는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사용료 신고서류를 징수시작 60일 이전에 접수․준
비하여야 함

제14조 (사용료의 조정)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

기간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

시협약에서 정한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

여 사용료 산정 주기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

제15조 (정부지급금의 산정)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

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정부지급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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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임대료의 산정) 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민간투자

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분

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분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

한다.

1. 준공시점에서의 시설임대료 산정

시설임대료 = 총민간투자비 ×
수익률

1–(1+수익률)-(임대기간)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 

조정후 시설 
임대료

=
잔여  총민간 

투자비
×

조정된 수익률    

1–(1+조정된 수익률)-(잔여임대기간)

․잔여 총민간투자비: 총민간투자비 -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

② 주무관청은 장기 임대료 부담 축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단계에서 건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민간투자비는 불변가로 협약한 총민간사업비에 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

분과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물가변동분 :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 적정 물가지수를 적용

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2. 건설이자 : 가목에 따른 기준금리에 나목에 따른 가산율(β)을 반영한 이자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 

나.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한 가산율(β) :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

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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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익률의 산정) ①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

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

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최초 지표금리는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

균값을 적용한 금리를 적용하되,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

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산율(α)은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운영비용의 산정) ①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

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

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경상운영비 = 불변운영비 × 〔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직전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
협약상의 가격산출기준일이 속한 달의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는 청구시점에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지수를 적용하며, 적용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지 않음 

제19조 (운영비용의 조정) ① 운영비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과 변동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요변

동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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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그 밖에 운영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

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임대기간) ① 주무관청은 연차적 재정부담 소요, 시설의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10년부터 30년까지의 범위 내

에서 적정기간을 시설 임대기간으로 설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임대기간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독립된 여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설별

로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리운영권 별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

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

다.

②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

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정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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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

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

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제24조 (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

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

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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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 지급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

공키로 한 서비스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 차감액의 일부를 환원할 수 있다.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

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

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②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은 개별 사업별 위험도, 다른 보증․보험 요구내용 등을 감안

하여 출자자의 건설․운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

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탄력적

으로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1천억원 미만인 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은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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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타인자본 조달) 

ⓛ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최초금융약정 이

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100분의 70 이

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

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

표하는 후순위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3(금융약정 체결시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을 포함한다)과 금융약정의 체

결시점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출자자 변경) ① 주무관청은 100분의 5이상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

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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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자 변경이후 완공 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지위

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재조달 이익공유)  

①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를 말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익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금재

조달 이익공유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금재조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재정지원, 최소운영수입보장, 제32조에 따른 투자위험분담, 해지시 지급

금이 모두 없는 경우

나. 구제금융 성격을 갖는 경우

다.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라. 토지 선 보상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의 경우

마. 제62조에 따른 부대사업 추진시(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지시지급

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비율은 30대 70, 운영기간 중 최

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50대 50, 제32조에 따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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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이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40대 6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원, 자금재조달효과에 기여정도,

사용료 수준, 실제 수요,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국민편익 증진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여 이익공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적으로 사용하되,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 제32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축소, 무상사용

기간 단축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유이익의 사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금재조달이 다음 각목의 하나에 의해 발생

되는 경우로서,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무적 투자자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실시

협약과 다르게 자본구조 또는 출자자 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자금재조달 공유이

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의 100분의 50은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잔여 공유이익은 

준공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되,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시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최초 금융약정 

나. 최초 금융약정 전 출자자 지분 변경

2. 운영기간 중 자금재조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9조 제4항의 시점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하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라 한다)에 따

른다.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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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

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

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3.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

한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전 단계에서의 자금재조

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00분의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 단,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제32조 내지 제

33조의2에 따른 투자위험분담금 또는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이 없는 경우 100분

의 5 이상 단순 출자자 지분 변경(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은 제외

2.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의 변경

 ③ 자금재조달의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

른다.   

제29조(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① 자금재조달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

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

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기대이익의 증가분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은 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④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약정 체결시점

2. 자금재조달이 금융약정 체결 없이 출자자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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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정한 주무관청의 승인 시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제30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전 검토의 경우 자

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

로 한다.

1. 제4항 각호 시점의 예정일

2. 가장 최근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결산기준일

⑥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된 편의수준

을 고려하여 이익 공유의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⑦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

요령에 따른다.

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

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국가관리사업(이하 “국가관리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에게도 사전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

며,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이익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

우 주무관청은 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은 국가관리사업의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

시행조건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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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6.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국가관리사업의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은 제6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호에 따라 변경된 실시

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을 재산정하여 실시협

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금재조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

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금융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자

금재조달 자문단을 설치하여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재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장 민간투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투자법 미적용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 소관부서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금재조달이 반영된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해 계약심사단의 심사를 거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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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①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

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

(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

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

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가능한 한 해당 사

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③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

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한다.

 1.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2.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

전보험 등

④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

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

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

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

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① 주무관청은 적정한 사용료 수준 

유지, 재정부담 완화 등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투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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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부 분담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르되, 제33조의2에 따른 방식은 사업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분담부분에 대한 수익률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유사 공공시설의 평균적 사용료 인상률, 인상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중 사용료 조정방법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

성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투자위험 분담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

인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⑦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투자위험 분담 방법, 타당성판단 방법, 적격성판단 

방법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공표하는 ｢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⑧ 제33조 내지 제33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제11조 내지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

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342 -

③ 주무관청은 별표 2-2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산정하고, 매년

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

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

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① 주무관청은 수익

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하 “공헌이익”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공헌이익이 매년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

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④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

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1.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또는 사용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부

담이 발생하는 경우



- 343 -

2.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

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

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무관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존 사업 시행조건 대비 정부재정부담 절감효과

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효과

3. 해지시지급금 부담의 증감

4. 관리운영권 가액의 증감

5. 사용료의 증감

6. 수익률의 증감

7. 운영비의 증감

8. 정부의 위험 및 업무 부담의 증감

9. 기타 실시협약 해지 또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

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 및 자료를(국가관리사업 

및 지자체고유사업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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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

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임대형 민자사업의 금리변동 위험분담) ① 주무관청은 금융시장상황에 따

라 금리가 급변할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리변동위험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 위험분담은 금리변동값의 구간별로 별표 3과 같이 지원 또는 환수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5조(매수청구권) 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9조 및 영 제39조･제40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포함한 

해당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 본 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
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

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금액의 산정 등은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

를 통해 제37조의 해지시지급금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6조(사업해지의 방지) ①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의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

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하는 등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

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7조(협약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등의 산정) ①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귀

속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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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 및 권한도 소멸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추진시 해당 부대사업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필요로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시지급금 약

정은 정부귀책인 사유에 한정하며,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별표 4를 준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직무용으로 사

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취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경우

4.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경우

③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해지

시지급금에 부가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구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

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

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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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

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 총사업비의 100분

의 30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가.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사업

나.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협약을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

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6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

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

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

하는 사업의 경우

7.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8.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지정의 취소

9.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10.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2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으로 민간투자사업과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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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

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2.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자체 민

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고지원의 범위는 건설

보조금, 장기대부,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

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市 재정계획심의의원회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및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

○ 주요기능 

-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안) 및 제3자 공고(안) 심의

- 사업시행자 지정(안) 밀 실시협약(안) 심의

- 기타 민간투자사업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심사기준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 사업시급성, 정책부합성 등

○ 위원회 구성 : 총 1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3급이상 공무원 : 2명

- 시의원 : 3명          - 분야별 전문가 : 8명

※ 관계공무원(예산담당관 및 기술심사담당관) 참석

 市 재정계획심의의원회 심의절차

① 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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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는 市 재정계획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대상 안건을 자체방침으로 정하고, 방침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전문기관(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공고안,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접수

- 재정관리담당관은 안건을 접수하여 심의요청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市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재정관리담당관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한다.

③ 사전 실무심사 (※ 필요시 개최)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기술

심사담당관 담당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담당팀장

- 주요기능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입지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심사결과 : 본 위원회 회의자료로 활용

④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제16조에 의거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심사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실시

-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가급적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 가능 

⑤ 결과 통보

- 재정관리담당관은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한다.

 행정안전부(중앙) 투자심사 심의절차

○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별표(‘14.11.28 개정)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비대상 민자사업은 행정

자치부(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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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

조에 따른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 민간투자사업 기준

- BTO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 BTL 사업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 총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경우 투자심사 제외

○ 민간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및 시기

-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해야 하므로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중앙

투자심사 추진하고, 중앙투자심사는 연 3회 계획되어 있음

※ 중앙투자심사 일정(변동 가능성 있음)
구 분 의 뢰 심 사
제 1 차 1. 31 까지 2. 28 까지
제 2 차 4. 30 까지 6. 30 까지
제 3 차 8. 31 까지 10. 31 까지

※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BTO 사업의 경우)

市
고
시

①기본계획
수립 è

②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RFP 사전검토 

포함)

î

③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대상사업 지정)

•2천억원이상:市재정계획심의→기재부민투심

•3백억원~2천억원미만 :

市재정계획심의→행안부투자심사

•2백억원 미만 :市재정계획심의

è

④
시의회
동의 후
사업공고ì

민
간
제
안

①제안서
접수 è

②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사전검토 포함)

※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市 투자심사 제외

※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특별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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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한 협상

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4.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

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5.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

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6.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

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7.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8.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9.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10.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11.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

한 검토

1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

13. 그 밖에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

한 검토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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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eoul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 S-PIMs)의 운영

○ 목적 

- 타당성조사, 재정투융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의 전문성과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서울연구원내에 설치․운영

○ 주요업무

- 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제안사업의 제안서 사전검토 지원

∙ 市고시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 수행 및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

서 사전검토 지원

-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전문적인 업무지원 

∙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및 협상지원 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수행절차 예시

《市 고시사업 ― 타당성 분석》

《민간제안사업 ― 제안서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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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5.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6. 표준실시협약안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10.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11.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1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제41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획재정

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직․기능․운영․예산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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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

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수료 수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장은 위 “수수료 수수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

영하여 “수수료 수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법 제34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등

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이 이를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등이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

출 ․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제43조 (보증한도)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

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제44조 (보증료) 기금의 보증료는 영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 범위 내에

서 「산업기반신용보증료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제45조 (보증절차) 사업시행자는 기금의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

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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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

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

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

증한 채권의 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

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MMF, 혼합형,

채권형에 한정한다)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

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제47조 (관리기관의 지원업무)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 교육,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 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제6장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제48조 (복수주무관청의 사업추진) ① 여러 시설을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함

에 따라 주무관청이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무관청”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복수주무관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주무관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

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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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5.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6. 실시계획의 승인

7.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

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8.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

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

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

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승인․협의가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치더라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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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거나 또는 상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가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예산

지원 협의

2.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전협의 

3. 부대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 (사업시행자) ①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

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 제15

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

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

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운영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

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국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을 포함하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 내용(보고 양식 

포함)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

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 357 -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⑤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실제수요와 협약수요 간에 100분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요금체계 개선, 추가 IC개설, 부대사업

의 발굴 등 다양한 수입증대방안과 비용 현황을 반기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

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보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준 및 사용료 인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

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

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주무관청은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

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

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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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

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

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준

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제54조 (귀속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

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

관청은 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2에 따른 관리이행계

획 수립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시설점검 실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시설의 경우 제5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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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시설점검 상태와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한 후 법 제4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식

2. 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3.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의 매

각, 처분 등을 통해 주무관청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

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2.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

③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이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 사업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이행계획을 관리운영권 설

정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검토 결과

를 받아 1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구

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제55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주무관청은 법 제46조․제47조 및 실시협약

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

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

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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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

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

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당초 수요예측의 전제에 중대

한 변화가 있어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예

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4. 적격성조사시 추정한 수요와 민간부문이 추정하여 제시한 수요가 100분

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업

② 공공투자관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

뢰받은 경우에는 각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와 의뢰받은 시점을 기준

으로 재추정한 수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관련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취소할 경우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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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주

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96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또는 적격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된 사업의 경

우에는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제65조제2항제2호의 

적격성판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시

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

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

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

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민자적격

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

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

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 의뢰 이후의 수행절차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

용한다.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주무관청은 제

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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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

로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①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된 실시

협약을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총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불리한 사업시행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이나 시설물의 안전확보 등 사안의 

시급성,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어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민

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선변경 및 IC 신규설치, 안전을 위한 시설규모 조정,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의 증가, 사용료 인상, 관리운영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

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증가 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

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총사업비가 여러 차례에 거쳐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 

금액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항에 의한 총사업비 증액의 경우에도 

증액내역 및 실시협약 변경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

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은 사용료, 정부지급금 및 관리운영

권 설정기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⑤ 주무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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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금액을 재원분담 조건 등

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8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

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

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

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변경

○ 기본 협약보다 市에 불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전제로 市 재정

계획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협약 변경 가능

○ 기본 협약보다 市에 유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실시협약

변경결과를 재정관리담당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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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약 당사자는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과를 해

당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

한다.

제60조의4(소송의 통지)  ⓛ 주무관청은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요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송이 종료

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법무공단에 그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장 부대 ․ 부속사업

제61조 (부대․부속사업의 개발 등) ① 주무관청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창의적인 부대･부속사업의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부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

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70조제2항 및 제99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을 설정함에 있

어 민간부문이 부대사업 관련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를 충분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90일(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추가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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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에 정한 사업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3항에 정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사업 추진

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의 검토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원(BTL방식인 경우에는 1천

억원) 이상인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계획의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공표하는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에 따른다.

⑥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의2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62조 (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

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

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

속한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시협약에는 부대사업의 수입, 비용, 이익, 수익률,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이

익공유 조건 등 부대사업의 시행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

조건은 본 사업과 별도로 명시하며, 수익률도 부대사업의 제반 조건 및 위험을 

반영하여 본 사업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부대사업 시



- 366 -

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62조의2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① 부대･부속사업은 사업시

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 부대사업의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공유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

여 이익공유 비율 등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부대사업의 이익규모 및 이익공유 비율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되어야 하

나, 사후적으로 이익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이익규모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익

규모 조정 사유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적 이익규모 조정을 허용할 경우,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시

설의 적기준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부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

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 사항

은 제53조를 준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⑥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

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정책 변경, 운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이익이 당초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다.

⑧ 부대･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⑨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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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4편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제1장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제1절 대상사업의 지정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

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

제되는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

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

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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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법 제8조의2 및 제2

참 고 자 료

 PIMAC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 높음

정책적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
책방향과의 일
치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
부
·주무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
과의 일치 여부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반영이 구체적일수록, 
일치성이 높을수록 ‘사
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선호도 및 
숙원도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사업 추진의지가 클수
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고,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사업미시행’ 점수
가 높음.

사업의 준비 정
도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의 투입 정도 등 사업 
추진의 구체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 
준비정도가 높다고 판
단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평가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추진 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발생 
가능성

연구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을 경
우 AHP 평점은 ‘1’, 문
제가 있을 경우 ‘사업 
미시행’ 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
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
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
후도를 기준으로 평가)

낙후 정도가 심할수록 
‘사업 시행’점수가 높
고, 발달된 지역일수록 
‘사업미시행’ 점수가 높
음

지역경제 파급효
과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
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비율이 높을수록, 파급
효과가 클수록 ‘사업시
행’ 점수가 높음

  ※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p.165의 표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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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1호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

도 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

상 어려운 사업,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

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민자적격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민자적격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기관에서 실시하며,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타

당성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재정 여건, 사용료 수준 및 그 밖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5조 (타당성분석)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

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

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

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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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

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

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

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다. 다만,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

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

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

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

의 1.0배 내지 1.5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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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

자대안별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

용한다.

⑤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

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

당성분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 선정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수행

하도록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예비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

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

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안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

스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수요예측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을 의뢰받은 공

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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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는 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후 재정관리담당관에 전문기관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市 고시사업(BTO) 타당성분석 담당 전문기관

사업유형 기준 전문기관

수익형

(BTO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수익형 市 고시사업의 경우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市 고시사업(BTL) 타당성분석 담당 전문기관

사업유형 기준 전문기관

임대형

(BTL)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S-PIMs)

※ BTL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관련

     1)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복

합화시설사업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PIMAC에 타당성분석 결과 검토 

의뢰

     2)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시비+민자)의 경우는 시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

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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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추진사업이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가

○ 서울시의 관련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및 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

○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가

○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가

○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

이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사업규모가 적정하고 민원, 지장물 등의 위험이 적은가

 전문기관 타당성분석 업무 수행절차도(BTO 예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행정자치부 관할의 타당성조사 전문

기관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전담을 위해「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를 신설․운영중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절차는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2018.1, 서울특별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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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

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한다.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

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

다.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

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주무관청이 제5조 및 

제65조에 의한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

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

○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민간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투자의향이 확인되었는가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시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별표 1(민간

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市 재정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행
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市 재정계획심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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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주무관청은 제66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

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상사업 지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

○ 사업부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서울특별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 공사현황 ․ 추진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전문기관(PIMAC 또는 S-PIMs)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의 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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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또는 고시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
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

사단에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포함) 사전검토 업무절차도 >

민
간
투
자
사
업

추
진
절
차

市
고
시

①기본계획
수립 è

②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î
③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및 사전검토
•소관부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에
사전검토 의뢰하여그결과를 공고문에
반영함

è
④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공고문 심의)ì

민
간
제
안

①제안서
접수 è

②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조사



- 377 -

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9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법 제

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에는 다

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요건,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자들의 지분율

2.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 등 회사의 형태

③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시설의 성능 및 서비스 수준 등 성과요구 수준

2.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4.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5.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6.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7.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④ 주무관청은 제3항제6호에 따른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

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외에 시

설사업기본계획에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사용료의 

상한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료의 상한 제시기준의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

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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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

록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30일 이상의 기간 중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

시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이상 변경되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

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사전 자문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기본계획 - 행정2부시장 방침, ‘08.6.13)

○ 자문대상 : 도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자문시기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이후 市 재정계획심의 이전

○ 자문절차 : 자문의뢰(사업부서) → 자문안건 상정(시설계획과)
○ 자문내용 :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구분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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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번만 재고시할 수 있다.

제71조 (실시협약안 첨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

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고시 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7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 주무관청은 법 제

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제출된 변경제안서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

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 대하

여 총 평가 점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

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사업자가 협

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

여 민간부문이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계획의 제출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표준실시협약 준수 필요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실시협약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특성을 반영하되 편제, 내용, 문구 등이

가급적 PIMAC 표준실시협약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협약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확신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동력이 되고 

협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특성상 불가피하게 조정

해야 할 사업조건을 제외하고, 가급적 PIMAC 표준실시협약안을 

준용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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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민간부문의 사업신청)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

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설립예정인 경우(이하 “설립예정법

인”이라 한다)에는 그 대표자(대표법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4조 (사업계획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3. 공사시의 적용기술

4.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

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

행한 보증의향서 등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①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일정비율의 출자․시
공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

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공급시 지역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 등에 

대해 우선 배려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

지하고, 건설사, 시설운영사 등이 출자하는 경우 각 부분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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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일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

신청자에 대해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보증의향서를 복수로 발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의 복수의 사업신청자에 대한 대출의향서의 발급은 3개 

사업신청자에 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신청자 외에 다른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의향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4절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제76조 (참가자격사전심사) ①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

의 제안비용 절감, 효율적인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이하 “참가자격사전심

사”라 한다)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술, 재원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격사

전심사기준을 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

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기술·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사전심사와 기술․가격 평가를 분리하여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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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업계획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

표한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을 활용할 수 있다.

제78조 (평가요소의 구성) ①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

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관한 사항은  제76

조에 따른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때 심사하거나, 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하지 않

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심사하여

야 한다.

제79조 (평가 배점 및 기준) ①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

에 따른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등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

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과 가격 요소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한다.

1. 사업의 특성, 건설·운영의 난이도, 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제출자간의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요소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

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2. 기술력․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가

3.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항목간 배

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③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하며 산정

방식을 사전에 제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정성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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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축소

하도록 하여야한다.

제80조 (사업계획 평가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거나, 경쟁에 의한 금

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

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용지보상비 분담, 관리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

수입 환수 등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는 가격요소 평가점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 중 “전략적투자자”란 항만사업의 경우 해운사, 항만운영사, 철도사업

의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사회기반시설 전문운영사 등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사

업은 제12조제2항을 고려한 사업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사업에 

한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사유와 증

빙자료 등을 포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평가단의 심의

에 따라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1조 (협상대상자의 지정․통지) ① 주무관청은 기술 및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평가 종료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별 종합평가점수

2. 사업계획별 설계, 운영, 시공 등 주요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3. 사업계획평가단 참여 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 

제5절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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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상대상자

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

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

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

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

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

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비용 관련사항 

5. 투자위험분담, 인․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 시설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제84조 (협상) ①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

상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69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정한 협

상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며, 협상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



- 385 -

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

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기관에 

협상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해

결조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

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 (전문가 등의 활용) 주무관청은 협상을 위하여 건설․운영․법률․금융 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심사

○ 소관부서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의 실

시협약(안)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생략 

○ 민간투자사업 소관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

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

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재무모델 포

함 등) 제출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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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실시협약 체결

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실시협약 자문 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협상당사자(주무관청 및 우선 협상대상

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17.3.29)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공투센터 ․ 계약심사단)

➡
규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 규제 포함된 경우에만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

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제87조 (국고지원사업의 사전협의)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

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장기대부 외에 기간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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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2. 주무관청이 재정사업 실적단가에 준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3. 추정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사업의 총공사비 수준에 비추어 별도로 검토

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도로사업에 있어 노선변경 등과 같이 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

업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전에 변경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 (실시협약 체결) 실시협약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예정자 명의

로 체결한다.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

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2항 각 호에 준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6절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사․준공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기한 및 주무관청의 실시

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5조 및 영 제15조․ 제16조에 규

정된 범위 내에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에 정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제6
호에 따른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소요재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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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책 및 자금조달 협약서 등이 포함된다.
③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인도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

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

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1조 (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市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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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

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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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

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토 지 등 "이 란  제 3조  각 

호 에  해 당 하 는  토 지 ᆞ 물 건  및 

권 리 를  말 한 다 .

  2 . "공 익 사 업 "이 란  제 4조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을  말 한 다 .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

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

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

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

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

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

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

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

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

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ᆞ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

으로 착색할 것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

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

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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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

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ᆞ도면을 제

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

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

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8.>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

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

권 외의 권리

  3. 광업권ᆞ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

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ᆞ돌ᆞ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ᆞ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ᆞ인가ᆞ

승인ᆞ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

로 시행하는 철도ᆞ도로ᆞ공항ᆞ항만

ᆞ주차장ᆞ공영차고지ᆞ화물터미널ᆞ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

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

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

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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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軌道)ᆞ하천ᆞ제방ᆞ댐ᆞ운하ᆞ

수도ᆞ하수도ᆞ하수종말처리ᆞ폐수처

리ᆞ사방(砂防)ᆞ방풍(防風)ᆞ방화

(防火)ᆞ방조(防潮)ᆞ방수(防水)ᆞ저

수지ᆞ용수로ᆞ배수로ᆞ석유비축ᆞ송

유ᆞ폐기물처리ᆞ전기ᆞ전기통신ᆞ방

송ᆞ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ᆞ공장ᆞ연구소ᆞ시험소ᆞ보건시설

ᆞ문화시설ᆞ공원ᆞ수목원ᆞ광장ᆞ운동

장ᆞ시장ᆞ묘지ᆞ화장장ᆞ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ᆞ인가ᆞ

승인ᆞ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

로 시행하는 학교ᆞ도서관ᆞ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

ᆞ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

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

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ᆞ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

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

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

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

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

을 포함하여 수립ᆞ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

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8. 4. 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

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

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

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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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

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

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

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

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

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

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

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

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ᆞ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

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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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

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

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

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ᆞ의

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

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

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

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

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권리ᆞ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ᆞ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

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

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

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

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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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

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

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ᆞ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

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⑤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

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

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

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치구

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

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

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인) 법 제7조에 따른 대

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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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

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 5. 28.]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

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ᆞ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ᆞ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

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

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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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

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

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3.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

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

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

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

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ᆞ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

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

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

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출입의 통지)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

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

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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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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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

(住居)나 경계표ᆞ담 등으로 둘러싸

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

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ᆞ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

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

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

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

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

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

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

도, 시ᆞ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

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

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

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

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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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

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① 제9조제

2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

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

치도, 시ᆞ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

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증을 지녀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지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인 경우

로서 제9조제3항제3호 또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

증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

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

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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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

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

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

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

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

(用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2015. 6. 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

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조서(이하 "토지조

서"라 한다) 및 물건조서(이하 "물건

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ᆞ전체

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

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

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건(광업권ᆞ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2. 물건의 종류ᆞ구조ᆞ규격 및 수량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

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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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필요한 사항

  ⑤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

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의 사항 외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

입면적을 적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편입면

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

황도에 따른 편입면적과 일치하는 경

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

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

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ᆞ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

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

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

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

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

이 둘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

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

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

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ᆞ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

지가 소재하는 시ᆞ도의 시ᆞ도지

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ᆞ도

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

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감

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

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

이 제한ᆞ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

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

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

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

권 및 어선ᆞ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

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

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

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

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③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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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

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

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

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ᆞ도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ᆞ도지사

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

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

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ᆞ

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

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

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

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

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

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

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

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5.>

  ⑤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

정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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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ᆞ

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

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

별자치도ᆞ시ᆞ군 또는 구의 부지사ᆞ

부시장ᆞ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

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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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

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

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ᆞ시ᆞ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

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

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

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

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

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

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

당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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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

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

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ᆞ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

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

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

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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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

치ᆞ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

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

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ᆞ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ᆞ방법ᆞ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

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

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

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

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

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

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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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

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

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ᆞ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

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

류ᆞ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3. 5. 28.]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

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

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ᆞ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ᆞ방법ᆞ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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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

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

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

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

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

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

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

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

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

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ᆞ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

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

류ᆞ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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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3. 5. 28.]

제18조 삭제 <2007. 10. 17.>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

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

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

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

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

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

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

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

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제9조(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ᆞ

제28조제2항ᆞ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

제1항ᆞ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

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

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ᆞ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9., 2008. 3.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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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

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ᆞ도면 및 해

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

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

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

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

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

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

업시행자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3. 5. 28.]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

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

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

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8. 12. 31.>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ᆞ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ᆞ

인가ᆞ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

제9조의3(재협의 요청) ①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

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ᆞ인가ᆞ승인권자 등은 법 제21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

완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해

서는 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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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업의 허가ᆞ인가ᆞ승인권자 등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ᆞ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ᆞ인가ᆞ승인대상 사업의 공

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12. 31.>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신설 2018. 12. 31.>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

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허가ᆞ인가ᆞ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

업의 경우에는 허가ᆞ인가ᆞ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 및 관계 서류의 사

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

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

다. <개정 2018. 4. 17.>

  ③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

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

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

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

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

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

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의 허가ᆞ인가ᆞ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ᆞ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ᆞ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

청현황

 [본조신설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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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

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

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12. 31.]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

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함한다)할 수 있다.

  ⑥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

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ᆞ인가ᆞ승인

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

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3. 5. 28.]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

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

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본조신설 2019. 6. 25.]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

익사업의 허가ᆞ인가ᆞ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ᆞ사업

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

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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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

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 관계 시ᆞ도지사에게 통지하

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

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

을 통지받은 시ᆞ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ᆞ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ᆞ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

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

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ᆞ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

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

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

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

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

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

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③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

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

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

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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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⑤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4. 12.>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

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

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

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사

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

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

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

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

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

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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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

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ᆞ변경함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

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

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

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ᆞ대수선, 공작물

(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

加)ᆞ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

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ᆞ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ᆞ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은 해당 건축물ᆞ공작물 또는 물

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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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ᆞ통지 및 열

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

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

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

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

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

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

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

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

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

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

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8. 12. 31.>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

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

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입ᆞ측량ᆞ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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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

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

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

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

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

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

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ᆞ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감정

평가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

평가를 위하여 측량ᆞ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

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

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

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

지ᆞ지번ᆞ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

에는 물건의 소재지ᆞ지번ᆞ종류ᆞ구

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

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ᆞ지

제9조(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ᆞ

제28조제2항ᆞ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법 제28조

제1항ᆞ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협

의성립확인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

원회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ᆞ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 4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번ᆞ종류ᆞ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

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ᆞ

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ᆞ지번ᆞ종류ᆞ

구조ᆞ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

한 도면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

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

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29., 2008. 3. 14.,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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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기일

 [전문개정 2013. 5. 28.]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

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

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

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

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

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

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

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

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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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주소ᆞ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ᆞ군

수ᆞ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

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

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

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

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

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

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

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

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

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 및 면적 등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ᆞ

지번ᆞ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ᆞ

지번ᆞ종류ᆞ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

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

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13

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영 제1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성립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

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ᆞ군 

또는 구의 수의 합계에 해당하는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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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

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

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

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

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

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

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

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

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

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

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

류ᆞ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

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

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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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

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

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

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

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

(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

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

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ᆞ군

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

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

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

거나 그 주소ᆞ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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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ᆞ군

수ᆞ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

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

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

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

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

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

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

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3조(화해의 권고) ① 토지수용위원

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

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

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

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



- 42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

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

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

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

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

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시ᆞ광역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ᆞ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

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

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

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

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

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

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原裁決書)

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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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

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

회에 계속(係屬)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

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

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

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

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

별시ᆞ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

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일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소유자 및 

제18조(사용의 허가와 통지) ① 사

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

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용

하려는 토지의 구역과 사용의 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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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

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

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

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

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

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기간

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

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38조제2

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

(供託)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

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을 때에

는 공탁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

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

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

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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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

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

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

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

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

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

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

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

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

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

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

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

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

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

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

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

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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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

을 수령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

상) ① 제39조에 따라 토지를 사

용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결이 있기 전에 토지소유자나 관계

인이 청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토지소유

자나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

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

른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제39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득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확인서

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

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 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

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를 반

환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

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

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

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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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

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

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

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

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권리의 취득ᆞ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

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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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

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

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

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

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

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

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

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

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

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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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

고, 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

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에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

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

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

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

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7조(화해조서의 송달) 법 제49조

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화해조서의 정

본을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9조의2(협의의 요청)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

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ᆞ인가ᆞ

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

지수용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

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

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

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

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

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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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1. 국가 또는 시ᆞ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

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8. 4.]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

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전문개정 2013. 5. 28.]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1. 판사ᆞ검사 또는 변호사로 15

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비상임위

원은 토지 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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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및 상임

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

하는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⑦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제

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의 계급 등과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① 지

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개정 2012. 6. 1.>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ᆞ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은 시

ᆞ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토지 수용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6. 1.>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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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설 2012. 6. 1.>

  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제

5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

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

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

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

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

(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

항ᆞ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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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

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

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

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

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

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

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

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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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그 토지수용위원회의 회

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ᆞ친족 또는 대리인

  3.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ᆞ의결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수

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

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

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

의 심리ᆞ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ᆞ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

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

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ᆞ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ᆞ여비 및 감정수수료

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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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

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

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를 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

13조를 준용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

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전문개정 2013. 5. 28.] 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

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ᆞ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5., 2008. 3. 14., 2013. 3. 23., 

2016. 8. 31.>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

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

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ᆞ운

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ᆞ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

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

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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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

축ᆞ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

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

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

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

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

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

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

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

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

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

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

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 2., 2013. 

3. 23.>

 [본조신설 2008. 4. 18.]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

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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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

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

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不在

不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

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

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

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

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

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

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

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

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

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

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

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

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

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

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ᆞ

지번ᆞ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

건의 소재지ᆞ지번ᆞ종류ᆞ구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

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ᆞ지

번ᆞ종류ᆞ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

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ᆞ

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ᆞ지번ᆞ종류ᆞ

구조ᆞ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

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

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2., 2013. 3. 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

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

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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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

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

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

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

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

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

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

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

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

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

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

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

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

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ᆞ제2호와 유사한 경

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

법 및 지급기일

 [전문개정 2013. 5. 28.]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

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

국도로공사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

국관광공사

  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

기통신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

국가스공사

  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

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국환경공단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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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

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공공기

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

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

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

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채권으

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한

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항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

  1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

국철도공사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문개정 2013. 5. 28.]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

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ᆞ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읍ᆞ면(도농복합형

태인 시의 읍ᆞ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ᆞ구ᆞ읍ᆞ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

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

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

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

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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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

일 전달의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

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

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

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

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

로 한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 상환기한이 3년 이하인 채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

다)로 하되, 제1호가목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상환기한이 3년 초과 5년 이하

인 채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

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

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

속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

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

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

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토지

 [전문개정 2013. 5. 28.]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

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

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

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

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

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

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

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

역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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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ᆞ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ᆞ군 또는 구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

국관광공사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 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

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전문개정 2013. 5. 28.]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

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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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5조(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

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

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

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

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

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

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

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

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

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

인(제2항에 따라 시ᆞ도지사와 토

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ᆞ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

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

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ᆞ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

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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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

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

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지가 소재하는 시ᆞ도의 시ᆞ도지

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ᆞ도

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

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감

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

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ᆞ도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ᆞ도지사

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

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ᆞ

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

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⑥ 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

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

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

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

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

가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

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

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1. 보상평가서의 위산ᆞ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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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6. 2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ᆞ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

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

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

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

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

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

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

행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

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

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

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

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

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

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9조(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2.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공항건설사업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

발사업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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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

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

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

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

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

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ᆞ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

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ᆞ형상ᆞ환경ᆞ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

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ᆞ발표

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

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

하여 해당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

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비교표

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

률이 조사ᆞ발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용도지

역의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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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

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

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

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

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

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

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

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

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

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

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

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용상황이 같은 토지의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ᆞ군 또는 구의 평균

지가변동률 중 어느 하나의 지가변

동률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는 구의 지가

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ᆞ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표준지가 소재하

는 시ᆞ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인근 시ᆞ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

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교표준지

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는 구의 지가

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는 구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3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공익사업의 계

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

로 인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이 변동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날부

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이 5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가격시점까

지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

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ᆞ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전문개정 2013. 5. 28.]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

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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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

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

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

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

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

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

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

"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

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

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

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

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ᆞ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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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대상토지

가 소재하는 시ᆞ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ᆞ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ᆞ군 또는 구에 속한 공

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

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

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

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

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

지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

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

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

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

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

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

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

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

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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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

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8. 4.]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ᆞ도랑

ᆞ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

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

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

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

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

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

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

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

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

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

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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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

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

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

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

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

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

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

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

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

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

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ᆞ형상ᆞ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전문개정 2013. 5. 28.]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ᆞ입목ᆞ공작물과 그 밖

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

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

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

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

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

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ᆞ규격ᆞ

수령ᆞ수량ᆞ식수면적ᆞ관리상태ᆞ

수익성ᆞ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

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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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

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ᆞ돌ᆞ모래 또는 

자갈(흙ᆞ돌ᆞ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

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

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

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

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

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이 경우 이식가능성ᆞ이식적기ᆞ고

손율(枯損率) 및 감수율(減收率)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

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ᆞ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

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

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

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

황ᆞ수세ᆞ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

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

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

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

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

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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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

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

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

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8조(묘목의 평가) ①묘목에 대하

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

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각손

실액(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

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

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

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

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

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

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이전비

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 필요한 비

용으로 평가하며,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

로 할 수 있다.

  ④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

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⑤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거

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

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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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

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

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

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

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

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

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

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

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

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

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

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

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

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

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

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

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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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

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

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6조(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ᆞ어

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

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

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

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

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

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

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

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

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

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

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

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

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

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ᆞ물

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

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

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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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

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

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매년 조사ᆞ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

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

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

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

울특별시ᆞ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

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

북도, 부산광역시ᆞ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

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

으로 보상한다. <개정 2005. 2. 5., 

2007. 4. 12., 2008. 4. 18., 2013. 

4. 25., 2015. 4.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

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

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

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

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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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3. 4. 25., 2014. 10. 22.>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매년 조사ᆞ발표하는 농

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

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

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

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

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

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

한다. <개정 2005. 2. 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

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ᆞ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

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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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

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

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

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

한다. <개정 2008. 4. 18., 2013. 4. 25.>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

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

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

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⑤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

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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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

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08. 4. 18.>

  ⑥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

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

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

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

우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

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

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

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3. 4. 25.>

  ⑦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

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

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

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

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

로 본다. <신설 2008. 4. 18., 2009. 

11. 13., 2015. 4. 28.>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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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ᆞ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

하는 객관적 자료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

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거나 이

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

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

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

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

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

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

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

립ᆞ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

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

위하던 농업ᆞ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ᆞ

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

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

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

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

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

ᆞ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

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

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ᆞ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

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

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ᆞ

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

사업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

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

담한다. <신설 2018. 4. 17.>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

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

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

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

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

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

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

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

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

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

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

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

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 1. 

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

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ᆞ발표하

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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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ᆞ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

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

료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요청을 

받은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

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

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

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

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

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

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

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

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

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

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1. 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

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

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

상) ①법 제78조제6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

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

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ᆞ발표하

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연간 전

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기본

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 농

가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말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

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 가구당 전국평균 농가인구 × 

이주가구원수

  ②제1항에 따른 이농비 또는 이

어비(離漁費)는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ᆞ어업을 계

속할 수 없게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

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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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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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택지 또는 주택

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주대

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

을 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

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8.]

제41조의2(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도로(가로등ᆞ교통신호기를 포

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②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

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

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

하는 택지면적 ÷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또

는 어민(연간 20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상한

다. <신설 2007. 4. 12.>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와 동일한 시ᆞ군 또는 구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ᆞ

군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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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

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

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

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

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

하는 용지의 총면적)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

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

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은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

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

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한다.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

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개발된 인근 산업단지

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

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

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

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

공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

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

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지정ᆞ개발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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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

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

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

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

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

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ᆞ도랑ᆞ담장 등

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

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

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

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

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

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

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

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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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

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

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ᆞ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

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

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

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

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

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다. <개정 2014. 12. 23., 2016. 8. 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

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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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

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보상계획의 수립ᆞ공고 및 열람

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

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

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

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ᆞ농업ᆞ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

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

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

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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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

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

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

닌 평가수수료ᆞ측량수수료ᆞ등기수

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

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

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

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

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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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

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ᆞ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70조에 따른 취득하는 토지의 보

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에 따른 사용하는 토지의 보

상에 관한 사무

  12. 법 제76조에 따른 권리의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손실, 

농업손실, 휴직 또는 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공장의 이

주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익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등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6. 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토지

의 환매 및 환매권의 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

사는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

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

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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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

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

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

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

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ᆞ구성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ᆞ

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

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

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

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

별자치도ᆞ시ᆞ군 또는 구의 부지사ᆞ

부시장ᆞ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

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

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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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

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

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ᆞ시ᆞ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

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

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

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

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

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

ᆞ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

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

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

당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

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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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

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 상협의 회의 위원 장은 

해당  특별자 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ᆞ부군수 또는 부

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

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

별자치도, 시ᆞ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

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

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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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

치ᆞ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

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

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

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

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

요한 자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

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

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

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

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

84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

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ᆞ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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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

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ᆞ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

액을 공탁할 수 있다.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

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

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

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

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

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

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

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

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

자ᆞ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

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

(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

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

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

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

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

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

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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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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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

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ᆞ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

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

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

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

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

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

업시행자는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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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시ᆞ도지사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

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

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장 환매권 <개정 2011.8.4>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

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

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

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

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

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

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

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

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

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

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

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

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

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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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

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

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

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

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

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1. 8. 4.]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

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

(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ᆞ거소 또

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

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

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

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ᆞ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

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

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

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

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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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

(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9장 벌칙 <개정 2011.8.4>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4조 삭제 <2007. 10. 17.>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

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

자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

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

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 1. 6.]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47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

게 한 사업시행자

  2. 제11조(제27조제2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

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제

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8. 4.]

제9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

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

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

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

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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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38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 6. 25.,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 7. 1., 일부개정]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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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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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824호, 2019. 1. 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
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건설법」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및 「수도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ᆞ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
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
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
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건
설법」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
다) 및 「수도법」 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
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
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및 수도사업자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에 따라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
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
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
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ㆍ
전세권ㆍ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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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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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 2018.3.22,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토목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보상의 적정을 도모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5.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

  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함)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천공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 등 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
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
려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분류한다. 
<개정 2015.5.14., 2018.3.22.>

  1. "고층시가지"라 함은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라 함은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
화하고 있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550∼750퍼센트)

  3. "저층시가지"라 함은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
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이 혼재된 지
역을 말한다.(예상 용적률: 200∼500퍼센트)

  4. "주택지"라 함은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
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예상 용적률: 100퍼센트 내외)

  5. "농지·임지"라 함은 농지·임지가 유효 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
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함) 대상범위는 지
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8.3.22.>



- 485 -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
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 규정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물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크게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개정 2003.7.25., 2015.5.14., 2018.3.22.>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경우 건축 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지역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의 층수 

제6조(건축가능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에 따라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
록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5.14>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별표2］에서 계산한다. 
  2. "가"는 저해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따른 층별 효율비율로서 ［별표3］에서 계산한다.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별표2］에서 지하 이용률(β)에［별표4］에서의 심도별 지

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기타 이용 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에

서 기타 이용률(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기타 
이용률(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5.14, 2015.10.8>

  ⑤ 최유효 건물층 및 규모로 사용(이하"최유효 사용"이라 함)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다. 

  입체이용 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이용 저해율×노후율＋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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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크게 미달되거나 노후 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

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6.10.5, 
2015.5.14>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
지는 30미터, 농지·임지는 20미터로 한다. <개정 2015.5.14>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하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6.10.4, 2015.5.14>

  ·보상비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입체이용 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비

를 산정한다. 단,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
로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산된 지하보상비가 1,0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
당 1,000,000원 또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
이 당해 저촉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명 이
상 공동 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있어서는 한 명 보상에 한한다. <개정 1996.10.5, 2015.5.14>

  ④ 보상비는 현금보상으로 한다.

제10조(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
보상 대상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따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5.14>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10.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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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ᆞ

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

상교통ᆞ해상교통ᆞ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

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

ᆞ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6. 3. 29., 2017. 12. 
26., 2018. 3. 13.>

  1.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
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
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ᆞ자동차ᆞ열
차ᆞ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
요한 도로ᆞ철도ᆞ공항ᆞ항만ᆞ터미널 등
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을 말한다.
  5. "공공교통시설"이란 제18호의 공공기
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
ᆞ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6.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7. "국가기간교통시설"이란 지역 간 간선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
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
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
간복합환승센터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
국철도시설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
  4. 삭제 <2011. 8. 11.>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
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
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
국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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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시설
  8. "국가기간교통망"이란 국가기간교통
시설(國家基幹交通施設)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
하는 교통수단이 신속ᆞ안전ᆞ편리하게 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9. "교통조사"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집행하고 아울러 교통수
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
하여 현장 방문 조사, 연구보고서 등 문헌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통물류거점"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ᆞ환승ᆞ환적(換積)
ᆞ하역ᆞ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는 공항ᆞ항만ᆞ철도역ᆞ터미
널ᆞ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
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
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
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ᆞ
지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
라 지정ᆞ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
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ᆞ지
원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ᆞ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목 및 나목
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ᆞ지원하기 위하
여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ᆞ고시 
된 교통물류거점
  11. "연계교통시설"이란 주요 교통물류
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
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
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12. "환승시설"이란 육상ᆞ해상 또는 항
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
널, 항만대합실,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
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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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
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
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
로 하는 환승센터
  나.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
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
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다.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
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4.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
활과 사회경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ᆞ상
업시설ᆞ문화시설ᆞ업무시설ᆞ숙박시설ᆞ
주거시설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복합환승센터"란 열차ᆞ항공기ᆞ선
박ᆞ지하철ᆞ버스ᆞ택시ᆞ승용차 등 교통
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ᆞ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
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
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
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ᆞ문화ᆞ주거ᆞ숙
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나.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ᆞ문화ᆞ주거ᆞ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다. 일반복합환승센터: 가목 및 나목을 제
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
통시설에 대하여 전자ᆞ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ᆞ활용함
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ᆞ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7. "교통기술"이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
설의 개발ᆞ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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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ᆞ운영 또는 관리
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

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

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

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

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

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

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ᆞ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

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ᆞ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

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

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

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

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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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ᆞ

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

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

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

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

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

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ᆞ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 1. 6.>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

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

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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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

축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

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ᆞ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15. 1. 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ᆞ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

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

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

한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이와 연

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

ᆞ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교통시설투

자계획(이하 "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2.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

의 우선순위 및 소요 재원



- 494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56호, 2019. 10. 14., 일부개정]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4.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

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

  5.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6. 그 밖에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사항

  ③ 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④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① 공공기

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

을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과 

해당 기관의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 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설정된 

교통시설 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관련 예

산의 편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

함된 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

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

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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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소관별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및 집행 효과에 대하여 집행 실적 평

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종합분석

하여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ᆞ해상ᆞ항공 교

통 분야의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사회경제활동의 지원

에 필요한 최적 교통시설 확보 등을 위

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지표

(이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라 한

다)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

력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물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의 신속한 처리 및 이동

성 보장

  3. 여객 및 화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보장

  4.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향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경쟁

력지표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ᆞ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ᆞ평가

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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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

ᆞ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교통물류경쟁력 조사ᆞ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조에 따라 설정ᆞ고시된 국가교통

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

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

쟁력에 관한 조사ᆞ평가(이하 "국가교

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

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

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ᆞ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

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

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

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

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

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

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ᆞ

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ᆞ공

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2조(국가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ᆞ시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

가교통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

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

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5

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

교통조사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① 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

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

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

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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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ᆞ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ᆞ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

자ᆞ운영ᆞ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ᆞ물

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

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

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

요한 사항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

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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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

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불ᆞ결제하

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의 수행을 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

라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통조사를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

적 수단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

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이용자들

의 시간대별, 기ᆞ종점별 통행실태 총량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자등은 해당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

조사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

록 제도적ᆞ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제15조(교통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

성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통조사지침의 적용 범위, 작성 방

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

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ᆞ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ᆞ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ᆞ분석ᆞ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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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공공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

사"라 한다)를 하려면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

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

서가 국가교통조사나 그 밖의 다른 교통조

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해

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

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

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ᆞ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ᆞ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ᆞ분석ᆞ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① 법 제

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

사를 말한다. <개정 2015. 7. 6.>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

를 포함하며, 특별시ᆞ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ᆞ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ᆞ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ᆞ종점 통

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

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

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개정 2013. 3. 23.>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ᆞ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ᆞ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

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

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

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

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

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

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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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

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

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

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

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ᆞ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ᆞ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

조사에 관한 자료ᆞ정보 등을 체계적ᆞ

종합적으로 수집ᆞ분석ᆞ제공하기 위하

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ᆞ운영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ᆞ공

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국가교통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ᆞ운영할 때에는 조사자료의 

적절성, 국가교통조사자료와의 연계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

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정하여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정책ᆞ계

획ᆞ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

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

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12.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

이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

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

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

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

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6.>

  1. 관계 중앙행정기관ᆞ특별시ᆞ광역

시ᆞ특별자치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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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국가교통 데이

터베이스에 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⑥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

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

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ᆞ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

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ᆞ융

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

폼을 구축ᆞ운영하면서 수집ᆞ관리하는 데

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

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ᆞ관리의 방법ᆞ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ᆞ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

영리법인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

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

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ᆞ

생성ᆞ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

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

터의 연계ᆞ활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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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

터의 송신ᆞ수신과 관련한 기술적ᆞ제도

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

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

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ᆞ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ᆞ관리의 방

법ᆞ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

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이

하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ᆞ확장 또는 정

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

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

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 공공교통시설 개

발사업의 목록과 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5. 7. 24.>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

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

한 합리적ᆞ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

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1. 22.>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

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

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

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

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

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

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ᆞ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

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

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

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

외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시설의 유지ᆞ보수 등 기존 시

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

지ᆞ보수사업

  2. 재해 예방ᆞ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

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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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평가지침을 작성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종류ᆞ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

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

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

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

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

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

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

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1. 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

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

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

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

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

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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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① 교통

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 평가

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를 작

성하여 평가가 완료된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에 타당성 평가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가 투자평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

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

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관련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

자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

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영향

을 주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

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개정 2016. 1. 22.>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

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

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

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

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

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

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

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1. 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

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

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

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

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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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

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

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을 통합하여 제정ᆞ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

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재평가 사

유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타당

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 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 재조

사 또는 재평가를 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중간점검과 재평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를 실시한 때에

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시설개

발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

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7. 24.]

제21조의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

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

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

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

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

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5.>

 [제목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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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ᆞ취소

  나. 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 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

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

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ᆞ경제적 상황에 대응

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ᆞ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① 교통시

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제2항에 따른 평

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의 타당성 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

득한 자 등의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

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ᆞ변경등록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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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다. <개정 2014. 12. 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ᆞ변경등록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

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

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

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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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

정 2013. 3. 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

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5. 12. 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2조

제1호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평가대

행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

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

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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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4. 교통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ᆞ분석하

거나 예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통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

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6.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

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

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

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

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업무정지처

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타당성 평가대행 업

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5조

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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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

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

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

여 하도급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

의 업무 계속) ① 제25조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

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타당성 평가대

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평

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

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

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

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보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가 적절히 이행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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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

도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

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

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

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

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① 평가대행자 및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

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투자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통투자

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

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

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ᆞ변경등록 신청서(전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

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4. 12. 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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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

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

류 경쟁력 조사ᆞ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

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

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ᆞ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

보의 수집ᆞ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

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

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ᆞ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

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

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

술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ᆞ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ᆞ변경등록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

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

야 한다. <신설 2011. 12. 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

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

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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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ᆞ운영에 관

한 조사ᆞ연구 및 전시회ᆞ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

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의2

는 제114조의3으로 이동 <2019. 3. 

19.>]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투자평가에 관한 조사ᆞ연구

  2. 교통투자평가제도의 인식 향상을 위

한 홍보

  3. 평가대행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옹호

  4. 교통투자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

ᆞ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ᆞ해상ᆞ

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

발ᆞ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

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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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ᆞ사변ᆞ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

  2. 설ᆞ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

의 급증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

생, 에너지 수요ᆞ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

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ᆞ

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4. 전용차로의 지정ᆞ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5. 교통안전대책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ᆞ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

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

ᆞ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에 대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소속 직원

을 파견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ᆞ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

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

받아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

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

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

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

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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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시행기간에 예상

하지 못한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 중대

한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

태가 발생하여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효과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관리자, 

이용자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ᆞ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대체 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2. 여객 및 화물의 긴급운송, 전환운송 

및 연계운송 등을 하도록 하는 조치

  3.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ᆞ증회 및 노

선 조정

  4. 그 밖에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

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

치를 말한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ᆞ

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

구난ᆞ구호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

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2항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

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ᆞ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

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

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ᆞ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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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상인 각종 개발사

업과 교통물류거점의 현황과 전망

  3. 연계교통시설사업의 선정 및 투자 우

선순위 결정

  4.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 재원 및 그 

조달 방안

  5.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

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

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ᆞ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ᆞ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ᆞ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ᆞ도지사가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ᆞ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

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

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

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ᆞ도지사가 

지정ᆞ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

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

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7. 6.>

  ② 시ᆞ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

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시ᆞ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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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

설을 지정ᆞ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

정ᆞ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

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

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ᆞ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ᆞ고시)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

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

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

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

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

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

을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

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ᆞ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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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ᆞ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

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

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

을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

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

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

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

책"이라 한다)을 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1. 8. 4., 2016. 3. 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도 또한 같다.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

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를 말한다.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

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 12. 28., 2012. 4. 10., 

2014. 12. 30., 2018. 2. 27.>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

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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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

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

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

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ᆞ군

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

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

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

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

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4. 27.>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4. 27.>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

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ᆞ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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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

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

계교통시설 공급ᆞ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ᆞ정비 및 운

영ᆞ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ᆞ

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

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

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

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

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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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

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

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

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6., 2017. 3. 

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

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

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

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

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

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

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

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

에 하여야 한다.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

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

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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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ᆞ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

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

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

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3. 3. 23.>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

심으로 지정ᆞ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

발ᆞ운영사업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

심으로 지정ᆞ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

발ᆞ운영사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

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

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

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

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

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

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

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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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 연계철도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

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ᆞ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①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

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ᆞ분

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

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

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

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

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

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1. 11. 16., 2017. 3. 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

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

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

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

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

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

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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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

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

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

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

에 하여야 한다.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

설 간 연계ᆞ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

법 등에 관한 연계교통체계지침을 수립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

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

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 12. 28., 2012. 4. 10., 

2014. 12. 30., 2018. 2. 27.>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

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

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

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

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ᆞ군

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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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

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

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

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

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4. 27.>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4. 27.>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

의 노선 인정)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

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

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활동의 세

계화 및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의 복합서

비스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

여 국가기간교통망과 외국의 육상ᆞ해상

ᆞ항공 교통망을 체계적ᆞ복합적으로 연

결하는 국제복합교통망(이하 "국제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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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이라 한다)을 구축ᆞ운영하는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 구축 등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조사ᆞ연구

  2.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인력ᆞ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전시회ᆞ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

통정책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기구 설치

  5. 국제복합교통망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6. 그 밖에 국제복합교통망 구축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는 국제복합교통망 구축ᆞ운영에 

참여하는 기관ᆞ단체ᆞ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ᆞ행정ᆞ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

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

하여 5년 단위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 구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

한 중장기 정책방향

  2. 환승정책에 대한 분석ᆞ평가

  3. 주요 연계ᆞ환승시설 현황조사 분석

  4. 교통망 분석을 통한 효과 제시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제

고 방안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

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

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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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시설 배치 

방안

  7. 효율적인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

  8. 복합환승센터의 기본 개발 방안

  9.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

인 사업비 추정

  10. 그 밖에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

립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

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제

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

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

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

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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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

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

  2. 광역복합환승센터: 시ᆞ도지사가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일반복합환승센터: 시ᆞ도지사가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

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

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

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

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

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

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

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

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6.>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

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

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

다.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

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

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ᆞ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

항)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

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

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

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

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

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0. 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

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

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

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

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

게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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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시ᆞ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

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ᆞ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

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

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

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

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

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

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ᆞ시설 등의 위

치ᆞ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

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ᆞ

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

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

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제60조(토지ᆞ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

업으로 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을 법 제

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

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

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

ᆞ문화ᆞ복지ᆞ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

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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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 3. 23.>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ᆞ시설 등의 공

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

적으로 사용될 토지ᆞ시설 등(주민의 원

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

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ᆞ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ᆞ

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

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

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ᆞ주소와 대표자

의 성명

  2. 토지ᆞ시설 등의 위치ᆞ면적 및 용도

(토지ᆞ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ᆞ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

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

가ᆞ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

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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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

는 시설물의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

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

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

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ᆞ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복합환승

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

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

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

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복

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

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ᆞ군수

ᆞ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2항에 따

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

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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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ᆞ

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

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48

조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

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2015. 7. 24.>

  ②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

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

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

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복

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고

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내용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7조제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4.>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

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ᆞ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

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ᆞ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

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ᆞ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

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①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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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로 지정ᆞ고시된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복합

환승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복합환승센터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건설 전망이 없게 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

된 경우 해당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에게 통

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

ᆞ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ᆞ군수 또는 구

청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이 변경ᆞ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

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ᆞ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 

완료되어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ᆞ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

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⑤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

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

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

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

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

자) 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

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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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

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

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

획에서 정한 기간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

서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

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

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

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복합환승센터입주

업체"라 한다)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

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

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

천국제공항공사

  8. 삭제 <2011. 8. 11.>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ᆞ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ᆞ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ᆞ목적ᆞ개요ᆞ시행기

간ᆞ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

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

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

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

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0. 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

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

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

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

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

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

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

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

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

ᆞ문화ᆞ복지ᆞ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

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

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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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금조달계획서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

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

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

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

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

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

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

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

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

행하도록 지도ᆞ감독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

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승센터(정보안내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

한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

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

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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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④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절

차, 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

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2. 7. 20., 2016. 1. 22.>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

류 및 도면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계획

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ᆞ보

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

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

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

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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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

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④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6.>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

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

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

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

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ᆞ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5. 6. 

1., 2016. 8. 3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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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

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

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

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

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ᆞ구 지적대조도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

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

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

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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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

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

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2011. 8. 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

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교통연구원ᆞ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

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에 따라 복

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ᆞ

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

본을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

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49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2. 4. 10.>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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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을 포함한다)

  6. 도시ᆞ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5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

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복합환승센터개

발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ᆞ

허가ᆞ승인 또는 결정 등(이하 "인ᆞ허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인ᆞ허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1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

률에 따른 해당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축허가ᆞ축조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

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 4. 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

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ᆞ수익

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ᆞ광

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

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

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

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

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

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광역

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

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ᆞ용적

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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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

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토지분할의 허

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

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

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의 허가 및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같

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

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

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

방지 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ᆞ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

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산림보호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ᆞ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ᆞ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

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

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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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1항에 따른 분묘 등의 처리에 관한 허가

  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

수ᆞ변경의 신고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

용의 허가 및 협의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

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

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

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

라 부과되는 그 인ᆞ허가등에 따른 수수료

를 면제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

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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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

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중 용수시설(用水施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

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

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

행)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

지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ᆞ규모ᆞ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

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ᆞ기자재 또는 근

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

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

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

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면

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복

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를 한 때(제4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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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복합환

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제

4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를 말한

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복합환승

센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

하고,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환승센

터 안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에 대한 재

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

행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

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등의 적용 특례) ① 제50조제1항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

인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

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②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

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

축법」 제57조ᆞ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①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ᆞ광

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조

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지

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

한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

1항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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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광역

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

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ᆞ용적

률 및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였을 때에

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

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

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52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

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복합환

승센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복합

환승센터의 지정ᆞ고시일 현재 복합환

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

는 환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시설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지 신청은 사업시

행자가 해당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보상

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복합환승센

터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

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분

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

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57조(토지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복

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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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토석, 그 밖

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

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

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

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

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

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

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

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

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

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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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

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

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

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합환승센

터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

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 및 토지의 세부 목록을 그 복

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

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과 재산

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61조제3항에 따

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

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

에 관하여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

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

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공공시설의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ᆞ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ᆞ광장ᆞ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

에는 관로만 해당한다)ᆞ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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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

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연계교통시설ᆞ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4조(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

단의 정류ᆞ정차ᆞ정거시설 또는 그 접

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② 국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른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원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따로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합환

승센터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2. 광역복합환승센터: 총보조사업비용

의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

원하는 보조사업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분담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

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이용 수

준 및 복합환승센터의 시설 개선 수준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

가)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

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

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

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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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

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

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

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

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ᆞ인가ᆞ신고ᆞ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

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ᆞ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5. 6. 

1., 2016. 8. 3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

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

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

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

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

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ᆞ구 지적대조도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

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

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

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

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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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

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

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

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2011. 8. 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

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교통연구원ᆞ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

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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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

가 전 사용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

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

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

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

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ᆞ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

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

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

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

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

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지정ᆞ승인ᆞ인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ᆞ승

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

지, 공작물의 개축ᆞ이전,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ᆞ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지정ᆞ승인ᆞ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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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

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5. 사정이 변경되어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을 직접 사용

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

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

한 토지를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용지 

중 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중 제1

항에 따른 공공용지 외 용도로 사용될 

용지(주민의 원래 토지ᆞ시설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ᆞ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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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복합

환승센터 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

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

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에 선

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

야 한다.

제59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사업시행자

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용지를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시행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1. 임대하려는 토지의 최초 임대료: 제

58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

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제64조(개발한 토지ᆞ시설 등의 처분 제

한) ①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는 환승시

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

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제66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에 양도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

센터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 

제61조(처분제한대상 토지ᆞ시설 등의 

양도 등) ①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하거

나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이하 "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라 한다)는 분

양받은 토지ᆞ시설 등을 법 제64조제

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

기관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

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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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복합환승

센터입주업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

  2.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ᆞ시

설 등의 매각가격,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하여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 

해당 토지ᆞ시설 등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

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

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

수 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

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3. 24., 

2016. 5. 31., 2016. 10. 25., 2019. 4. 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

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

증기금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

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

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

은행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

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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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소기업중앙회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

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사업시행자나 복합환승센터관리기

관이 해당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토지ᆞ시설 등의 취득가격

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ᆞ등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다만, 취

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한다.

  3. 양도할 토지ᆞ시설 등을 유지ᆞ보

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ᆞ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매수한 토지ᆞ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복합환

승센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

용승인) ①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ᆞ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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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 1. 28., 2017. 1. 17.>

  1. 「건축법」 제20조제1항ᆞ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

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

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ᆞ진동규제

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

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

조소등의 설치허가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

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

장소 설치의 허가

  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의 등록신청

  11.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

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12.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 55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56호, 2019. 10. 14.,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4.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

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③ 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안에 환승

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제50조제1항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

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

사ᆞ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6., 2015. 1. 28., 2017. 1. 1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ᆞ저장ᆞ판매ᆞ수

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물환

경보전법」 제37조 및 「소음ᆞ진동규제

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

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

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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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

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① 복합

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자

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업체

협의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입주

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자가 복합환승센터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

환승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복합

환승센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관

리에 관한 지침(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지

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관리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ᆞ도지사의 의견

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협

의회 및 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제3항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

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ᆞ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5. 6. 

1., 2016. 8. 3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

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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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

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

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

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ᆞ구 지적대조도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

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

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도공사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

국철도시설공단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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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

천국제공항공사

  7. 삭제 <2011. 8. 11.>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

국교통안전공단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

통연구원ᆞ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

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

획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

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

업체협의회(이하 "입주업체협의회"라 

한다)에는 해당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

의 100분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입주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복합

환승센터입주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

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로 하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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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격은 입주업체협의회의 정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입주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

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

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

지ᆞ보수ᆞ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

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① 제

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

환승센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복합환승센터의 면적 및 범위

에 관한 사항

  2.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의 설치ᆞ운

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

  ②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복합환승센

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입

주업체로부터 관리비 또는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작성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관리비의 징수) ① 복합환승센터

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

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

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

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

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

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ᆞ시설 등

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

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처분 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처

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

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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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

여 「지방세법」, 「농업ᆞ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

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

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

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

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69조(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

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

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

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

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제목개정 2018. 9. 18.]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ᆞ배치 기준) ①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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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

상시키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서비스 

기준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ᆞ

배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3. 3. 23., 2018. 9. 18.>

 [제목개정 2018. 9. 18.]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그 직권으로 또는 시ᆞ도지

사의 요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

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재정ᆞ행정

ᆞ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정의 기준

ᆞ절차 및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

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ᆞ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

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

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

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 시ᆞ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

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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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

원 명세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

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

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

립ᆞ조사ᆞ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의 원활한 이동 등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적ᆞ보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물의 환적ᆞ보관 시설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ᆞ해상ᆞ

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

발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

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

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

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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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ᆞ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

형교통체계의 구축ᆞ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ᆞ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

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

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

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

체계의 개발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

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

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ᆞ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

차ᆞ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ᆞ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ᆞ도로교통 분야 지

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ᆞ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

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ᆞ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

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

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출 것

  4.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

형교통체계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

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

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

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

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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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

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

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

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

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

정 2013. 3. 23.>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

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

정기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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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

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

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

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

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

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

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

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

향 분석 및 예측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ᆞ

자료의 수집ᆞ분석 및 보급ᆞ지도

  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

력사업의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ᆞ

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

ᆞ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ᆞ훈련ᆞ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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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

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

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

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

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

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ᆞ자료의 수집ᆞ

분석ᆞ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ᆞ기술ᆞ방법 등의 연

구ᆞ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ᆞ장비 등의 개발

ᆞ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ᆞ훈련ᆞ기술교류ᆞ국

제협력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

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

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

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

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

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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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

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

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

ᆞ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

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국토

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

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ᆞ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

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확정ᆞ고시하고, 그 내용을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

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ᆞ운영에 관

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

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

형교통체계의 연계ᆞ호환 등 상호 협력

에 관한 사항

  7. 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

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ᆞ가공ᆞ보관

ᆞ활용ᆞ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광역

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

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

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

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

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ᆞ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

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④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

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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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

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

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

시ᆞ군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

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

트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

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3. 21.>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

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

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

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ᆞ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

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

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①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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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

형교통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

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

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

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

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

획ᆞ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

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ᆞ운

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

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ᆞ구축ᆞ유지 또

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ᆞ통신ᆞ

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

된 정보를 수집ᆞ처리ᆞ보관ᆞ가공 또는 제공

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

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

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ᆞ주소와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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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

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

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

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

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

에는 그 변경 내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

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

계의 구조ᆞ기능ᆞ설계ᆞ구축ᆞ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

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의 제정

ᆞ개정 및 내용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

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

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

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

정기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

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

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ᆞ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시설ᆞ장비 등의 설

계ᆞ구축 기준 및 방법

  2.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 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ᆞ보수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

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

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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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

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

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등) ① 교

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

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

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ᆞ주소와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

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

경하는 경우

  3. 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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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

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

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ᆞ허가등

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시행자가 해당 인ᆞ허가등을 받은 것으

로 보며, 제7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

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6. 3.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굴착공사를 위한 점용은 제외한다)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4.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허가ᆞ신고

  5. 「공항시설법」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

설의 설치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ᆞ신고,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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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산림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ᆞ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

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ᆞ신고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

는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ᆞ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ᆞ

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제81조(준공검사) ①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지능형

교통체계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은 지능

형교통체계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

업이 제79조에 따라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

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

지능화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제74조(준공검사)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

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

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ᆞ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

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

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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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제80조제1항에 따

른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

한 검사ᆞ인가ᆞ신고 및 확인 등을 받은 것으

로 본다.

  ④ 준공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

준"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체계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

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

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

인에 필요한 서류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

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

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

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

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ᆞ고시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

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

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

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의 표준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

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ᆞ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

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

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ᆞ방법ᆞ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

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

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

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영 제76조제3

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

관에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

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

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제

1항에 따른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확인을 요청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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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

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

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

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

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

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인증 및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표준인증

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표

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의 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

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

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제7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

질인증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

관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표준인증기

관 및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

증기준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ᆞ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평가ᆞ심사한 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ᆞ심사결과 인증기준

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 또는 품질

인증의 대상이 되는 장비ᆞ제품의 품목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제34조(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

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

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

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

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

소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ᆞ반품 및 중지 또

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

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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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

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장비ᆞ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

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

다)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

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장비ᆞ제품이

나 관련 문서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한 장비ᆞ제품을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 해당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 등을 

수거ᆞ반품 및 중지하게 하거나, 인증표시

를 제거하게 하거나, 해당 인증을 받은 후

에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⑨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세부

절차ᆞ방법 등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

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

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

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 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ᆞ검토

ᆞ연구

  3. 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

한 업무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

통체계 관련 장비ᆞ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인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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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ᆞ제품 및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장비, 제품 또는 서비스가 표

준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

정취소, 업무정지 및 업무계속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 3. 23.>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

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

기관의 업무계속) ①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

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

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

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

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

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

제78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

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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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기준을 제정ᆞ고시한 경우에는 장

비ᆞ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통체계성

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이하 "지능

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

교통체계성능평가를 한 결과 구축ᆞ운영 

중인 장비ᆞ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

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

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ᆞ신뢰도 평가

에 관한 절차ᆞ방법, 성능평가전담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

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

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

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

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

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ᆞ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

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

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

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

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ᆞ자료의 수집ᆞ

분석ᆞ보급 등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ᆞ기술ᆞ방법 등의 연

구ᆞ개발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ᆞ장비 등의 개발

ᆞ보급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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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ᆞ훈련ᆞ기술교류ᆞ국

제협력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

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① 누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

계를 철거ᆞ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ᆞ변작

(變作)하거나 위작ᆞ변작된 교통정보기록

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

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

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

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

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ᆞ체계적

으로 수집ᆞ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

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

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ᆞ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

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0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

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능

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

이라 한다)는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소관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의 수집ᆞ가

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정보사업자

와 교통정보의 사용 목적, 제공 조건 

등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이 소관 교통정보

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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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

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

ᆞ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

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

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

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

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ᆞ해상

ᆞ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ᆞ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

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

체계의 개발ᆞ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

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

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

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

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

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

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

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2015. 7. 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

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

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

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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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

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법률 제12973호(2015. 1. 6.)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19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

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

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2015. 7. 6.>

  ④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 7. 6.>

  1.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

장에 관한 정보ᆞ자료의 수집ᆞ분석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3.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

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 제26379호(2015. 7. 6.) 부

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8

조제1항에 따른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 전국단위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ᆞ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통정보의 보급ᆞ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

계정보센터(이하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라 한다)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제82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

터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지

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

화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정

보연계기관"이라 한다)가 법 제90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

정보를 상호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연

계 목적, 연계 범위 및 수반되는 비용

의 분담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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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단위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

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차원의 교통정

보를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하는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권역교통정

보센터"라 한다)를 구축ᆞ운영하거나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

능화사업자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

보를 수집ᆞ분석ᆞ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

여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이하 "지역교

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ᆞ운영하는 경

우에는 권역교통정보센터 또는 국가통합교

통정보센터와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

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ᆞ운영 등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ᆞ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간 교통정보

의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권역교통정보

센터, 지역교통정보센터의 구축ᆞ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통정보연계기관은 다른 교통정보

연계기관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미리 협

의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연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연계기

관에 연계할 수 없다.

  ③ 교통정보연계기관은 상호 연계된 

교통정보가 불량하거나 교통정보의 송신

ᆞ수신 등과 관련된 연계상태가 불안정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줄 것

을 해당 교통정보연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통정보연계기관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정보센터 간에 교통정보를 상

호 연계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권역별 지능형교통체계정보

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은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구축ᆞ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

정된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

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

상ᆞ해상ᆞ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

계를 효율적으로 구축ᆞ운영하고 지능형교

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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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

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

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

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

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ᆞ보급을 촉진

하기 위한 조사ᆞ연구

  2.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인식 및 전문

성 향상을 위한 홍보ᆞ교육

  3.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술동향 조

사 및 국제협력

  4.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 경비

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

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ᆞ종합적으로 관

리ᆞ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4조(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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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ᆞ개발

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

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

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기술의 개발 방향과 목표

  2. 교통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4.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5. 교통기술인력의 수요ᆞ공급 및 육성 

방안

  6. 개발된 교통기술의 실용화 등 교통기

술의 보급ᆞ활용방안

  7. 교통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

원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

학기술기본계획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

관으로부터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

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교통기술개발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

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

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

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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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

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후에 관계 공공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제95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교

통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

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

에는 이를 종합ᆞ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교통

기술개발 시행계획과 국가교통기술개발 시

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 588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56호, 2019. 10. 14., 일부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

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

청ᆞ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

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ᆞ개발 또는 교육

ᆞ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86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

9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교통기술 분야의 산업계ᆞ학계ᆞ연

구기관 간의 공동연구의 알선

  2.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

ᆞ훈련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지원

  3. 교통기술 분야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지원

제98조(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ᆞ분야별 교통기술 연구ᆞ개발과

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ᆞ

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6. 3. 22.>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

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제88조(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

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

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89조(교통기술에 관한 연구ᆞ개발과제의 

신청ᆞ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통기

술 연구ᆞ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통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2. 새로운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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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

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ᆞ개

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

고 협약을 맺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

기술 연구ᆞ개발사업의 기획ᆞ평가 및 관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

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기획ᆞ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용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

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교통기

술 연구ᆞ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ᆞ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

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 연구ᆞ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ᆞ개

발사업의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

야별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ᆞ개발과

제의 범위와 수행방법, 협약의 체결방법 

및 내용 등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

할 업무의 범위,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3.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ᆞ관리 등

  3. 그 밖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연구ᆞ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하려는 기

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ᆞ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ᆞ방법 및 추진

체계

  6.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

만 해당한다)

  7.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8.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 유사 연구ᆞ개발과제와의 중복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

관의 장은 연구ᆞ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고, 제출된 연구ᆞ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구ᆞ개발과제

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

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ᆞ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연구ᆞ개

발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선정결과,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연구ᆞ개발과제를 선정한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구ᆞ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도록 선정ᆞ통보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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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

출한 연구ᆞ개발계획서를 평가위원회의 의

견 등에 따라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

된 연구ᆞ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

부터 연구ᆞ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

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

의 장은 선정된 연구ᆞ개발과제 중 장기간

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ᆞ개발과

제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90조(연구ᆞ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

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

라 선정된 연구ᆞ개발과제에 대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

이 선정ᆞ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

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ᆞ개발계획서

  2. 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ᆞ관

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

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ᆞ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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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

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

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ᆞ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

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ᆞ개발사업

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ᆞ개발사업에 참여하

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

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

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

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

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

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

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99조(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

술 연구ᆞ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ᆞ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

제95조(연구ᆞ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① 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ᆞ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ᆞ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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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

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ᆞ

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ᆞ개

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

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ᆞ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

89조제2항에 따른 연구ᆞ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

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

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

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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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

사ᆞ연구

  2. 교통기술개발을 위한 인력ᆞ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ᆞ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 기술개발

  4. 개발된 교통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ᆞ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ᆞ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

화ᆞ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ᆞ진

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ᆞ활용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

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

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

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

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

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

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

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

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1. 교통수단

  2. 교통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ᆞ관리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

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신기술의 명칭ᆞ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

술한 서류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ᆞ진보성ᆞ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

을 기술한 서류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

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

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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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

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ᆞ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

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ᆞ운영 업무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

이스 점검 업무

  5.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ᆞ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

신기술의 지정ᆞ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

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ᆞ분

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ᆞ보

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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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1.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

제복합교통망의 개발ᆞ운영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전시회ᆞ세미나의 개최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

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

화를 위한 지원업무

  3. 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의2는 제114

조의3으로 이동 <2019. 3. 19.>]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

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

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제104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

의 시범보급사업, 시범지역조성사업, 시

범도시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ᆞ행정

ᆞ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제10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범사업의 목표ᆞ전략 및 추진체

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

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

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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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을 하는 경우 저탄소 교통기술의 

개발ᆞ보급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연료ᆞ동력 공

급시설, 운행 지원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ᆞ도

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대상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시범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지

역일 것

  2.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

하고 실현 가능할 것

  4.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

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⑤ 시ᆞ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범지

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시ᆞ도지사가 직

접 시범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ᆞ인력 등의 명세서

  3. 주민의견청취 결과서와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⑥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특별시ᆞ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ᆞ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도시(이하 "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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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6.>

  ⑦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

장ᆞ군수는 제6항에 따라 시범도시의 지

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6.>

  1. 시범도시 지정 요청 대상지

  2. 시범사업의 내용

  3. 시범도시 지정요청 사유

  4. 시장ᆞ군수가 시범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ᆞ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고

려하여야 할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지역 또는 

시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

적, 지정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

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

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

술의 연구ᆞ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

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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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9. 

18.>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

획의 수립 및 변경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

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제95조제

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

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

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

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

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

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1.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

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

서 변경하는 경우

  2.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

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

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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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ᆞ교통체계지능

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업(시

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

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다. <개정 2013. 3. 23.>

제103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

교통시설 개발사업ᆞ교통체계지능화사

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ᆞ개발사업(시범

사업을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신규사업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7. 3. 29., 2019. 3.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국가기간교통시설의 개발사업

  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

도(「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

외한다)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

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다.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조

원 이상인 개발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항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총사

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2.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연구ᆞ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6조제2항제15호에 따른 국

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

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

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기획재정

부차관ᆞ교육부차관ᆞ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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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

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15. 1. 6.>

신부차관ᆞ법무부차관ᆞ국방부차관ᆞ

행정안전부차관ᆞ산업통상자원부차관

ᆞ환경부차관ᆞ해양수산부차관 및 경

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7. 6., 2017. 7. 26.>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

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

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ᆞ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

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① 법 제

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

원회"라 한다)로 한다.

  1.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 삭제 <2019. 3. 19.>

  5.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ᆞ조정하거나 법 제108

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8., 2019. 3. 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

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

력지표의 설정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

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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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의 수립 및 변경

  9.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

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

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

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

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 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ᆞ교

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ᆞ개발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

의 종합조정

  1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

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

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의2.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

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

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

원회의 검토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을 검토ᆞ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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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

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

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

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

원회의 검토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을 검토ᆞ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

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

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

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

원회의 검토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삭제 <2019. 3. 19.>

  ⑥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

건을 검토ᆞ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4. 7. 7.>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ᆞ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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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ᆞ고시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

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

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

할 안건을 검토ᆞ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

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

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

스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

위원회의 검토ᆞ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

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

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ᆞ운영)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

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

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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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ᆞ

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ᆞ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ᆞ도의 국장이 된

다. <개정 2015. 7. 6.>

  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ᆞ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

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

획 및 교통정책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ᆞ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3. 제84조에 따라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

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85조제1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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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5.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

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ᆞ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ᆞ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업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당성 평가대행 

업무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대행자로 등

록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타당성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해당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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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

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

성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17

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교통 수요의 분석 및 예

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 평가대

행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후 새로 타당성 

평가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83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표

시한 장비ᆞ제품을 판매 또는 진열ᆞ홍보

한 자

  4. 제83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5.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ᆞ이전하거

나 파손한 자

  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관리

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

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ᆞ변작

하거나 위작ᆞ변작된 교통정보 기록을 행

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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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

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6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자

  4.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

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

급받은 타당성 평가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

급한 평가대행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ᆞ조사를 거부한 자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17. 

12. 26.>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

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83조제2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에서 표준인증 또는 품

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ᆞ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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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당성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

성한 평가대행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

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

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

조사지침 또는 투자평가지침의 내용과 다

르게 교통 수요를 조사ᆞ분석하거나 예측

한 평가대행자

  4. 제23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투자

평가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타당성 평가서

를 작성한 평가대행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성 평

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ᆞ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ᆞ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부과ᆞ

징수한다.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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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13-430호)｣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으로 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제1장  총   칙

1.1. 목 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배
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환승시설”이란 육상‧해상 또는 항공 교통수단의 여객 등의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항여객터미널, 항만대합실, 철
도역,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국
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규정된 것을 말한다.

  1.2.2.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2)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3)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1.2.3. “복합환승센터”란 열차,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
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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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2조제1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2.4.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복
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을 말한
다.

  1.2.5. “연계환승거점시설”이란 연계환승의 주요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철도역(고속철도, 일반철
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또는 여객선터미널
을 말한다.

  1.2.6. “환승지원시설”이란 복합환승센터에 설치하는 환승시설 외의 시설로서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
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법 제2조제14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2.7. “주교통수단”이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된 연계환승의 대상이 되
는 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2.8. “연계교통수단”이란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 항공기, 여객선, 자전거 등 주교통수단
과 환승을 통해 연계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2.9 “보행교통류율”이란 보행 흐름의 방향에 수직인 단위폭의 단면을 단위시간 안에 통
과하는 보행자 수(인/분/m)를 말한다.

1.3. 적용범위

  1.3.1. 이 기준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국가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건축물의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1.3.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교통‧도시‧건축 등 환
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1) ｢주차장법｣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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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9)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10)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11)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12) ｢철도설계지침(건축편)｣

제2장  설계 및 배치의 기본사항

2.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세부 시설 유형

  2.1.1. 환승센터

    환승센터 내에 설치되는 세부 시설은 교통수단 간 환승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보행이
동시설, 환승편의시설, 연계교통시설 및 정보안내시설로 구분된다.

구 분 구 성 요 소

보행이동시설 계단, 출입구, 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 매표소, 자동발매기, 개찰구, 대합실, 화장실 등

연계교통시설
철도승강장, 버스정차대, 버스승객 대기공간, 택시승강장, 환승주차장,
배웅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정보안내시설 가변정보판, 안내표지판, LCD안내판, 키오스크,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 환승센터 세부 시설 >

  2.1.2.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로서 승용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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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을 연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 결절
점의 승용차 주차장이 주요 시설이 되며, 다음의 세부 시설들로 구성된다.

    (1) 주차장

      ① 주차공간
      ② 차량 이동공간
      ③ 주차장 진출입 시설
      ④ 주차장 진출입 연결로
      ⑤ 주차장 내 보행이동시설

    (2) 버스정류장

      ① 버스정차대
      ② 버스승객 대기공간
    (3) 보행이동시설

      ①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②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③ 주차장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④ 보도와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 주차장,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4) 정보안내시설

       연계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정보 안내시설

  2.1.3.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로서, 철
도‧도시철도, 시내‧시외버스, 항공기, 여객선 등의 수단 간 연계‧환승을 위해 2개 이상의 
버스정류장이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세부 시설들로 구성된다.

    (1) 버스정류장

      ① 버스정차대

      ② 버스승객 대기공간

    (2) 보행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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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우 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등의 보
행이동시설

    (3) 정보안내시설

      연계되는 모든 버스의 운행정보 안내시설

  2.1.4.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로서 노선버스(시내‧시외버스)나 
여객선의 시종점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노선버스나 여객선의 시종점으로서 버스나 선박
의 주‧박차, 매표 기능을 위한 시설 등이 필요하며, 다음의 세부 시설들로 구성된다.

    (1) 터미널
      ① 노선버스의 출발과 도착을 위한 버스 주‧정차 시설

      ② 필요시 버스의 박차를 위한 버스차고지

      ③ 매표소, 자동발매기, 대합실, 화장실 등 환승편의시설

    (2) 주차장(터미널 부설주차장)

      ① 주차공간

      ② 차량 이동공간

      ③ 주차장 진출입 시설 및 연결로

      ④ 주차장 내 보행이동시설

    (3) 버스정류장(연계버스 정류장)

      ① 버스정차대

      ② 버스승객 대기공간

    (4) 보행이동시설

      ①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 주차장, 버스정류장 간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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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도와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 주차장,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보행이동시설

    (5) 정보안내시설

       연계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정보 안내시설

  2.1.5. 복합환승센터 세부 시설

    열차,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
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
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있는 시설로서 모든 종류의 환승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2.2. 설계 및 배치의 서비스 수준(LOS) 목표

  2.2.1. 사업시행자는 본 기준에서 시설별로 제시된 서비스 수준(LOS) 목표를 기준으로 설계 
및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서비스 수준(LOS : Level of Service)은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 보행교통류율 및 점
유면적 등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상태
를 말한다.

    (2) 본 기준에서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에 적용하는 LOS를 A～F까
지 6등급으로 나누며, A는 서비스가 가장 좋은 상태이며 F는 서비스가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한다.

  2.2.2. 본 기준에서는 대기공간, 계단, 보행통로의 LOS가 주로 적용되나, 시설별 특성 등
에 따라 별도의 LOS가 제시될 수 있다.

    (1) 대기공간의 LOS

       대기공간에서 성인 1명이 차지하는 최소한의 면적인 0.23(㎡/인)을 LOS E의 최저수
준으로 하며, LOS A는 인접대기자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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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점유면적(㎡/인) 이격거리(m) 보 행 상 태

A 1.18 ≤ A 1.2 ≤ L 자유 흐름의 영역

B 0.78 ≤ A < 1.18 1.0 ≤ L < 1.2 타인이 무리없이 통과 가능

C 0.54 ≤ A < 0.78 0.8 ≤ L < 1.0 타인 통과시 불편을 끼침

D 0.34 ≤ A < 0.54 0.6 ≤ L < 0.8 타인과의 접촉없이 대기 가능

E 0.23 ≤ A < 0.34 L < 0.6 타인과의 접촉없이 대기 불가능

F A < 0.23 꽉찬 상태 타인과 밀착, 심리적 불쾌 상태

< 대기공간의 LOS >

     (2) 계단의 LOS

       계단에서 성인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팔을 흔드는 동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0.47(㎡/인)을 LOS E의 최저수준으로 하며, LOS A는 자유롭게 손을 흔들며 갈 수 있는 
면적인 1.66(㎡/인)을 최저수준으로 한다.

       점유면적(㎡/인)과 보행속도(m/분) 간 관계를 통해 환산한 보행교통류율(인/분/m)은 
LOS A가 0∼18.66, LOS E가 41.47～48.64이다.

LOS 보행교통류율(인/분/m) 점유면적(㎡/인) 보 행 상 태

A R ≤ 18.66 1.66 ≤ A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B 18.66 < R ≤ 25.57 1.18 ≤ A < 1.66 정상속도 가능, 대항시 다소 혼란

C 25.57 < R ≤ 33.63 0.87 ≤ A < 1.18 타인 추월 곤란, 속도제한

D 33.63 < R ≤ 41.47 0.61 ≤ A < 0.87 보행속도 제한, 대항시 교통 혼란

E 41.47 < R ≤ 48.64 0.47 ≤ A < 0.61 계단보행의 최저치

F 48.64 < R A < 0.47 교통마비 상태, 떠밀리는 상태

< 계단의 LOS >

    (3) 보행통로의 LOS
       보행통로에서 성인이 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0.67(㎡/인)을 LOS 

E의 최저수준으로 하며, 보행속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을 LOS A로 한
다.

       점유면적(㎡/인)과 보행속도(m/분) 간 관계를 통해 환산한 보행교통류율(인/분/m)은 
LOS A가 0∼27.15, LOS E가 59.51～73.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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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보행교통류율(인/분/m) 점유면적(㎡/인) 보 행 상 태

A R ≤ 27.15 2.84 ≤ A 보행속도의 자유선택 가능

B 27.15 < R ≤ 34.34 2.21 ≤ A < 2.84 정상속도로 같은 방향 추월 가능

C 34.34 < R ≤ 45.44 1.61 ≤ A < 2.21 보행속도 추월의 자유도 제한

D 45.44 < R ≤ 59.51 1.05 ≤ A < 1.61 보행속도 제한

E 59.51 < R ≤ 73.70 0.67 ≤ A < 1.05 자신의 보통 보행속도 불가

F 73.70 < R A < 0.67 떠밀리는 걸음, 정지 상태

< 보행통로의 LOS >

2.3. 설계수요 산정

  2.3.1. 보행자 특성을 반영한 단순보행자환산계수 및 단순대기자환산계수 적용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설계수요는 주교통수단의 보행자 특성(백팩 소지자, 캐리
어 소지자, 유아 및 장애인 동반자 등)을 반영한 단순보행자환산계수 또는 단순대기
자환산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① “단순보행자환산계수”란 짐 소지자 또는 교통약자의 보행 형태가 차지하는 공간이 
평범한 보행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몇 배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PME(Pedestrian Moving Equivalent)로 나타낸다.

      ② “단순대기자환산계수”란 짐 소지자 또는 교통약자의 대기 형태가 차지하는 공간이 
평범한 대기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몇 배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PWE(Pedestrian Waiting Equivalent)로 나타낸다.

    (2) 주교통수단별 PME 및 PWE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고속/일반
철도역

도시/광역
철도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국제
공항

국내
공항

해상여객
터미널

PME 1.457 1.126 1.315 2.100 1.776 1.400

PWE 1.516 1.173 1.360 3.217 2.442 1.648

< 주교통수단별 PME 및 PW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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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주교통수단 운행 특성을 반영한 첨두수요 적용

    (1) 수요가 2～5분 내 한꺼번에 몰리는 시설에는 첨두 5분 수요로 정하고, 수요가 비교적 균
일하게 분포하는 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첨두 15분 수요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보관소나 승용차 주차장처럼 한 번 이용하면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시설은 
첨두 1시간 수요로 정한다.

구 분

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고속
/일반
철도역

도시
/광역
철도역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국제
공항

국내
공항

해상
여객
터미널

보행
시설

보행
이동시설

계단 5 5 5 15 15 5
출입구 5 5 5 15 15 5
보행통로 5 5 5 15 15 5

에스컬레이터 5 5 5 5 5 5
엘리베이터 5 5 5 5 5 5
무빙워크 15 15 15 15 15 15

환승편의
시설

매표소 15 15 15 15 15 15
자동발매기 15 15 15 15 15 15
개찰구 5 5 - 5 5 -
대합실 15 15 15 15 15 15
화장실 5 5 5 5 5 5

연계
교통
시설

철도 승강장 5 5 5 5 5 5

버스
버스정차대 5 5 5 5 5 5
버스승객
대기공간

5 5 5 5 5 5

택시정차대 5 5 5 5 5 5
자전거 보관소 60 60 60 60 60 60
승용차 주차장 60 60 60 60 60 60

< 주교통수단별 첨두수요 > (단위: 분)

    * 별도 조사를 통해 개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특성을 감안한 첨두수요 적용 가능

  2.3.3. 복합환승센터 내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에 대한 중첩수요 산정

    (1) 복합환승센터 내 보행통로 등은 환승시설 이용자는 물론 환승지원시설 이용자가 공
동으로 사용하므로 종합적인 설계수요를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O/D(Origin/Destination)표를 만든 후 복합환승센터 도면을 보고 환승
경로에 대한 동선을 그려서 동선이 겹치는 시설에 이용수요를 배정한 후, 시설별로 
수요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3장  시설의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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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본 원칙

  3.1.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연계환승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
센터에는 철도역 등 연계환승거점시설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거나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1.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입지한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등 환승시설은 이
용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짧은 동선 체계를 갖추고 주교통수단과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상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3.1.3.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지원시설은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환승시
설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일단의 단지 내에 같이 입지하여야 하고, 도시개발 등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내 환승시설 등 배치 기준

  3.2.1. 목적지의 방향이 유사한 버스 노선들을 하나의 정류장 또는 가까운 정류장에 배치한
다.

  3.2.2. 첨두시의 시간당 버스차량 정차대수가 정류장별로 균등해지도록 버스노선을 배치한
다.

3.3. 주차장형 및 터미널형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내 환승시설 등 배치 기준

  3.2.1. 기존 주교통수단에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경우

    (1)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에 입지한 환승시설은 주교통수단에 대하여 평면환산거
리가 짧아지도록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환승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연계교통수단 
순으로 평면환산거리가 짧아지도록 배치하며, 개별적인 연계교통수단의 평면환산거
리는 300m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이전비용 과다 등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일
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포함)을 환승시설에 포함할 경우에는 평면환산거리의 
150%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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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환산거리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지점에서 주교통수단의 승하차

지점까지 최단 이동거리

<평면환산거리를 구하는 공식>

평면환산거리(m) = 보행통로길이(m) + α × 계단거리(m) + β × 무빙워크길이(m)

단, α=2, β=
 (에스컬레이터 존재시 α=

 )

    (2) 연계교통수단의 연계교통시설은 환승 서비스 수준(LOS)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이전보다 한 등급 이상 향상되도록 배치한다. 다만, 이전비용 과다 등으로 이전
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포함)을 연계교통시설에 포함할 
경우에는 가중평균환산거리가 20% 이상 향상되도록 관련 환승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LO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교통수단에 대한 연계교통수단의 가중평균환산거리를 
측정하여 활용한다.

LOS 환승시간 가중평균환산거리

A 1분 미만 60m 미만

B 1분 이상 ∼ 2분 미만 60m 이상 ～ 120m 미만

C 2분 이상 ∼ 3분 미만 120m 이상 ∼ 180m 미만

D 3분 이상 ∼ 4분 미만 180m 이상 ∼ 240m 미만

E 4분 이상 ∼ 5분 미만 240m 이상 ∼ 300m 미만

F 5분 이상 300m 이상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

       * 도보속도는 1.0(m/초)로 가정

    (3)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지원시설은 환승시설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변지
역 개발을 촉진하며,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기능 복합적인 집적개발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3.2.2 신설되는 주교통수단에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경우

    (1)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내에 입지한 연계교통시설은 주교통수단에 대한 평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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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거리가 짧아지도록 배치한다. 이 경우 연계교통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연계교통수단 
순으로 평면환산거리가 짧아지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연계교통수단의 평면
환산거리는 최대 300m를 넘을 수 없다.

평면환산거리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지점에서 주교통수단의 승하차

지점까지 최단 이동거리

<평면환산거리를 구하는 공식>

평면환산거리(m) = 보행통로길이(m) + α × 계단거리(m) + β × 무빙워크길이(m)

단, α=2, β=
 (에스컬레이터 존재시 α=

 )

    (2) 신설되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계획단계부터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계
‧환승 방안을 마련하여 LOS C 이상으로 배치한다. 다만, 이전비용 과다 등으로 이전
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포함)을 연계교통시설에 포함할 
경우에는 가중평균환산거리가 20% 이상 향상되도록 관련 환승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LOS 환승시간 가중평균환산거리

A 1분 미만 60m 미만

B 1분 이상 ∼ 2분 미만 60m 이상 ～ 120m 미만

C 2분 이상 ∼ 3분 미만 120m 이상 ∼ 180m 미만

D 3분 이상 ∼ 4분 미만 180m 이상 ∼ 240m 미만

E 4분 이상 ∼ 5분 미만 240m 이상 ∼ 300m 미만

F 5분 이상 300m 이상

< 연계교통수단의 승하차 시설 배치 LOS >

       * 도보속도는 1.0(m/초)로 가정

    (3)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지원시설은 환승시설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변지
역 개발을 촉진하며, 도시개발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기능 복합적인 집적개발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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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행이동시설

  4.1.1. 계단

    (1) 각 방향에서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고, 지상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다.

    (2) 환승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 단순화를 고려하되, 피난조건 및 도로조건에 따라 
설치 개소를 정한다.

    (3) 정류‧정거장의 입지조건, 주변여건 및 승객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개소를 
정한다.

    (4) 일반계단은 폭 300㎜ × 높이 150㎜ 이하(도시철도 계단은 폭 330㎜ × 높이 165㎜)를 
표준으로 하며, 에스컬레이터와의 병행계단은 설치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한다.

    (5) 에스컬레이터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계단은 에스컬레이터 보다 승강장 연단 쪽으로 가까
이 두어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혼잡을 방지한다.

    (6)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계단부는 상대식의 경우에는 각 편측에 2개소씩 총 4개소 
이상 설치하고, 섬식의 경우에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

    (7) 환승을 위한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승하차 승객과 환승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8) 계단의 폭은 소요폭 이상으로 하되, 최소폭은 3m 이상(에스컬레이터와 병행 설치 시 
1.5m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LOS D 기준을 적용하여 보행교통류율이 41.47(인/분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잔여 보행폭은 2m를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차선
을 조정하여 설치한다.

    (10) 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Landing)을 설치하며, 진입부의 계단참의 길이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 폭 5m 이상의 계단에는 중앙난간을 3m 이내마다 설치한다.
    (12)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단 전후 10m 이내의 동선상에 지장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3) 계단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양 계단 간격은 15m 이상 이격한다.

    (14) 승객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결정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주고 혼잡시 승객이 안
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최소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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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통로와 계단 사이 : 4m
      ② 계단과 게이트(집‧개표구) 사이 : 6m
      ③ 계단과 거리 사이 : 6m
      ④ 계단참 : 1.5m

  4.1.2. 출입구
    (1) 각 방향에서의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대중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환승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 단순화를 고려하되, 피난조건 및 도로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한다.

    (3) 환승시설의 입지조건, 주변여건 및 승객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개소를 
정한다.

    (4)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되,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5) 출입구의 폭은 보행통로의 LOS D 기준을 적용하여 보행교통류율이 59.51(인/분/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1.3. 보행통로

    (1) 통로중간에 편의시설, 안내시설, 만남의 광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공간으로 처리하여 승객의 주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승객의 인지도 향상과 방향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직선화 및 개방 공간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3) 전용통로보다는 겸용통로의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

    (4) 환승동선과 환승유형을 먼저 계획하고, 정류‧정거장 형태 및 기능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일반 승하차 동선과 분리하고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환승동선 단순
화 및 동선거리 최소화를 추구한다. 

    (6)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 계단 확폭부부터 환승계단까지 확폭 부위를 연장하
여 승강장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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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승강장 중간에 승강장과 직각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연결부의 6m 구간의 통로 폭을 
승강장의 폭 만큼 확폭하거나 사각 처리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8) 보행통로의 폭은 보행통로의 서비스 수준(LOS) D 기준을 적용하여 보행교통류율이 
59.51(인/분/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9) 경사통로에서 경사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교통수요예측에 따라 산출된 이용객 수에 대응한 소요폭 이상으로 확보하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한다.

    (11) 승강장 끝에 환승통로가 연결될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단부에 6m 이상의 여유길이
를 확보한다. 

    (12) 환승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에는 무빙워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
며, 잔여보행통로의 폭과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13)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수해 및 화재 방지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4.1.4. 에스컬레이터(E/S)

    (1)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1.2m를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외부출입구에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연속동선이 승강
장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3) 교차로의 경우에는 대각선 위치에 2개소를 설치하고,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양측
에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를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4) 주변 보도여건 및 승객 동선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설치 가능한 모든 계단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

    (6) 에스컬레이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개 층에 걸쳐 연속으로 설치한다.

    (7)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의 수직높이 차이가 6m 이내인 경우에는 상행 에스컬레이터, 6m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8)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자동작동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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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대수는 대기공간의 서비스 수준(LOS) D 기준을 적용하여 점유면
적 0.34(㎡/인)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10) 가급적 계단과 병행 설치하되,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① 3.0m ≤ 계단폭 < 3.5m인 경우, 1인용 에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

      ② 3.5m ≤ 계단폭 < 5.0m인 경우, 2인용 에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

      ③ 5.0m ≤ 계단폭인 경우, 2인용 에스컬레이터를 상하행 설치하고 보조계단을 설치
하며, 보조계단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④ 상행 에스컬레이터와 하행 계단만 있는 경우, 계단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11)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12) 승객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최소공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① 에스컬레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이 : 12m

      ② 에스컬레이터와 통로 사이 : 6m

      ③ 에스컬레이터와 게이트(집‧개표구) 사이 : 8m

      ④ 에스컬레이터와 거리 사이 : 6m

      ⑤ 무빙워크와 통로 사이 : 6m

  4.1.5. 엘리베이터(E/V)

    (1)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고 공공지하보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료공간(Free-area)과 유료공간(Paid-area)에 모두 설치한다.

    (2) 보행동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도로의 미관을 고려한 형식으로 배치한다.

    (4) 유지보수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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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상보도, 정거장 내부의 시각적 개방감 확대와 미관 증진을 위하여 투시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6) 지상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장애인용 주차장에 근접하게 위치시킬 수 있다.

    (7) 도로 및 보행 환경을 고려하여 지상에 노출되는 엘리베이터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
을 확보한 후 최소한의 크기로 외부를 마감할 수 있다.

    (8) 미드블럭에서는 도로 양측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도
로 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9) 교차로 상에서는 각 방향별로 4개소를 설치하되, 지상횡단이 가능한 곳에서는 외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대각선 위치에 2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10)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대기공간의 서비스 수준(LOS) D 기준을 적용하여 점유면적이 
0.34(㎡/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11) 대합실에서 승강장은 섬식의 경우에는 1개소를 설치하고, 상대식의 경우에는 각각의 
승강장에 1개소씩 설치한다.

    (12) 출입문의 유효통과폭은 0.8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13) 수송 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4.1.6. 무빙워크(M/W)

    (1) 캐리어 소지자가 전체 이용자의 10% 이상이거나 교통약자의 비율이 5% 이상인 복합
환승센터에는 가급적 무빙워크를 설치한다.

    (2) 무빙워크의 폭은 대기공간의 서비스 수준(LOS) D 기준을 적용하여 점유면적이 0.34
(㎡/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3) 무빙워크의 최소 유효폭은 1.0m가 되어야 하고, 랜딩지역에서 대기공간은 여객당 
1.5㎡의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한다.

    (4) 무빙워크는 보행거리가 50m가 넘을 때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4.2 환승편의시설

  4.2.1.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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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항 매표소

      ㅇ 발권 등 수속장소에서는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ㅇ 국제선 승객 한 명당 1.8㎡, 국내선 승객 한 명당 1.3㎡의 공간을 확보한다.(대기공
간과 수하물 카트 포함)

    (2) 철도역 매표소

      ㅇ 매표소는 가능한 한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로부터 이격하여 조용한 장소에 설
치할 수 있다.

      ㅇ 매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기열이 다른 목적을 위해 통행하는 보행로
를 방해하지 않도록 매표소를 위치시킬 수 있다.

      ㅇ 출입구에서 바로 개찰구로 향하는 동선과 매표를 위한 사람들의 동선이 가급적 교
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매표소

      ㅇ 매표소의 위치는 여객이 접근하기 쉽고 승객대기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ㅇ 매표창구 형태는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로 여닫을 수 있는 매표창을 설치할 
수 있다.

      ㅇ 매표창 유리는 접합유리,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 파손시 안전하도록 하고, 방범용 셔
터를 설치할 수 있다.

      ㅇ 매표소 외부 상단과 천장 사이에는 운임표, 시각표, 노선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ㅇ 매표소 규모에 따라 적정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통사항 

      ㅇ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유형별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매표소 대기시간의 서비
스 수준(LOS)이 고속철도와 터미널은 4분 이내, 도시철도는 2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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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준 대기시간

A 1분 이내

B 2분 이내

C 3분 이내

D 4분 이내

E 5분 이내

F 5분 초과

< 매표소의 서비스 수준(LOS) >

      ㅇ 매표소의 고려사항은 매표원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과 승객이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구분된다. 각공간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 매표소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승객 측의 공간(Clear space), 유리벽(Glass 
barrier), 노선도 및 티켓 가격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ㅇ 승객의 서비스를 위한 매표원 점유공간은 휠체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의자를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ㅇ 카운터 데스크 아래 공간은 최소 600㎜×650㎜로 하고, 발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깊이 방향으로 최소 300㎜의 여유를 추가한다.

      ㅇ 카운터 데스크의 크기는 최소 300㎜×200㎜로 하고, 데스크 아래부터 바닥까지 높이
는 700～750㎜, 데스크 위쪽부터 바닥까지 높이는 최대 760㎜로 한다.

      ㅇ 승객이 서비스 받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카운터의 높이가 적절해야 하나, 오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낮은 카운터 데스크만 
설치했을 때는 모든 승객들에게 그 높이가 적절치 않게 되므로 두 개의 높이를 갖는 
카운터 데스크 또는 조절 가능한 것을 설치하도록 한다.

      ㅇ 여기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높이를 갖는 카운터 데스크 설치기준만 제시하며, 조절 
가능한 카운터 데스크 설치 시 모든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한다.

      ㅇ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카운터 데스크의 크기 및 높이, 아래 공간의 크기는 매표원 
측 설계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ㅇ 일반 사용자를 위한 카운터 데스크의 높이는 950～1100㎜로 하고, 크기는 최소 
300㎜×2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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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카운터 앞쪽 여유공간(Clear space)은 최소 1200㎜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카운터의 끝단은 위쪽으로 굽게 하여 동전 및 열차표를 받을 때 미끄러져 땅에 떨
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매표원 측과 승객 측 사이에 설치되는 유리는 가급적 빛에 반사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매표원의 입모양이나 행동을 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유리벽으로 인하여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인터콤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러한 약자들이 최대한 서비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열차 노선도 및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매표소 유리벽 위쪽에 
이러한 정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노선도 및 요금정보는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2.2. 자동발매기

    (1) 공항, 철도역 자동발매기

      ㅇ 매표소 설치와 마찬가지로 출입구에서 개찰구로 향하는 동선과 매표를 위해 이동하
는 사람들의 동선이 가급적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매표소와 자동발권기를 근접하
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ㅇ 자동발권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기열이 다른 목적을 위해 통행하는 보행로
를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발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발매기

      ㅇ 자동발매기실 위치는 매표소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자동발매기는 매립형으로 매표소 안쪽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매표자동판매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ㅇ 매표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 요금 및 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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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통사항

      ㅇ 자동발매기의 대수는 자동발매기 이용자의 대기시간에 따른 서비스 수준 D 기준을 
적용하여 2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LOS 대기시간

A 0.5분 이내

B 1.0분 이내

C 1.5분 이내

D 2.0분 이내

E 2.5분 이내

F 2.5분 초과

< 자동발매기의 서비스 수준(LOS) >

      ㅇ 자동발매(권)기 설계 시 간단하고 명확한 조작버튼,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동
시에 사용가능한 높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면 최소공간 확보, 조작버튼 및 스크
린의 글자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ㅇ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작버튼의 설치높이는 
700∼1200㎜로 제한하며, 휠체어 사용자 전용 자동발매(권)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및 자동발매(권)기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에 1850㎜× 
2000㎜의 최소공간을 확보한다.

      ㅇ 조작버튼은 사용이 용이하도록 직경을 200㎜ 이상으로 하고, 스크린의 글자크기는 16포
인트 이상으로 하되, 명확한 글자체를 사용한다.

  4.2.3. 개찰구
    (1) 공항 개찰구

      ㅇ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ㅇ 체크인 지역은 출발 대기지역과 하나의 로비에 위치할 수 있으나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능별 분리가 필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 체크인 지역에는 좌석을 배치하지 않는다.



- 631 -

      ㅇ 수속을 위한 여객을 위해 충분한 줄서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통과여객을 위한 
통로와 별도로 구분한다.

      ㅇ 발권 등 수속장소에서는 장애인을 우선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철도역 개찰구

      ㅇ 개표 대기행렬이 통과여객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ㅇ 장애인용 집‧개표구는 집‧개표구 설치 라인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매표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다.

      ㅇ 설치 라인은 가급적 1개소에 집중 배치한다.

      ㅇ 장래 확장 및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치 라인당 집‧개표구는 각각 2개소의 여유를 두
며, 그와 별도로 폭 900㎜ 이상의 자동 집‧개표구 1개소를 두어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모차 이용객, 부피가 큰 짐을 소지한 승객 등의 출입구로 사용한다.

    (3) 공통사항

      ㅇ 개찰구의 개수는 개찰구 이용자의 대기시간에 따른 서비스 수준 LOS D 기준을 적
용하여 10초 이내가 되도록 한다.

  

LOS 대기시간
A 2.5초 이내
B 5.0초 이내
C 7.5초 이내
D 10.0초 이내
E 12.5초 이내
F 12.5초 초과

< 개찰구의 서비스 수준(LOS) >

  4.2.4. 대합실

    (1) 승객 흐름의 교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막다른 동선을 배제하며, 승하차 동선에 지장이 없
는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 매표소는 집‧개표구 배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동선 흐름에 지장이 없
도록 계획한다.

    (3) 대합실의 기둥은 원활한 동선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집‧개표구 라인은 가급적 기
둥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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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표소, 집‧개표구의 전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승객의 대기행렬이 승객의 유동을 방
해하지 않도록 한다.

    (5) 만남의 광장, 전시공간과 같은 휴게시설은 개표 전 자유공간에 설치하되, 동선 흐름에 지장
이 되지 않도록 동선의 사각지역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6) 대합실의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며, 대기공간의 이용자 서비스 수준(LOS) D 기
준을 적용하여 점유면적 0.34(㎡/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7) 집‧개표구와 전면 계단은 6m 이상 이격하여 혼잡을 방지한다.

    (8) 집‧개표구 및 계단 앞 10m 이내에 지장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9) 지하횡단보도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지역은 방범용 셔터를 설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10) 정거장 내 출입통로의 동선 방향이 90° 이하의 각으로 전환되는 곳은 구조물 모서
리의 직각 내벽부를 사선 처리한다.

  4.2.5. 화장실

    (1) 공공화장실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찰구 외측에 설치한다.

    (2) 승객 편의를 위해 개찰구 내측에 추가 설치를 고려하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인지성을 고려하여 승객의 주동선상에 설치하고, 매표소에서 화장실 출입자의 통제가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

    (4) 화장실 입구 배치 시 여성화장실을 입구에 근접 배치한다.

    (5) 개방공간의 입구 설치 및 입구폭 확대로 대기공간을 확보 유지한다.

    (6) 장애인화장실은 가급적 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7) 청소도구실은 1.5m × 1.5m 이상 설치한다.

    (8) 소변기의 간격은 7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10)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실 내에 긴급호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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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개수는 화장실 이용자의 대기시간에 따른 서비스 수준(LOS) 
D를 적용하여 2분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LOS 대기시간

A 0.5분 이내

B 1.0분 이내

C 1.5분 이내

D 2.0분 이내

E 2.5분 이내

F 2.5분 초과

< 화장실의 서비스 수준(LOS) >

    (12) 영업시간 이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방범용 셔터 구획선 안에 설치한다.

    (13)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최소치(전체면적 33㎡ 이상) 이상으로 설치한다.
    (14) 대합실이 2개의 집‧개표구로 분리된 경우에는 승객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화장실

을 2개소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15) 화장실의 서비스 개수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로 분리하며, 남성화장실의 경우에는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성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변기 개수
를 기준으로 한다.

    (16) 평균적으로 여성화장실의 서비스 시간은 남성화장실의 서비스 시간의 2배이므로 동일한 
수요에 대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개수는 남성화장실의 2배 만큼 설치하여야 한
다.

    (17) 대변기의 칸막이 크기는 폭 0.85m 이상 × 깊이 1.15m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130㎝ 이상)으로 한다.

4.3. 연계교통시설 설계기준

  4.3.1. 철도승강장

    4.3.1.1. 승강장 길이

      (1) 승강장의 길이는 열차의 제원, 열차당 최대 편성길이를 고려하여 열차의 최대길이
를 적용하며, 열차 앞뒤 부분의 방향표시 확인을 위한 여유를 고려하여 앞뒤 각
각 5m를 추가한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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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장 단부에 환승통로나 계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부에 별도로 6m를 연장한다.

    4.3.1.2. 승강장 폭

      (1) 승강장의 폭을 산정하기 위한 구성항목은 승차시 대기공간, 하차시 이동공간, 대피폭
이며, 기둥 등 장애물의 길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섬식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폭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하차시 이동
공간의 폭과 장애물의 폭의 합 또는 계단의 폭 중 큰 값을 사용하나, 상대식 승강장
의 경우에는 일부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의 큰 값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3) 승강장 폭의 기준은 상대식 승강장은 4.0m 이상, 섬식 승강장은 9.0m 이상으로 한다.
  4.3.2. 버스정류장
    4.3.2.1. 버스정차면  

      (1) 환승센터에 운영될 버스 제원을 기준으로 버스정차면의 길이는 3.0m, 폭은 0.5∼
0.7m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버스정차면의 설계기준을 산정한다.

      (2) 버스정차면 1면당 용량(시간당 버스처리대수)은 50대를 기준으로 하되, 녹색신호주
기, 버스의 평균정차시간 등의 관측치를 구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3) 여러 개의 정차면이 연속되어 있는 버스정차대의 용량은 이용효율이 떨어지므로 버스정
차면 1면의 용량에 차로 형태별 버스정류장 정차면 효율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정차면수
온라인 정류장

오프라인 정류장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 1.00 1.00 1.00

2 1.73 1.76 1.85

3 2.29 2.40 2.60

4 2.63 2.91 3.25

5 2.96 3.36 3.75

< 버스정류장 정차면 효율계수 >

       * 참조: 국토해양부 (2010),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설계지침", pp114-117

      (4) 버스정차면 1면당 용량을 50대로 할 경우, 이용효율을 감안한 차로 형태별 버스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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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정차면수
온라인 정류장

오프라인 정류장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 50 50 50

2 87 88 93

3 115 120 130

4 132 146 163

5 148 168 188

< 이용효율을 감안한 버스정류장의 용량 >

       * 버스정류장 정차면 1면당 용량을 50대로 가정

      (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내부 등 교통신호와 다른 교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분당 버스정차대수를 평균 정차회전율로 나누어 필요한 정
차면 수를 산정한다.

    4.3.2.2. 버스승객 대기공간

      (1) 버스승객 대기공간은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고, 휠체어 사용자과 
시각장애인이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다. 

      (2) 안내판은 점자 및 음성안내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3) 버스승객 대기공간의 면적은 대기공간의 이용자 서비스 수준(LOS) D 기준인 점유
면적 0.34(㎡/인)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4) 버스승객 대기공간의 최소폭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폭을 0.75m로 하여 4명을 기준
으로 삼아 3.0m로 한다.

      (5) 버스승객 대기공간의 폭을 단순하게 3.0m로 하면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는 혼잡 발
생이 불가피하며, 특히 우천시는 우산으로 인하여 점유면적이 넓어져 차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용자 수에 따라 대기공간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4.3.3. 환승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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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1. 기본사항

      (1) 환승센터에 입지하는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을 지원하
여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도모하고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여 교통소통을 원활
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2) 환승센터 유형별로는 주차장형 및 터미널형 환승센터를 위주로 설치를 권장하며,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이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에서는 가급
적 지양하도록 한다.

      ㅇ 개인교통 수단과 대중교통 수단을 연결시키는 환승주차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ㅇ 장기여행객을 위한 장기이용주차장을 단기이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차장 계획을 고려한다.

    (3) 환승주차장은 주차장의 설치 위치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
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
용에 제공되는 것

      ③ 부설주차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 계
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
공되는 것

    (4) 환승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
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ㅇ 환승주차장 출입차량으로 인하여 주도로의 교통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가
‧감속차로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한다.

    (5) 환승주차장 용량산정을 위한 주차수요 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적 주
차수요 예측에 비교적 신뢰성 높은 원단위법에 의해 개별건물의 주차수요를 추정한
다. 환승센터 계획 수립단계에서 산정한 주차수요가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당해 
환승센터의 주차용량으로 볼 수 있다.

    (6)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및 ｢건축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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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2. 출입구 및 출입로

      (1) 환승주차장의 출입구는 대상 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승주차장 출입구(주차장 출입로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는 다음의 장
소를 피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ㅇ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포함)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ㅇ 폭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폭 10m 미만의 도로)와 종
단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의 부분

        ㅇ 학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3) 환승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
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환승주차장의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의 범위 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환승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
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3. 주차설비

      (1) 일반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
선)으로 표시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행주차형식 평행주차형식 외

너비 길이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2.3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 - 2.5m 이상 5.1m 이상

장애인 전용 2.0m 이상 6.0m 이상 3.3m 이상 5.0m 이상

< 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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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승주차장의 차로는 주차단위구획의 장‧단변 중 1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도록 설치하
고,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
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m)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대향주차 4.5 5.5

45°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 환승주차장 내 설치차로 설계 기준 >

      (3) 주차장 내에는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차 또는 노면마킹을 통
해 보행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행로가 주차차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거를 확보하고 보행인의 통행로와 주차단
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환승주차장을 지하식 또는 건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ㅇ 환승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한다.

        ㅇ 굴곡부는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
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m 이상)
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한다.

        ㅇ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
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ㅇ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ㅇ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출입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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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4. 기타 시설

      (1)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0.85m의 높이에 있는 지점에서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5. 교통약자기준

      (1)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구획은 지상층 등 환승센터로 접근하는 동선상 가장 가깝고 이동
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 후 차체 양측에 폭 1.2m 이상의 휠체어장애인 승강용 여유공간을 둔다.

      (3) 주차공간 바닥면에 장애인 마크를 도장표시하고, 승강용 여유공간의 바닥에는 사선으
로 도장표시한다.

      (4)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한다.

      (5) 주차대수 50대 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4.3.4. 배웅주차장

    (1) 배웅주차장은 환승센터의 주출입구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우측승차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출입이 잘 보이며 원활한 동선을 제공하는 곳으로 한다.

    (2) 배웅주차장은 버스정류소와 이격하여 엇갈림에 의한 혼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배웅주차장에 대기 중이거나 진입하는 차량이 주간선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차량 1대의 단위정차면 길이는 6～8m로 하고, 정류차로의 폭은 2.5m를 기준으로 한
다.

    (4) 배웅주차장의 마중 및 환송을 위한 차로 폭은 2.4～2.7m를 확보하고, 가급적 일방향 
통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배웅주차장의 가･감속차로 길이는 정류차로폭 대비 4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웅주차장의 승강장은 장애인의 승하차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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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승강장의 끝부분에는 교통
약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웅주차장의 용량은 단위시간에 대한 배웅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주차면수로 
정의하며, 배웅주차장 수요와 대기차량의 평균 주차회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4.3.5. 택시승강장

    (1) 택시에 의한 환승연계방식은 배웅주차장과 정차성격이 유사하므로 설치기준을 동일
하게 적용하며, 시설규모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연계수요를 고려하여 정한
다.

    (2) 환승센터의 규모가 크고 대기하는 택시의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주간선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택시 대기공간을 마련한다.

    (3) 대기시설에는 필요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안내정보를 제공한다.

    (4) 교차로 부근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위빙거리를 확보한다.

    (5) 가･감속차로 길이는 정류차로폭 대비 4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6) 택시 1대당 정차면의 길이는 6～8m로 한다.

    (7) 정류차로의 폭은 2.5m를 기준으로 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3.0m 이상으로 한다.
    (8) 환승센터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주출입구에 근접 설치한다.

    (9) 택시승강장에는 환승객이 햇빛이나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의자 등의 대기시
설을 설치한다.

  4.3.6. 자전거보관소

    (1) 자전거보관소 내 자전거 수용방법, 주차방식, 동선처리는 부지의 형상과 면적, 계획
주차대수, 정거장 출입구와 버스정차장의 상대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공공자전거 임대시스템(Public Bike System) 도입 여부 및 자전거 수리시설, 샤워
실, 락카룸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3)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자물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의 관측이 용이한 곳
에 설치한다.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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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정거장 외부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비활용공간을 이용하
고, 출입구로부터 도보거리 2분 이내(120m)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7) 형식은 관리 및 위치선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면, 건물식 등의 자주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전거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인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8) 자전거 파손을 방지하고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전거보관소에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투시형 지붕 등의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9) 적정 주차규모로 모듈(Module)화 하여 이동 및 증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0) 자전거보관소는 대당 폭 0.3～0.6m, 길이 1.5～2.0m, 높이 2.0m 정도로 하며, 그 전체
형태는 사각형이나 원주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 자전거보관소의 주차면 수는 아래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4.4. 정보안내시설 설계기준

  4.4.1. 가변정보판  

    (1) 가변정보판에 표출되는 정보의 색상은 LED 표출 색상인 적색(Red), 황색(Yellow 또
는 Amber), 녹색(Green)으로 구성되며, 각 문자 변수의 문자체는 고딕체, 문자두께
는 0.125H, 장평비는 1:1이다.

  

항 목 설계값 비 고

문자
변수

문자체 고딕체 -

문자 두께
0.125H
(0.0625H)

기본적으로 0.125H로 설계, 부득이한 경우
0.0625H도 가능

장평비
1:1
(0.9:1)

기본적으로 1:1로 설계, 문자수 증가 등의
문제 발생시 0.9:1까지 표출 가능

메시지
변수

자간 간격 0.25H -

단어간
간격

0.375H
(0.25H)

기본적으로 0.375H로 설계, 0.25H까지 가능

줄간 간격
0.375H
(0.25H)

기본적으로 0.375H로 설계, 0.25H까지 가능

<문자변수에 따른 설계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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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설계값들은 실험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이며, 괄호 안의 값은 최적 설계값 다
음 순위 값 중 최적값의 70% 수준 이상인 것을 나타낸 것임

      ** H : 문자 높이, 장평비 : 문자 폭과 높이의 비(= 문자 폭 : 문자 높이)

  4.4.2. 안내표지판

    (1)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천정형이 1000㎜×290㎜, 1500㎜×200㎜, 1000㎜×420㎜, 1500
㎜×290㎜, 2000㎜×200㎜로 하고, 벽부착형은 1000㎜×750㎜, 1250㎜×1000㎜으로 
한다.

    (2) 안내표지판의 문구는 화살표, 노선번호, 방면, 지시문안 순서로 표기한다.

    (3) 화살표는 8개 방향으로 표시하고, 남북 방향을 포함한 좌측을 파랑색으로, 우측 방향을 붉
은색으로 표기한다. 

    (4) 보행자는 최대 30m 전방에서 10㎝ 글자를 판독할 수 있으므로 환승센터 내의 직선 
이동거리에는 최소 3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보행교차통행지점에 설치한다.

  4.4.3. LCD안내판

    (1) 42인치 이상의 LCD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문자크기별 유효거리와 유효면적은 다음과 같다. 

      ㅇ 유효거리(m) = 문자크기(㎝) × 3

      ㅇ 유효면적(㎡) = (유효거리(㎡) × π) ÷ 2 

    (3) 최소해상도는 1024㎜×768㎜ 이상이며, 명암비 10000:1 이상으로 설치한다.

  4.4.4. 키오스크

    (1) 키오스크 설치대수는 키오스크 이용자의 대기시간에 따른 서비스 수준(LOS)이 D 이
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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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 대기시간

A 0.5분 이내

B 1.0분 이내

C 1.5분 이내

D 2.0분 이내

E 2.5분 이내

F 2.5분 초과

< 키오스크 서비스 수준>

 

  4.4.5. 환승지원정보시스템

    4.4.5.1.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서비스

      (1)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은 운영자 서비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 및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2)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서비스는 시설안내, 환승경로안내, 스마트 환승정보, 
이용자 특별지원, 환승주차 정보제공 서비스로 구성한다. 

      (3)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자 서비스는 통합운영 모니터링, 상황대응 의사결정지원, 
이용자 환승지원 운영자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관리 
등)로 구성한다.

      (4)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환승지원정보시스
템의 운영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통계지표 등은 전기, 수도, 가스, 열
량 등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자료와 연계되도록 운영한다.

    4.4.5.2.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

      (1)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은 6개의 서브시스템 및 1개 관련시스템으로 구분하며 관련주
체 및 관리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야 한다.

서브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 명
추진주체 협조기관 영역별 도로별

환승정보연계 해당 해당 센터 권역내 해당 환승센터 권역 내 해당 환승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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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시스템
관련주체 관리영역

설 명
추진주체 협조기관 영역별 도로별

서브시스템
환승센터

운영주체
정보연계기관

서비스영역

(환승센터

반경 500m)

주변 도로

(환승센터

반경 500m)

중심으로 협조기관과의

정보연계를통해환승정보를

수집하는 서브시스템

보행자

위치추적

서브시스템

해당

환승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운영센터)

서비스영역

(센터 접근로

및 센터 내부)

서비스영역

(보행로)

위치추적이가능한단말기를

보유한 보행자에게 일정

시간간격 혹은 사용자

요청 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위치를추적하는서브시스템

스마트환승안내

서브시스템

해당

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운영센터)

서비스영역

(센터

반경 500m)

서비스영역

(센터

반경 500m)

센터 이용자에게 사용자의

상황변동에 따른 동적인

환승안내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브시스템

환승주차

정보제공

서브시스템

해당

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환승주차장

서비스영역

(센터

환승주차장)

서비스영역

(센터 및

주차장

센터의 환승주차장을 이용

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정보,

주차예약, 자기차량주차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브시스템

보행자

영상검지

서브시스템

해당

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운영센터)

서비스영역

(센터 접근로

및 센터 내부)

서비스영역

(보행로)

센터를 이용하는 보행자

에게 보행안내 및 보행

유도 목적으로 영상검지를

통한 보행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서브시스템

통합운영

서브시스템

해당

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운영센터)
서비스영역 서비스영역

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링,

상황대응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브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관련시스템

해당

센터

운영주체

해당 센터

(운영센터)
서비스영역 서비스영역

센터 운영상황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관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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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3.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H/W) 구성

      (1)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H/W는 센터부분과 현장부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센터부분은 서브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와 통합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상황판 및 제어시
스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3) 현장부분은 모니터링 및 영상분석용 CCTV, 무선통신 인프라인 무선AP, 주차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에너지제어‧감시 유니트로 구성한다.

      (4) 환승지원정보시스템는 통합운영모니터링용 운영자 상환판 시스템, 서브시스템 관리
용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환승 안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5)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은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열량 등 각종 에너지
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제어 및 감시 등으로 구성한다.

    4.4.5.4.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구성

      (1)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의 S/W의 물리적 구성은 6가지 서브시스템 및 1개 관련시스템
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4.5. 기타사항
  4.5.1. 자전거도로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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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전거도로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환승 
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규모 및 환승시설, 환승지원시설 등 개별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환경 등 주변 환경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자전거도로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보행을 위한 동선과 상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고,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5.2. 휴게시설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또는 공지 등을 활용하여 벤치, 산책로 등 휴

게시설을 설계한다.
    (2) 휴게시설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 등 개별시설의 용

도, 기능과 연계하여 설계하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화 등 미관 증진 방안을 
강구한다.

    (3) 휴게시설은 교통수단 등의 소음, 시각적 저해요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한다.
  4.5.3. 조경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지역 시민, 및 직원들에게 쾌적

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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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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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1224호(2019. 10. 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

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

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
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
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
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
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
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
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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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
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
(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
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
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

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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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

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
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

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
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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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
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
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

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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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

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5.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6.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

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7.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

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
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
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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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

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

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8.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

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

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

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

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

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

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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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

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

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

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
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6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
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
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

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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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

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

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

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
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

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

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1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

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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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부터 제1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
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
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
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
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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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
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
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
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
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 심의사항에 대하
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
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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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
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위원회․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
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

한 사항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

단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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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

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
를 준용한다.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
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

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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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
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
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
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양하
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
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서부터 제
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
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
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
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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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
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
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6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
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
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
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
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
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
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
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
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
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

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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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
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
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6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
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
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
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
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
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
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
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
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 663 -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
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
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
8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
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
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
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
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
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
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
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
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
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
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
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
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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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
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
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
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
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
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
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
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
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
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
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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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
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
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

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
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
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
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
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
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

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
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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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5의
1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
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
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평가지표의 배점 ×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함)
세부배점 = ----------------------------------------------------------------------------------

(모든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함)

* 세부평가지표 배점은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배점의 합이 평가항목 배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낮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후 순위) 배점
에서 감하고, 작은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선 순위)
배점에 가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
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
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
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10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
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
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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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
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
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
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
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
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
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
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

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
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0 ‘감점기준’의 감점사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
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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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
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
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
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
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

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

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
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
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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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
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
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
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
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
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
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
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
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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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
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2. 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

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

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
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
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
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
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
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
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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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

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

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

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
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
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제2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
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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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
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
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
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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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
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
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
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
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
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
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
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제1장 정의

제55조(정의) 제4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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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
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
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제2장 건설정보표준의 관리

제56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
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
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
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57조(단체표준안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
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안의 개발․작성과정에서 당해 단체표준안이 제정목적에 적절
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표준화위원회) ① 전담기관에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의 제․개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
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
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
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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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
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
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
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
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
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
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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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활용 및 관리
   6.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63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
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
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사업정보
화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
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반영한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

획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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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
획에서 정한 기본목표․추진방향․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사업
내용․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
행할 수 있다.

제67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
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
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 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6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
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에 대한 보
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성과가 건설사업
정보화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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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
다.

제4장 건설사업정보화 정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
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

를 한다.
  3.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부처의 담당과장, 국토교통부 산하 투자기관 및 공단 등의 

임원,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한다.

  5. 민간전문가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7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다.  
  1. 건설사업정보화 추진방향 및 상호 협조사항 협의
  2. 건설사업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3.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관련기관간 역할 조정
  4. 건설사업정보화 추진예산 확보
  5. 사업결과 평가
  6. 기타 건설사업정보화 활성화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반기별 정례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장은 의회의 결정사항중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

련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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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
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사업정보화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

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위

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협의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2조에 의한 협의회의 기능의 세부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정보수집․분석․보급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검토
  5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
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
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

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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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별표17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
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
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
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
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
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
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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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DB
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
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
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
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
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
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
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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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
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
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

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
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
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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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

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에 제
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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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

시 지역별․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

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물가보정하여 당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
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3항제1

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

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

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
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
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
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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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

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삭제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
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
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
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

22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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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
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
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
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
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
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

신기술 지정ㆍ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
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
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
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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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제97조(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①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시장단가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표준품셈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그룹별위원회(이하 "그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의 필요한 항목 검토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심의
  3. 기타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품셈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
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 제출

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 위
원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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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분과위 및 그룹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

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

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제1장 정의

제102조(정의)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한국도로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나.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다. 법 제57조에 따른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 
   라.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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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38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무 수행사항 검사
   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
   사.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
  5. “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

다. 
  7. “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

는 기관을 말한다.
  8.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

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9.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제2장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제10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보고 및 관리) ①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

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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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
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제10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사업과 발주청의 상시관리 내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업무의 형편 및 점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점검 등
을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관리단장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관리단장 및 단원은 법 제54조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
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건설안전․품질제도의 개선 검토와 해당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각 기술안전정책관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안전정책관은 반기별로 당해 내용을 검토․분석
하여 필요시 건설안전․품질제도 개선 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제10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10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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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제11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

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11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
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112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

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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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
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
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
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
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
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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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

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7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118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

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119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
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
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
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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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18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
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전신 또는 기타의 방
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
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21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
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

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
하는 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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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

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
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
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3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
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7.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
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
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
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
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
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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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
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제127조(성실의무 등) ①제102조제5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점
검자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항상 창의적인 노력과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점검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점검자는 항상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8조(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
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
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
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
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
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또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제직하
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피점검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업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
여야 한다.

제131조(청탁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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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점검자는 피점검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134조(점검 계획의 수립) ①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
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
   4. 점검의 종류 및 방법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5조(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
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3. 중점 점검사항
   4.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 
   5.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6조(점검 순서 등) ①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
여야 한다.

  ②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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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점검업무 수행) ①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③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
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
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④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제기 절차) ①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
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139조(점검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또는 시정지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지시 등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1조(사후관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
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
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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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피점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피점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이 인도된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점검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

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43조(징계 등) 점검자가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당해 점검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점검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4조(업무지도․감독)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유사업무 수행자 준용) 점검기관의 장은 제102조제4호의 점검과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게 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제1장 일반사항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

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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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
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
는 건설기술인 제외

  2. 시․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장 처분요청 대상 선정 및 통보 등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
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
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
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학력 또는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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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업체가 부도․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이 입․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

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
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
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46조의 처
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
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146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
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처분권자는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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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2.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

근 시․군․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⑥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
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1(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
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3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한 후 다른 처
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⑫ 처분권자는 제11항에 따라 결정된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

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
제1항 별표11(시․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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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
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
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
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
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
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
켜야 한다.

  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51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1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7.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8.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금지행위 및 감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
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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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개정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18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
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
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6.12.0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

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15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7.12.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06.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1.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0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8조제1항제4호, 제
32조제2항제1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
다.

부      칙(개정 2019.10.0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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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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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

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ᆞ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ᆞ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

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

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ᆞ업

무시설ᆞ근린생활시설ᆞ숙박시설ᆞ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

한 건축물ᆞ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ᆞ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

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ᆞ조립ᆞ운반 또

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

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

ᆞ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

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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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ᆞ시험 및 연구를 위

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ᆞ유지보수 및 운영

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ᆞ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ᆞ

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

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

설ᆞ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

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

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ᆞ전

도ᆞ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

ᆞ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ᆞ기능

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

의 원인 등을 조사ᆞ측정ᆞ평가하여 보수ᆞ보강 



- 70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

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

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ᆞ정비

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

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2장 철도의 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

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

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

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

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

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

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

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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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

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ᆞ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

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

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

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

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

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

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

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

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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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

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

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

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19.]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

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

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ᆞ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

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ᆞ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

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

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

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

량의 형식ᆞ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

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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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와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

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ᆞ광역시ᆞ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기점ᆞ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

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

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이 시

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

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

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

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

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

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

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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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

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

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

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

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

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

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

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歸屬)ᆞ이관(移管) 및 양여(讓與)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

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

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

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

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필

요로 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
정 2010. 12. 13., 2014. 5. 22., 2016. 1. 

22.>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ᆞ물건 또는 권리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ᆞ지번ᆞ지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ᆞ주소

  3. 계획평면도ᆞ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

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

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

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

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ᆞ보

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

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

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ᆞ

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

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

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

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

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

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

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

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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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

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

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

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3. 25.]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

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

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

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

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명칭ᆞ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ᆞ주

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ᆞ지

번ᆞ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ᆞ주

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

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

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ᆞ종점 및 주요 경유

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

(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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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

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

우만 해당한다)

  5. 설비ᆞ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

ᆞ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

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

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

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하는 행위

  3. 나무ᆞ흙ᆞ돌 또는 그 밖의 장애

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ᆞ

승인ᆞ허가ᆞ인가ᆞ동의ᆞ해제ᆞ결정ᆞ신고ᆞ

지정ᆞ면허ᆞ심의ᆞ처분 등(이하 "인ᆞ허가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

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

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

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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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점용ᆞ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

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

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

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

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ᆞ인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

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

선의 지정ᆞ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

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

로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

법」 제33조 및 「소음ᆞ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

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

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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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ᆞ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ᆞ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ᆞ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ᆞ제2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ᆞ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

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

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

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

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

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

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

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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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

하천 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ᆞ변경 또

는 완료의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4. 5., 2014. 

5. 21.>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ᆞ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

ᆞ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

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

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

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

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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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

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법 제12

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

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

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3. 12.>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

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

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

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

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

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

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

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

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

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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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

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

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

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

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

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

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

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

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

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

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

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

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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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 6. 19.]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

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

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

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

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

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

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

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ᆞ「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ᆞ지방자치

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

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

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

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

정 2012. 1. 25.,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ᆞ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

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6. 19.]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 제17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 제6조(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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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

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

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

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

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

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ᆞ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

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

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

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ᆞ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ᆞ군관

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ᆞ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

서 및 관계 도면

 [전문개정 2009. 6. 19.]

 

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2019. 3.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ᆞ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

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

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ᆞ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ᆞ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

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ᆞ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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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

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

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ᆞ인식할 수 있는 사

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

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

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ᆞ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

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

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

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

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

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

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

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하

려면 사업 목적, 사용ᆞ수익할 시설, 사용ᆞ수

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19.]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

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9. 20., 2011. 1. 17., 2015. 6. 1., 

2016. 1. 22.>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

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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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

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

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ᆞ노

무비ᆞ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

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

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ᆞ어업권ᆞ광업

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

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ᆞ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ᆞ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

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

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ᆞ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

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

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49조ᆞ제50조ᆞ제53조,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

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

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ᆞ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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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른 소방ᆞ방재ᆞ방화ᆞ대피 등에 관

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ᆞ궤도ᆞ전기ᆞ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

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

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

근에 신설ᆞ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

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3. 8. 6.]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19.]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

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

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

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목개정 2018. 3. 13.]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

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

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路盤)ᆞ교량ᆞ터널 등

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ᆞ출

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ᆞ

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합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

량 조사ᆞ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ᆞ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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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

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3. 20.>]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ᆞ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

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

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ᆞ안전성을 확보해

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ᆞ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

호 연계하여 운행ᆞ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

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

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

도시설의 호환성ᆞ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ᆞ안전성 여부

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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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

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

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

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

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9.]

제21조(수익자ᆞ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

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

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

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

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

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

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

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개정 2010. 1. 7.>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

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

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

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

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

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

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

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ᆞ

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

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

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전문개정 2009. 6. 19.]

제3장 역세권 개발 

제22조 삭제 <2010. 4. 15.>



- 727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23조 삭제 <2010. 4. 15.>

제23조의2(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

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

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3. 25., 

2013. 3. 23., 2019. 11. 26.>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

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

여 국가가 소유ᆞ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

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

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 4. 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9. 11. 26.]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3.13>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

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

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

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

한 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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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의 연구ᆞ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

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 

3. 13.>]

제25조(시ᆞ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ᆞ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ᆞ도지사가 시ᆞ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ᆞ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유지관리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ᆞ

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

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에게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729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ᆞ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ᆞ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5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 

3. 13.>]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

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

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

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ᆞ도 유지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ᆞ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

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

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ᆞ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

받은 시ᆞ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ᆞ도 유지

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ᆞ내용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

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

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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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6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 

3. 13.>]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

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

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

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

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

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7조는 제45조로 이동 <2018. 

3. 13.>]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

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

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

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

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ᆞ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 등의 일시

ᆞ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3. 20.]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ᆞ운

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

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

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

력정보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ᆞ사용금지, 보수

ᆞ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

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

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

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

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ᆞ멸실 또는 변조

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

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의 관리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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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

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

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8조는 제46조로 이동 <2018. 

3. 13.>]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3.13>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

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

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

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ᆞ분석한 결과 정기점검

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

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

기ᆞ방법ᆞ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

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ᆞ점검항

목ᆞ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

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

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

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

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

한 사항

  4.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 3. 12.]

 [종전 제2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 

3. 12.>]

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ᆞ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ᆞ도지

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ᆞ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

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의 목적ᆞ일시 및 대상 등을 서

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

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

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

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

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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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8. 3. 13.]

 [종전 제29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 3. 13.>]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

자는 철도시설의 붕괴ᆞ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

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철도

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

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2

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

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2

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

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ᆞ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

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ᆞ도지사는 긴급점

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

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 3. 12.]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

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

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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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

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

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

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

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

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

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ᆞ분석한 결과 정

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

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

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

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

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

격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

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

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ᆞ보강, 고장ᆞ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ᆞ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본조신설 2019. 3. 12.]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

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

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

시설의 사용제한ᆞ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

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

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ᆞ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

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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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

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

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3.]

력 손실

  8. 절토ᆞ성토 사면의 균열ᆞ이완 등

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

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

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

설 2019. 3. 12.]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

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성

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

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

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

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

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

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ᆞ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ᆞ검사ᆞ진단 등

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

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

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

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

지관리 방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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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

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ᆞ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ᆞ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

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

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

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ᆞ

날짜ᆞ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

지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는 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

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

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

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

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

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

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

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

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

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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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

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

ᆞ평가ᆞ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

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

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

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

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

(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ᆞ기간, 

실지조사의 대상ᆞ기간 등이 포함

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ᆞ공정성 확보를 위

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

성ᆞ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ᆞ보강ᆞ교

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

수ᆞ보강ᆞ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

관 및 시ᆞ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ᆞ제2항,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

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

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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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

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

1항ᆞ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

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

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

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

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

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ᆞ징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

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

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

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

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

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

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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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

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ᆞ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제40조(보고ᆞ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

행자의 사무실ᆞ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

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에서 이동 <2018. 3. 13.>]

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

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

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 3. 20.]

 [제7조에서 이동 <2019. 3. 20.>]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

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

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

을 기록ᆞ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

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

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ᆞ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

한 보수ᆞ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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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

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필

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13.]

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

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

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2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

소하거나 공사의 중지ᆞ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ᆞ변경 또는 이전 등

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

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

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3. 25.]

 [제25조에서 이동 <2018. 3. 13.>]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3. 

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의 명칭ᆞ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ᆞ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09. 6. 19.]

 [제25조에서 이동 <2019. 3. 12.>]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에서 이동 <2018. 3. 13.>]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 제15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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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

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

밀진단,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

공단

  2.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

된 철도안전 전문기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

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ᆞ전자, 정보

통신 및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ᆞ

기능장ᆞ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본조신설 2019. 3. 20.]

제6장 벌칙 

<신설 2018.3.13>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

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

1항ᆞ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

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

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

를 야기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

괴를 야기한 자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여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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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여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

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

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09. 3. 25.]

 [제28조에서 이동 <2018. 3. 13.>]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

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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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일부개정]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ᆞ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

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

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

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

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

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

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9조에서 이동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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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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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2, 2019.3.21.]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
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

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

는 터널을 말한다.
  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

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 
  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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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
널 쪽 입구를 말한다.

  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
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
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
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기법을 말한다.

  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
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19. "안전측 동작"이란 장치 또는 설비가 동작 중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 "역 시설"이란 열차의 출발·도착과 여객 및 화물의 취급을 위하여 역에 설치한 승강장, 
대합실, 이용편의시설, 역 광장 및 이를 연결하는 통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21. "연동장치"란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소프
트웨어적으로 서로 연동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수직갱"이란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
  23. “열차제어장치”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

(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
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24.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도로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
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
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25. "유도장해"란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정전유도작용 및 전자유도작용으로 발생한 전자기파
가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설비에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한다.

  26.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7. "자동열차감시장치"란 전방 열차의 선로 조건을 후방 열차에 전송하여 전방 구간에 열
차가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28. "자동열차방호장치"란 전방 열차의 위치에 따라 후방 열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9. "전자기 잡음"이란 인접한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
자기적인 유도를 말한다.

  30.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전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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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이에 부속설비를 말한다.
  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

요한 설비를 말한다.
  32.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수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 
  33.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제2조제9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34. “철도신호제어설비”란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제
어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5. “철도정보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
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
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36.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37. “승강장안전문설비”란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을 말한다.
  38. “승강장안전문”이란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도록 승강장에 설치하는 승·하차용 

출입문을 말한다.
  39. “안전보호벽”이란 승강장안전문설비 중에서 승강장안전문을 제외한 유리 벽체를 말한다.
  40. “난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     료를 말한다.
  41. “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철도는 직류 1천 500볼트의 전원을 공급받는 중량전철
(도시전철용 전동차)의 도시철도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고속․일반․광역철도시설 건설기준은 
「철도건설규칙」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철도시설 건설기준은 「도시철도 건
설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 기준보다 우선한다. 

제2장 고속․일반․광역철도

제1절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일반기준) ① 안전성 분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기술할 것
  2.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것.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하거나 정성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료조사 및 안전성 분석은 가능한 한 최근에 확립된 방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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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적용된 방법 및 기술과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명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성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

지․보수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5조(안전성 분석대상) ①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과 지하역 및 철도신호제어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전성 분석을 시행한 철도시설과 규
모가 같거나 환경 및 조건 등이 유사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
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의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 기준의 방재요구조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터널에 적합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터널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하저 및 해저의 터널
  2. 화물열차 전용터널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방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① 안전성 분석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확인 : 충돌․탈선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

고 식별된 위험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
  2. 사고발생 확률계산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건의 발생확률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
  3. 사고영향분석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고결과에 따른 피해영향을 분석할 것
  4. 안전성 분석 : 시나리오별 사고발생 확률과 피해정도를 산출하여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
  5. 안전대책 수립 :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정한 안전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

립할 것. 다만, 해당 안전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6. 안전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 실시설계 준공 이전에 안전성 분석이 적합한 지에 대하
여 철도운영자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해당 전문가에게 검증․확인을 받을 것

제7조(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등) 본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철도객차의 화재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 적용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이 터널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할 것

  2. 안전대책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에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상황
별 피난시나리오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3. 터널에서 화물열차와 교행하는 노선일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운행되는 화물열차 1량 이상
의 화재규모를 반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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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킬로미터 이상의 터널에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제1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시킬 것

  5.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 터널이 준공된 후에는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에 
대한 성능을 시험할 것

  6. 터널의 환기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추가설비를 설치
할 것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
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제8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등)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강장 및 피난로에서의 위험사
례를 작성하고 각 사례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것

  2.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운행조건과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상호관
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

  3. 제7조에 따른 안전대책이 화재를 포함한 비상사태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적정한 
지를 검증하기 위한 피난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열차 대피인원과 승차대기 인원을 가산하
고, 피난 대상자별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구로부터 안전한 위치까지 대피에 소요되는 피
난 허용시간 등을 고려한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제9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등)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을 
검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열차제어장치는 연동장치 등과 연계하여 정할 것
  2. 전체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안전요구사항의 달성기준을 제시할 것
  3. 안전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한 철도시설의 시스템운영, 환경조건, 적용조건 및 

운영조건 등의 위험원을 도출할 것
  4. 인적요인에 의하여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원을 도출할 것
  5. 철도신호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기본기능, 대상 장치의 내․외부 인터페이스, 운영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위험원을 도출할 것
  6. 도출된 위험원의 원인분석 및 위험도(위험원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빈도의 조

합을 말한다)를 통하여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안전성이 허용될 수 있는 안전수준으로 제어
되고 있음을 정량적 수치 또는 판단논리로 입증할 것

제10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① 안전성 분석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사항 및 일정계획 등 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할 것

  2. 철도시설의 설치․운영시 고려사항, 설계특성 및 설계기준 등 철도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
하여 안전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에 관한 제반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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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철도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핵
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할 것

  4.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을 기술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분석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절 선로시설

제1관 선 로

제11조(건축한계내의 안전) 건축한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

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할 것
  2.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

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것
  3.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

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
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 정할 것

  4. 건축한계 외부라 하더라도 건축한계 내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탈선방지시설) ① 본선 선로의 곡선반경이 300미터 미만 또는 탈선위험이 있는 장소

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종점 표지를 하여야 하고, 열차가 탈선하거나 과속하는 경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열차의 속도, 선로의 경사 등을 고려하여 차막이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 안전
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
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정지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름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
다),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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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가 인가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과 가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 고가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의 우려

되는 장소
  4. 야생동물 등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 또는 주변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람이 쉽게 선로를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의 안전시설)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
도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
이 선로에 침범하는 것을 검지하는 지장물검지장치

  3. 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궤도 사이
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검지장치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분기기 히
팅장치

  7. 철도시설 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
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보수자 횡단장치

  8. 본선 터널에서 작업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에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터널경보장치

  9. 레일 온도상승으로 레일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 개소에 설치하는 레일온도검지장치 등
제15조(선로의 대피시설) ① 선로에는 비상시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와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시설 보행로는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의 진입로) 선로의 진입로는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교량 또는 터널

의 출입구나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주변여건상 진입로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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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로의 경계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선로의 출입구와 대피통로의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
  4. 진입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야 하며, 선로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방재구난지역이 

넓을 것
  6.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선로의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2관 노 반

제17조(일반기준)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열차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동시에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선로에 토사, 낙석 및 유수 등이 유
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 지역에는 열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장물 검지장치와 낙석방지울
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한 도로 또는 산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
  2. 고속철도 위로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 지역
  3.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4. 터널 입․출구 중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제19조(침식방지)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강우 등으로 인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배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은 배수가 원활하여야 하며,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

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21조(옹벽) 옹벽은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이 

있는 옹벽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계단 및(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접속구간) 노반의 흙쌓기 및 땅깎기 구간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노반 강성의 급

격한 차이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지반) 시설물의 기초지반은 안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수목관리) 선로 가까이에 있는 수목은 철도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운행에 방해되지 않을 것
  2. 철도시설물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
  3. 철도표지나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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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철도시설관리자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5.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의 정상기능에 방해되지 않을 것

제3관 교  량

제25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
야 한다.

  ② 교량은 홍수, 강풍 또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로 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도로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 대하여는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량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제26조(교량의 안전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18미터 이상의 교량에서 열차가 탈선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드레일 또는 방호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나 선박 등의 통행이 잦은 도로 또는 하천 위에 가설한 교량에는 자동차나 선박

에 의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량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28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교량에는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사고열
차 또는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측보도, 계단(교량길이가 1킬
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으로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측보도는 작업원의 점검통로, 대피소, 작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바닥에서부터 0.1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제4관 터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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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
야 한다.

  ② 터널에서 차량운행조건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분석을 하여 방재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터널의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
구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안전대책 시설물) ① 터널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시키며, 
대피․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안전대책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보호되어야 하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터널 입․출구 상부의 지장물이 선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기기의 배치) ① 분기기 또는 선로를 제어하는 장치는 터널 또는 터널의 입구, 

노반의 지지력이 서로 다른 구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노반 지지력
이 다른 구간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터널 또는 터널 입구에 분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터널의 
폭을 넓히거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본선 터널 및 교량의 출입구) ① 터널의 출입구 주위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
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방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 터널 또는 교량에는 실
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터널 또는 교량에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 요원을 배치할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의 출입구 부분은 방호울타리와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을 4미터 이상의 폭으
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2.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원격 감시는 감시실 또는 인접 역에서 가능할 것
  3. 일반도로와 연결된 비상진입용 대형 철책문에는 “비상출입”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감시요원 또는 해당지역의 소방대에서 통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선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차량 등 긴급 구조차량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비상통신장비) ① 본선 터널에는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구조를 요
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비상통신장비를 500미터 이내의 간격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선전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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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게 식별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관제실 또는 인근역 역무실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소방대와 통화

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전화 또는 휴대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사, 승무원, 관제실 및 인근 현장역 등의 종사자 및 소방대원 간에 의사통화를 할 

수 있을 것
  2. 터널에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34조(방호스위치) ① 고속철도 전용선에는 터널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궤도회로 경계지점 부근에 방호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설치할 것. 
  2. 궤도회로 경계구간이 없는 짧은 터널의 경우에는 가까운 궤도회로 경계구간의 방호스위

치를 활용할 것
제35조(터널 표지 등) ① 본선 터널에는 비상전화기의 위치, 대피통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주․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축광방식 표지 
또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표시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피난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도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2. 외부 전원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을 것
  ④ 축광방식의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럭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照射)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럭스로 하

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때의 휘도는 제곱미터당 7밀리 칸델라 이상일 것

  2. 산소지수는 26 이상의 난연성 재료로 표면의 내마모, 내오염,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일 것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의 발생이 현저히 적을 것
  4. 축광을 위한 충분한 밝기의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전원공급이 이루어 질 것
  ⑤ 탈출구 표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 탈출구까지의 거리

를 명시할 것
  2.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터널 입․출구 300미터에서부터 

단선터널일 경우 대피로 방향의 벽에 100미터 이하, 복선터널일 경우 양쪽 벽에 지그재
그로 5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3.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물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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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는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
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대피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⑥ 각종 표지는 운행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제36조(터널구조물 보호) 터널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터널구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하중 지지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터널구조의 재
료는 연기발생 및 인화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터널 라이닝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  여야 하며,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3.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하로 터널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
기 위해 사전에 붕괴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제37조(전기시설물 보호) 전기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의 전기회로에서 화재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불연재료, 준불연

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2. 전선 및 케이블 피복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것
  3. 터널의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은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할 것. 다

만, 이중화 전원계통 확보가 곤란한 단선철도 등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
의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4. 탈선이나 건설작업으로부터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블 위치를 최적
화할 것

  5. 독성연기 방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제38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① 복선터널 및 단선 병렬터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화재

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선 병렬터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 터널갱구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연기가 

바로 인접한 다른 쪽 터널갱구 안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소화기) 터널에 소화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자재 저장장소에 소화기를 비

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기는 ABC분말 소형 소화기(약제중량의 합이 18킬로그램 이상) 또는 

상응하는 성능의 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기를 안내표지판과 함께 소화기함에 비치
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3. 소화기의 중량은 쉽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7킬로그램 이하일 것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화기함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함이 

대피로의 승객탈출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40조(방연문 등)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을 설

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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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연문은 화재발생시 차단구역 내부에 연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할 것
  2. 방연문의 개폐작용은 자동개폐형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대피승객이 통과할 때 

쉽게 열리고 통과 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3. 방연셔터는 연기차단 벽으로서 주로 경사갱 등에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

우에 자동차 등 차량이 쉽게 통과하고 연기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평
상시에는 개방된 형태의 기동식 셔터를 말함

  4. 방연셔터 대신에 방연용 워터커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는 연기차단성능 및 
누전문제 등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것

  5.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내화성능을 보유하
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합틈새로 연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기밀성을 갖는 구조일 것

  6. 방연셔터가 설치되는 비상통로에는 출입문(방연문)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와는 별개로 
대피자가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의 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때 발생되는 풍
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41조(화재감지기) 안정성 분석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화재감지기는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 로 발생하는 열 및 연소생
성물 등에 오동작하지 않을 것

  3. 화재감지기가 연동되어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감시장치를 설치할 것

  4. 화재감지기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준용하되 터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
고, 감지기는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이 적합할 것

제42조(제연․배연설비) ① 본선 터널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제연․배연설비가 필요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가 진입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제
어될 것

  2. 배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유독가스의 배출방향․속도 등을 제어하여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 것

  3. 본선 터널 바닥면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배연설비는 비
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4. 배연설비의 전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로에서 공급되어야 하고, 역회전이 가능한 송
풍기를 2대 이상 분할하여 설치할 것

  5. 환기 및 제연․배연 기능이 겸용인 설비는 비상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6. 제연․배연설비는 열차가 정상 운행할 경우 열차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및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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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것
  7. 제연․배연설비 중에서 전동기, 배풍기, 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

는 막을 말한다)과 관련 부품, 동력전달기구 등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
로 기능을 유지할 것.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동
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선 터널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환기구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물로 
구획되어야 하며, 배연설비는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본선 터널과 대피통로가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하 
“접속부”라 한다)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유독가스가 스며드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병렬터널에서 터널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연설비 또는 방화문은 
두 터널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연기가 한쪽 터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선 터널과 수직갱 및 100미터 이상의 경사갱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단구역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선 터널로 이어지는 문 및 차단구역과 경사갱 또는 수직갱 사이에 있는 문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이어야 할 것

  2. 차단구역의 출구는 최소한 대피통로 입구와 같은 폭을 가져야 하며, 문짝의 폭은 1미터 
이상일 것

  3. 차단구역의 바닥 폭 및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정하고, 길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접속부의 차단구역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방화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차단구역으로 확산

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차단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공기압력 조절댐퍼 설치가 

가능할 것
  ④ 대피통로의 본선 접속부는 차량이 대피통로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대피가 원활하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것
  ⑤ 대피통로의 접속부는 화재열차가 접속부에 정지하는 경우에도 승객과 승무원이 안전하

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44조(대피로) ① 비상시 승객 및 승무원이 도보로 신속히 본선 터널의 양쪽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의 입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피로는 본선 터널 바닥면의 궤도를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되 단선 터널은 한쪽 벽에 

설치하여야 하고, 복선 터널은 양쪽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피로의 바닥은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승객이 대피하는 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은 없어야 한다.
  ④ 대피로의 폭은 0.7미터 이상,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대피로 공간에는 

그 밖의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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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로의 측벽에는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 바닥면에서 1.2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승객 및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피할 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을 것
  3. 재질은 내부식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낮을 것
  4.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를 할 것
제46조(대피통로) 터널의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대피통로가 필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대피통로 간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
  2. 대피통로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이 연기 등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

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3. 수직갱의 대피통로에는 본선 터널의 수평연결구(터널 벽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로와 

연결된 곳을 말한다)에서 승객 및 승무원이 지표면으로 직접 탈출할 수 있을 것
  4. 둘 이상의 독립된 본선 터널을 병렬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교차통로가 대피통로로 사용

되도록 하고, 하나의 본선 터널에 둘 이상의 선로가 있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
직갱 또는 경사갱이 대피통로로 사용되도록 할 것

  5. 경사갱은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본선 터널로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
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제연 또는 배연 통로로만 사용되는 수직갱 및 경사갱이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에는 승객탈출용 대피통로로 겸용할 수 있을 것

  7. 본선 터널과 접히는 대피통로 입구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8. 대피통로 출구부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개폐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되 내부
의 승객이 외부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제47조(수직갱) 수직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내부에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화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수직갱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중간에 추
가적인 안전공간을 설치할 것

  3. 계단의 폭은 1.2미터 이상,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터널에는 적정한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5. 수직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것
  6. 방화문은 비상시에 본선 터널에서 용이하게 열수 있는 구조로서 경보시설로 감시되어야 

하고, 평상시에 수직터널 쪽에서 방화문을 열려는 경우 인가자를 제외한 자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759 -

제48조(경사갱) 경사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설치하기
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대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갱의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2. 경사갱이 바로 지상 출구로 이어지지 않고 수직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사갱의 길이

는 150미터 이하를 원칙으로 할 것
  3. 경사갱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의 긴급구조차량이 회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250미터 간격마다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4. 경사갱이 대피와 배연기능을 겸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배연통로의 연기가 대피로에 침투
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경사갱의 경사도와 길이는 승객대피와 도로용 차량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할 것
  6. 승객들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과 100미터 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

리표지판을 설치할 것
  7. 경사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수직갱의 방화문을 준용할 것
제49조(교차통로) 교차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일 것
  2. 안전대피 장소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4. 대피통로 출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할 것
제50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터널은 대피로가 설치된 벽, 복선터널은 양쪽 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대피로 바닥의 조도가 1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제51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① 전차선로 계통은 비상시에 구간별로 단전할 수 있게 설

치하여야 하며, 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에는 입․출구에 접지걸이를 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전과 접지장소에는 통신수단과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단전작업은 작업절차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52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터널 출입구에 진입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
  2. 폭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

간을 마련할 것
  3.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며, 차선은 분리할 것
  4. 구조․소방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방재구난지역”이라 한다)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터널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53조(방재구난지역) 진입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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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까지는 방재구난지역을 통해 진입이 가능할 것
  2. 방재구난지역은 가급적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방재구난지역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컨테이너 등의 다른 시설물을 설

치하지 아니할 것
  4. 방재구난지역은 가능한 선로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할 것
  5. 지형여건상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터널 입․출구부 인근

에 「항공법」에 따라 헬기장을 설치할 것
  6. 방재구난지역은 야간 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활동에 필

요한 그 밖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것
  7. 단선 병렬터널은 구조용 차량이 터널 갱구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 바깥쪽

에 구획을 정리할 것
  8.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의 방재구난지역 지면이 궤도높이와 표고차가 발생할 경우

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54조(연결송수관설비) 안전성 분석결과 본선 터널에 연결송수관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 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연결송수관으로 습식 

또는 건식으로 하며, 건식으로 할 경우 30분 이내 충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결송수관은 저수지, 터널 근처의 소화수조 또는 그 밖의 용수공급원으로부터 물을 공

급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및 건조기에도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3. 송수구는 사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소화수조는 내식성과 동결방지 장치를 확보하고 용량은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건식배관

을 채우고 유효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터널 출구 또는 대피통로 접속부 
인근에 설치할 것

  5. 배관은 선호 한쪽 측면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기 쉽게 배치할 것
  6. 방수구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쉽게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
  7. 연결송수관설비 표지판은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적합할 것
  8.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구역별로 분리하여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9. 연결송수관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50미터 간격으로 방수구를 설치하고, 소방용

수가 대피통로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선 터널의 대피통로 입구에 방수구를 설
치할 것

  10. 연결송수관 배관은 압력배관용 아연도금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하며, 
관경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방수구는 개폐 가능하여야 하고,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의 위치에 직경 65밀리미터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대 호스와 연결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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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수기구함은 방수구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기구함에는 구경 65밀리
미터,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1개를 비치하되 호스는 방수구와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4개의 호스를 비치할 것

  1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할 것
  14.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은 1분당 2,400리터 이상일 것
  15.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양정은 배관계통에서 압력이 최소인 방수구(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방수구 또는 구배상 가장 높은 위치의 방수구를 말한다)의 노즐 선단 
압력이 0.343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것

  16.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기동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 주
변에 강판으로 수납하여 설치할 것

  17. 연결송수관 설비에 의한 소화 작업은 소방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소
방대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의 공급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
로 점검할 것

  18. 연결송수관 설비는 평상시에 터널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즉시 소화용
수를 보충할 것

제55조(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의 비상콘센트설비는 복선터널은 양측 250미터, 단선터널은 편측 1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2. 터널의 전기공급시스템은 비상구조 활동에 적합할 것
  3.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

로부터 보호될 것
  4. 비상콘센트는 전용 배전선로의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접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5. 노출된 전선의 길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220볼트로서 용량은 1.5킬로바(KVA) 이상일 것. 
  7. 비상콘센트설비는 접지를 시킬 것

제3절 역시설

제56조(일반기준) ① 역 선로의 종점에 궤도가 있는 경우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승객과 승강장 시설을 열차의 과주행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승강장에는 선로 및 선로 인접부근의 활동사항과 연관하여 비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승강장과 대합실을 포함한 역사 내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
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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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역 시설에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제13조
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제57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

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광역철도(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 포함)의 승강장에
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할 것

  2. 본선 터널의 출구부분, 철도교량의 양끝부분 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철도사고의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선로 등의 철도시설에는 진입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표
시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 1.5미터 높이의 방벽을 설치할 것

  3.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0.9미
터 이상의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고, 평상시 선로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시
설을 설치할 것

  4. 승강장은 노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무정차 통과 
열차운행시 열차속도에 따른 추가 경계선 및 안내표시를 할 것

  5. 승강장 노대에는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의 미끄
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감지할 수 있도
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것

  6. 승강장에 접한 선로에는 비상시 대피를 위하여 고상 승강장 아래에 적정한 크기의 여유 
공간을 마련할 것

  7.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
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
록 할 것

  9.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 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5에 따름)
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할 것.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연 논슬립 등
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2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4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

지에 관한 사항
  3.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고장 및 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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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합실) 대합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 통행인과 여객 동선과는 분리할 것
  2. 여객 동선을 고려하여 구조물, 매표소, 집표․개표구 등을 배치할 것
  3.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제거할 것
  4. 여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설비를 설치할 것
  5. 대합실에 설치되는 계단 및 경사로는 혼잡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동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제거할 것
  6. 유도점자블록은  장애인이 각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게 설치할 것
  7. 안내표지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환경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
  8. 안내표지는 정보를 찾는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의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9. 역 이름이 포함된 안내판은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을 것
  10. 역사 및 승강장 내에서 공지방송 및 안내방송을 명확히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11. 장애인용 집표구․개표구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집표구․개표구와 전면 계단

은 충분히 이격될 것
  12.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제57조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장과 연결되는 계단”은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으로 한다.
제59조(역 광장) 역 광장은 역사 내로 여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긴급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60조(피난로 및 피난설비) ① 피난로 및 피난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구역으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 출입구, 계단 등을 확

보할 것
  2.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의 경우, 비상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정한 폭을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비상시 역 및 승강장에서 안전한 피난을 위해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과 같은 적절한 피

난설비를 설치할 것
  ② 역시설 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1. 피난경로는 단순 명쾌하며 2방향 이상 피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2. 출입구의 자동폐쇄장치 및 제연설비가 갖추어진 안전구획 공간
  3. 피난계단은 전실형태의 구조
  4. 피난로는 방화 및 방연성능을 확보
  ③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는 비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로 연결하여야 하고,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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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도등은 승강장․대합실․통로․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점등되어야 하
고, 비상상황 발생시 60분 이상 계속 점등되어야 한다.

  ⑦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세부 설치기준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역시설에는 화재, 사고 등 비상 대피를 할 경우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조
명등을 설치하되 어둠속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건전지는 2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지하역사에는 층별로 2개 이상의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① 승강장을 포함한 역사 내의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피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을 포함한 역사 내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

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복도, 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 안내소, 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마감재는 구조물의 균열, 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제62조(소방시설) ① 역 및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화재경보설비는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경보장치는 작동과 동시에 각 역 또는 관제실에 전송되어야 
한다.

  ② 역 및 승강장의 제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하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승객의 질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역 시설) 역 시설은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방지설비 및 배수량에 따른 배수설비를 갖출 것
  2. 비가 올 때 빗물이 지하 역사내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출입구 부분을 접속되는 지면보

다 충분히 높게 시공할 것
  3. 환기구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
  4. 노출 급․배수관은 겨울철 동파가 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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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여객 이동통로) 여객의 이동통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시 혼잡상황을 고려한 예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할 것
  2. 환승객, 여객 및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하여 승하차 동선을 단순화하고 동선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3. 통로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할 것
  4. 출입구는 가능하면 통로 및 역사 내 혼잡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의 시․종점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 (3) 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제65조(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폭과 충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할 것
  2. 인접한 벽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비상정지스위치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비상시 필요한 모든 장비들은 각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부근에 설치되어야 하며, 

역무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5. 계획되지 아니한 운행 중단에 대한 경고음 시스템을 설치할 것
제66조(승강기) 승강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철도건널목

제67조(일반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에서 이용자에게 위
험을 알리고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8조(건널목 신설 및 폐지) ① 건널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

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일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폐지할 경우에 폐지예정일 10일 이전에 폐지사유와 폐지연

월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9조(건널목 종류) ① 건널목은 철도 및 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제1종 건널목, 제2종 건널

목, 제3종 건널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종류는 별표1의 철도건널목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70조(교통량 조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

건널목 교통량 조사표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주변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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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급격히 변동된 때에는 수시로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할 경우에 기상악화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변할 때에는 교통량을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량 조사는 평일에 3일간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조

사기간 중 교통량이 평상시와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1조(건널목 안전설비) ① 건널목 안전설비는 별표2의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안전설비는 정전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동안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 안전설비는 낙뢰 및 이상전압이 유입될 경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④ 건널목 주변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한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장물 검지장치
  2. 출구측 차단봉검지기  
  3. 정시간제어기
  4. 고장검지 및 감시장치
  5. 정보 분석장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
제72조(차단기 설치) ① 차단기는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73조(경보기 설치 등) ① 건널목에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시점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
지 않아야 한다.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편도 1차선의 도로 중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건
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현수형 또
는 가교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① 건널목 보판의 양끝은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보다 각각 0.5미터 이상 넓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널목 보판의 여유 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이나 여유 폭을 확보하여도 차량이 보판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건널목 보판의 끝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차량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시정지선 위치에 적당한 간격
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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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시의 조치) ① 건널목 관리원 또는 보수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고장표
지를 그 안전장치의 전면에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관제실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장치의 앞쪽에 별표3의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으로 고장표시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관리원 없음 표지의 게시) 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제1종 건널목과 관리원을 배치
하였으나 관리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의 제1종 건널목에는 별표4의 관리원 없음 
표지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7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① 제1종 건널목의 관리원 배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여건과 복잡도에 따라 관리원의 배치여부를 정하여 주․야 교대근무 또는 교통량이 많은 일
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건널목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78조(건널목 대장 비치 등) ① 건널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널목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

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건널목대장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5절 전철전력설비

제79조(일반기준) ①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는 전철전력설비에 대한 위험 경고표지
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전철전력설비는 주변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④ 가공 전차선로의 시설은 인체의 감전 및 다른 교통수단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⑤ 취급자의 부주의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철전력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작동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80조(인체피해예방) ① 전철변전소 및 전기실 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

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등 사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널목 및 통로 등에 설치하는 귀선로는 대지와의 전위차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768 -

제81조(화재예방) ①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전철전력설비에는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
로 된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터널, 역사 등의 전기설비에는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82조(전철전력설비 안전) ① 변전소의 용량은 전철 전기 공급 구간별로 장래 수송수요와 
연장 급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를 비롯한 전철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이하 “급전계통”이라 한다)에는 장애를 신
속하게 발견하고 그 장애가 다른 설비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기, 단로기 등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시 전위상승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접지하
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보호를 위한 접지시설은 이상전압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
지로 방전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④ 장력조정장치 등 전차선로의 주요 구성 시설물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에 필요
한 상호간 절연 이격거리 및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철주 등 가공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그 지역의 최대 풍속, 강설, 온도, 지진 등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고, 터널, 교량, 개활지 등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사고피해 저감) ① 변압기는 예상되는 부하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외부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급전계통을 분리하여 인명피해 및 기기시설의 손상
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발생기록․저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력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관제실, 변전소 등의 주요 장소에는 비상조
명등과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철전력설비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4조(수․배전선로) ① 가공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공선로는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할 것
  2. 인근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를 감안할 것
  3. 가공인입선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낙뢰 등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각 전철전력설비 간 효율적

인 운용을 위한 절연협조를 갖출 것
  ② 지중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중 시설물이 가급적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다른 지중선, 케이블 등과 근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상호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내화성 

격벽을 설치할 것
  3. 지중인입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4.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할 것



- 769 -

 제85조(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압, 특별고압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설치할 것
  2. 철도의 역사, 차량기지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하며, 보관시 방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4. 전력용 콘덴서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할 것
  5. 배전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속제 외함에 설치할 것
  6. 변전실은 부하의 분포상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설비 및 전선 등은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
  7. 변압기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할 것
   가.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확보할 것
   나. 화재 시 폭발하지 않을 것
   다. 환기설비를 갖출 것
   라. 온도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주변압기는 같은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변압기를 갖출 것
제86조(원격제어시스템)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은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 등에서 개폐기 등 전기기기
를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무인기능실(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에는 원격영상감시, 출입통제 및 원격방송이 가
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보호장치) 급전계통의 보호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물쇠장치 또는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을 것
  2.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할 것
  3. 조작이 간편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4.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
  5. 단로기는 변압기의 여자전류를 개폐할 수 있을 것
  6. 보호계전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사고발생 시에 급전계통을 분리하여 전철전력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것
   나. 고장 해소 시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다. 고장 기록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제88조(접지설비) 접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시 전위상승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방지,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접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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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전실, 변전실 및 배전실(전기실)은 망상 접지로 하며,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
결할 것

  3. 변압기, 선로보호기기, 개폐기 및 감전될 우려가 있는 철제시설물은 선로변에 매설된 공
용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
이 곤란한 금속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를 할 것

제89조(절연장치) 절연 및 절연협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전 계통에 발생하는 낙뢰 이외의 전차선 지락사고 등에 의한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기기 등의 절연강도를 결정할 것
  2. 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전철전력설비는 부식에 따른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
제90조(전차선로) 전차선로는 차량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각 호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상황, 차량운행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승객과 

일반대중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2. 유도자기에 의한 장애가 밖으로 미치지 않도록 전선 상호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3. 전차선이 지나가는 구름다리나 높은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안전설비를 할 것
  4. 보호선은 사고전류를 흐를 수 있게 충분한 전류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
제91조(전차선 지지설비) 전차선 지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최대 풍속과 강설 및 최고․최저온도 조건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2. 터널이나 교량, 개활지 등의 구간 및 지형특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진, 

하중 및 적절한 안전율을 주어 시설할 것
  3. 전주, 지선, 보, 지지대 등의 지지물은 견고하여야 하며, 안전율을 유지할 것
  4. 지지물은 승객이나 공중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

름방지설비를 할 것
  5. 절연체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할 것
제92조(전차선 귀선로) 전차선 귀선로는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이나 통로에서 감전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일로부터 땅으로 흐르는 누설전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3조(전차선표지) 전차선의 표지는 철도종사원 등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방재설비) ① 비상등은 전기관제실, 무선통신실, 신호실과 변전소 등의 주기계실, 전

기실, 주요 통로, 계단 및 복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의 비상유도등은 상용전원이 
정전될 경우 60분 이상 점등되어야 한다.

  ②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화재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제6절 철도신호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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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일반기준) ①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
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열차의 충돌 및 추돌방지
  2. 분기구간 및 곡선구간에서의 열차탈선방지
  3. 열차의 진로설정 및 열차의 진로진입승인
  4. 건널목에서의 열차보호
  ②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노선과의 연계운행
  2. 전철전력설비 및 철도신호제어설비용 전원공급장치
  3. 열차 운영의 자동화수준
  4. 비상시 열차운행 취급방법
  5. 철도신호제어설비와 다른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③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장애 또는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운영 중인 철도신호제어설비를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6조(철도신호제어설비의 구조)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주요 장치를 제작․설치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능,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무결성을 스스로 진단․감시․저장되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

면 안전상태로 전환될 것
  2. 장치를 설계․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의 분석․시험 및 

검증을 수행할 것
  3.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것
  4. 교체 및 철거가 쉬울 것
제97조(철도안전설비와의 연계)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선로 또는 승강장에서의 철도사고를 방

지하고 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철도안전설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1. 차축온도검지장치 등 선로의 안전설비
  2. 비상정지버튼 등 승강장 안전설비
제98조(철도교통관제설비) 철도교통관제설비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교통관제설비는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전용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정거장

별로 개별취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인접지역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열차운행에 지장
이 없어야 하며, 관제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시 예비 관제설비를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관제설비의 경보장치와 다른 경보․감시설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제업무종사자
가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3. 열차집중제어장치(CTC)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를 운행중인 열차의 운행위치 확인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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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철도신호제어설비) ① 철도신호제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열
차에 설치되는 차내 신호제어설비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차위치검지방법 및 성능
  2. 상용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동성능
  3. 데이터 전송방법
  4. 운전석의 신호정보표시 및 조작
  5. 스크린도어장치 등 승강장 안전장치와의 연계 등
  ② 신호기 장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열차진행방향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확인

거리를 확보할 것
  2.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할 것
  ③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 및 승객의 안전한 탈

출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시설물 또는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시설물 또는 장치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충분
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을 포함한 철도신호설비는 화재, 열차탈선 및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외부인이 임의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열차위치검지장치) 열차위치검지장치는 열차의 안전한 간격 확보와 철도신호제어설

비의 정확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열차위치정보를 제공할 것
  2. 열차위치정보를 건널목제어설비, 경보시스템 또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각종 설비에 제공

할 것
  3. 운전업무종사자 및 철도종사자 등이 열차점유상태 및 열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01조(연동장치) 열차의 운전취급이나 신호제어설비의 조작 시 오동작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동장치는 선로전환기가 열차진행방향으로 밀착된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현시할 것
  2. 연동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진로 쇄정 및 선로전환기 쇄정이 해정되지 않도록 할 것
  3. 연동장치는 열차가 이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운전취급자가 잘못된 취급을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
제102조(철도사고 관련 위험원 관리) 열차사고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위험원에서 철도

의 신호제어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와 관련된 위험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충돌 및 추돌사고 위험원
   가. 신호기와 관련된 오류
   나. 열차상태정보와 관련된 오류
   다. 열차운전자 또는 운전취급자와 관련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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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철도신호제어설비가 설치된 선로의 환경조건 등에 의한 신호설비 오류
   마. 열차속도제어와 관련된 오류
   바. 철도제어신호제어설비를 구성하는 장치의 고장
  2. 지장물에 의한 열차충돌사고의 위험원
   가. 지장물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낙하
   나. 철도관련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탈락한 지장물이 운행선로로 낙하
   다. 열차에서 탈락한 차량 구성품이 운행선로 낙하
   라. 절개지 붕괴 또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석의 운행선로 차단
  3. 열차탈선사고의 위험원
   가. 운전취급자, 건널목관리자, 현장작업자 및 입환작업자와 관련된 오류
   나. 선로전환기와 관련된 오류
   다. 열차과속과 관련된 오류
   라. 열차충돌사고에 의한 열차탈선
   마.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및 지진 
  4. 철도시설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의 열차접촉사고의 위험원
  5. 철도신호제어설비의 전기회로에 의한 과열, 누전 또는 아크로 인하여 발화원 또는 폭발

사고의 위험원
  6. 전기 및 전자파에 의한 장애 위험원
   가. 철도신호제어설비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용의 전력공급장치를 확보할 것
   나.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전위상승 등과 같은 이상상태로부터 신호제어설비의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다. 철도신호제어설비는 전력설비 및 열차의 추진제어장치의 유도전압 및 전자파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절 철도정보통신설비

제103조(일반기준)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관제실, 정차장, 운전실, 변전소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한 장소 상호간에 음성, 부호, 데이터 및 영상 등의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전하
게 송수신하여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종사자 및 일반인이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2. 비상대응 조치를 지원하도록 적합한 설비를 구축할 것
  ③ 철도정보통신설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철도정보통신설비의 구조) 철도정보통신설비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주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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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부분은 고장시 자동 및 수동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시스템을 갖출 것
  2. 기능 및 인터페이스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장애발생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할 것
  3. 전원장치는 전력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통신설비가 일정시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출 것
  4. 광케이블은 이중화로 설치하여 철도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105조(관제전화) ① 관제전화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제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전화는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광역철도 연계 수송기관 상호간에는 직통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6조(비상전화) 비상전화는 철도선로 연변에서 순회점검이나 작업시 현장근무와 해당 관

제실 사이의 상호업무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토목구조물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107조(열차간 무선통신) 터널 연장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터널 내에는 열차간 무선교신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통신방식은 지능형 철도시스템(LTE-R) 개발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8조(안내방송장치)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 및 소방설비와 연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시 경보용 송출과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화재시 다른 설비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건물 전 구역에 일제방송 및 경보음 송출이 가능할 것
  4. 화재시 수신반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

일 것
  5. 옥내배선은 난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배선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할 것
  6. 방송설비의 배관은 별도의 배관으로 할 것
제109조(영상감시설비) ① 영상감시설비는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

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영
상은 7일 이상 저장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광역철도 지하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의 영상감시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화재지역에 자동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감시설비는 광역철도 운송기관간 경계역 승강장의 영상을 상호간에 역 또는 철도교
통관제센터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서버 및 모니터 등은 철도특별사법경
찰대가 운영하는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에 설치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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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역무 자동화설비)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
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철도정보통신설비) ①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
한 고시”에 의거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철도정보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
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12조(일반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규정된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이 기준
에 적합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여야 하는 등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 및 시설기준,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3조(유지․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라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려
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3장 도시철도

제116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철도시설관리자는 도시철도차량과의 상호 연관성을 고
려하여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승강장) 도시철도 승강장에는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안전문과 안전보호벽은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3(역시설) ①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 시행지침」제13조에 따른 인증의 등급 중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 및 대합실과 연결되는 계단은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시험방법은 KS F 237
5에 따름)의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코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불
연 논슬립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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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로시설

제1관 선로

제117조(일반기준) ① 선로는 열차의 축중, 통과 속도 및 무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를 포
함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열차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도록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로와 선로 사이 및 선로와 선로 시설물 사이에는 열차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열차의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선로에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궤도) ① 궤도는 가능한 한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로 부
설하여야 한다.

  ② 궤도의 하부구조는 열차의 운행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하부로 전달할 수 있는 지
지력과 배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궤도는 도시철도차량, 전철전력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제119조(탈선방지시설) ① 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① 선로변이나 선로 위에 있는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

하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주행하는 열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설치하여

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선로변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설비는 선로변 보도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설비와 선로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
물이나 설비 뒤로 우회하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① 본선의 선로변에는 시설관리자와 승객이 비상시 주
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선로변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로변 보도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대피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선로는 도로와 평면에서 교차해서는 아니 된다.

제2관 터널

제123조(일반기준) ① 터널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터널에는 역 출입구, 환기구 및 비상탈출구 등을 통하여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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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4조(비상시 대피) ① 터널형식과 대피설비는 비상시 승객과 시설관리자가 대피할 수 있

도록 열차의 종류, 열차의 이동방법, 탈출거리, 탈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열차로부터의 탈
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 선로의 연장선인 선로에는 기존 선로의 대피방법과 동일한 대피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5조(탈선대책) ① 터널에서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고 열차의 탈선 시 승객과 선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 케이블 등 터널의 설비들은 열차의 탈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① 단선 병렬터널에는 터널과 터널 사이에 교차통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차통로의 설치 간격은 열차의 길이, 대피방법 및 구조활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통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기와 열의 교차통로 내부 통과 가능성
   2. 교차통로 출입문의 설치 필요성
   3. 열차에서 대피한 승객 및 시설관리에게 미치는 위험요소(공기역학적 효과를 포함한다)
  ③ 교차통로가 설치된 터널에는 교차통로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교차통로의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① 터널의 배수설비 용량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유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터널의 수직 방향 기울기 및 수평 방향 기울기는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본선터널과 진입로에는 인접한 역의 전기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명설비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

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
어야 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관 교량

제129조(일반기준) ① 교량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폭우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교량은 시설관리자가 안전하게 점검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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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0조(탈선방지) 교량은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차 탈선 시에도 교량에

서 열차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① 교량에는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

록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하부 공간의 높이
를 표시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교량과 충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로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도로관리청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예방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도로 또는 철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나 열차의 충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각과 교대에는 강물에 의한 세굴 및 선박의 충돌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① 열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열차가 충돌하여 일부분이 파손되더라도 그 파손된 부분이 교
량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사람이 교량의 난간에 오르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물질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량과 전기가 흐르는 전차선 등의 
장치 간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① 철도를 횡단 또는 인접한 도로교량의 난간 부분에는 방
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교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난간부분에는 사람이 열차주행을 방해하는 물체를 선로에 던지거나 집어 넣을 수 없는 

구조의 안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차선 등의 전철전력설비로부터 사람이 안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도로교량의 난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로교량의 시설물이 선로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4관 흙 노반

제134조(일반기준) 흙쌓기 구간, 땅깎기 구간 등 흙 노반은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고,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5조(비탈면) ① 비탈면은 완만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경사가 급한 비탈면에는 선로에 
흙, 모래, 낙석 및 유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낙석 및 붕괴위험지역에는 지장물 검지장치 및 낙석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흙쌓기 구간 또는 땅깎기 구간의 하단에는 비가 올 때 세굴 및 

침식에 대한 방지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7조(축대 벽) 축대 벽에는 시설관리자의 접근을 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8조(접속구간) 흙 노반과 구조물이 접하는 구간은 침하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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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전철전력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① 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
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
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
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
을 따라야 한다.

   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
   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
   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
   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
   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
  ② 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① 변전소의 용량은 부하설비의 크기, 성질 및 전압강하와 수송수

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의 정류기는 정류기 자체의 고장 시 또는 인접 변전소의 고장시 전기를 연장하여 

공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2대와 예비로 운영하는 1대로 구성한다. 다
만, 변전시설에 미치는 부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류설비의 계통 구성 및 정류기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전차선
의 전압은 도시철도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져
야 한다.

  1. 표준 전압 : 직류 1천 500볼트
  2. 최저 전압 : 직류 900볼트
  3. 최고 전압 : 직류 1천 800볼트. 다만, 지속시간이 5분 이내의 일시적인 전압 상승은 직

류 1천 950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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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출입의 제한) 변전소와 전기실 등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관계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관제실 또는 가까운 역 등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4조(전기안전표시) ① 전철전력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②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원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수점검 등을 위하여 송전·수전선로 및 개폐기에는 상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
여야 한다.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① 전철전력설비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전압으로 인한 설비
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일의 전위상승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위 상승을 억제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부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전기설비는 충전부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접지) ① 전철전력설비는 비정상적인 전위 상승 또는 고전압의 침입 등으로부터 사
람이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 접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의 상태는 정기적으로 측정·관리되어야 한다.
제149조(전자파 억제) ① 전철전력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는 도시철도차량, 지상

설비 및 그 밖의 선로에 인접한 설비와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150조(보호협조) 변전소 및 전기실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수전단 이하의 계통에서 발

생하는 장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설비 상호간의 정정값 및 동작시간을 조정함
으로써 다른 설비 또는 구간으로 장해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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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전력관제) ① 전철전력설비는 중앙 집중원격감시제어방식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다
만, 점검 및 시험을 위하여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조작할 필요가 있는 설비는 현장 
감시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력관제실은 도시철도차량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제실과의 협조가 쉬운 곳에 정하여야 
한다.

  ③ 전력관제실,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전력관제를 수행하는 곳에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
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변전소 및 전기실 등 무인으로 운전되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는 화상감시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제152조(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설비에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기능과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3조(작업용 설비) 변전소 및 전기실 등 시설관리자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전기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전철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수 있는 곳에는 오염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5조(외함) 노출된 전기설비가 외부 충격, 누수, 먼지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전기설비 등은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전기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폭발 위험 및 연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설비를 선정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다만, 지중

관로 방식의 전선 및 지상 구간의 케이블의 경우 저독성이 아닌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
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제157조(소화설비) ①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
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관 수․변전 및 배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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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변압기) ① 변압기는 화재 시 폭발하지 않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변압기는 진동, 충격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변압기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정류기용 변압기의 설계 시에는 정류기로부터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전력 손실 및 온

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9조(개폐기) ① 개폐기는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

며, 동작상태에 따라 그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폐기에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 부하

전류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력 등에 의하여 오작동될 우려가 있는 개폐기에는 잠금장치 등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정류기) ① 정류기의 정류소자는 정격의 부하전류, 단락전류 및 외부로부터의 이상

전압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② 정류기에는 정류소자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정류기는 고조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류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직류 고속도차단기의 내열성 구조물과 아크 발생부분 간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62조(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 중 이상전압 또는 고장전류가 발생한 

부분을 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급의 지장 및 설비의 손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② 보호계전기는 전철전력설비에서 발생한 고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보호계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전

철전력설비가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63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설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①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전철전력설비의 일부 계통 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에는 예비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5조(전력케이블) ① 수전선로의 전력케이블은 전압강하, 허용전류 및 단락전류에 따라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변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연락 송전선로는 통신선로 및 배전선로와 분리하여 포

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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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전차선로설비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① 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
  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
  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
  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② 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① 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

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전차선로는 사람 및 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차

량과 전기적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① 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

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측 

각각 200밀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71조(피뢰기) ① 전차선로설비에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지상부 전차선로를 보호하기 위하
여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뢰기는 폭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여야 하며, 폭발 시
에도 파편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제4절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1관 전기안전기준

제172조(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
  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
  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
  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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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

  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
제173조(전력공급기준) ① 신호기계실에는 항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 공급되는 신호용 배전선의 전압 및 전기방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4조(전기안전표시)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장치에는 잘 보이는 곳에 "고전압" 및 "전기위

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오조작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장치는 오조작으로부

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절연확보) ① 지상신호설비에 설치된 전기회로 및 전선은 설비 고장 또는 감전 사

고를 막기 위하여 절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상신호설비는 이상전압 발생 시 설비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 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하

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8조(전기 차단) ① 지상신호설비에는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전원을 차단하거나 분리시

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치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는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고, 잠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전기회로 및 전자회로는 내부회로 또는 외부회로의 합선이나 다른 전기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로차단기능 또는 회로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로의 차단 또는 분리를 위한 장치는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시기능 또는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9조(접지) ① 지상신호설비는 낙뢰나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하여야 하

며, 전자기적 간섭에 의한 오동작이 방지되어야 한다.
  ②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치나 기기는 접지하여야 한다.



- 785 -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유도장해에 민감한 장치는 운용 중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에 대하
여 충분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제2관 화재안전기준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설비의 특성상 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불꽃이나 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필
요한 경우 그 사이를 절연하거나 불연재료의 차단막을 설치할 것

  3. 전선에는 저독성의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선관 등으로 보호할 것.
제182조(소화설비) ① 신호기계실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운영제어실에는 쉽게 발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두어야 한다.

제3관 장치의 설치 등

제183조(장치의 설치)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각 설비의 나사·볼트·너트 등의 
체결부는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제184조(부식억제) ①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는 기름류의 접촉이나 악천
후에의 노출 등에 의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상으로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화학적 성질이 다른 금속 간에 접촉이 되는 구성품에는 전기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5조(실내설비) ① 신호기계실 내부에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영
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기계실에는 전자장치 운영에 적절한 냉방설비 및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86조(고장대책) 도시철도운영자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개발 등 열차운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관 지상신호설비

제187조(신호전원장치) ① 신호전원장치는 정전 시에도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지상신호설비가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호전원장치는 이상전압이나 고장전류로부터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를 보호하여야 하
고, 전압의 변동이 지상신호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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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상신호설비는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고장을 기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신호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이나 축전지를 사용하여 지상신호설비에 1
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다만, 신호관제실에는 3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⑤ 신호전원장치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고장 조건이 사라지고 안전한 상태가 확인되면 
초기화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인 동작으로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88조(신호전원장치용 인버터) ① 인버터의 부품 중 전원 차단 시 60볼트 이상의 충전상
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부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의 부품 중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는 부품은 점검·
교체 또는 보관 시 정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189조(축전지) ①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 설치·보관하고,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② 축전지함은 축전지로부터 누출되는 가스가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자연 통풍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를 보관할 때에는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0조(외함) 외부 충격, 누수, 먼지, 전기적인 손상 및 화재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

휘할 수 없는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외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1조(신호케이블) 신호기계실 간, 신호기계실과 신호관제실 간의 전송케이블은 철도정보

통신 전송망에 이중으로 우회망을 구성하여 외부 유도잡음이나 고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2조(자동열차방호장치) ①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열차분리, 속도제한 등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방호장치는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장
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3조(자동열차감시장치) ①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열차상태감시, 열차운영제어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자동열차감시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 및 다른 자동열차감시장치와의 상호작용에 오류
가 없도록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94조(연동장치) 연동장치는 열차진로를 제어할 때 선로전환기를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하
며 신호취급을 확인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5조(무선통신장치) ① 열차 분리, 속도 제한 및 열차상태 감시 등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도록 무선통신장
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치는 자동열차방호장치와 자동열차감시장치 간의 무선통신 시에 열차제어정
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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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출입의 제한) 신호기계실에는 출입문 열림 검지장치, 출입문 감시장치 및 출입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제어실과 기지제어실에는 출입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절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97조(일반기준) 도시철도시설의 일반기준에 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유지․관리)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199조 삭제
제200조 삭제

부  칙<201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 3.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지침(안)(건설교통부 훈령, 2005. 1.1)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86호, 2013. 4. 24)은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철도시설
은 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 터널구조물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

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재안전성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 건

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유도등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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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장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1호 단서 및 제8호와 제11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

시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고시된 노선과 승강장안전문설비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제57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철도 차량 혼용 운행 등으로 승강
장안전문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2016. 9.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6조제5항 및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제57조제5호 및 제9호, 제58조제12
호 및 제116조의3제2항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 관련되는 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발주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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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철도안전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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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

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

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ᆞ기기ᆞ장

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

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路盤)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

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ᆞ통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

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1.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

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ᆞ수습ᆞ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

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

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

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ᆞ선로전환

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

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

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ᆞ정

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11. 30.]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

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

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

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ᆞ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ᆞ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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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ᆞ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마.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

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

한 작업의 협의ᆞ지휘ᆞ감독ᆞ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

업책임자"라 한다)

  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

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

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

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

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

검ᆞ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

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도차량정비"란 철도차량(철도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ᆞ기기ᆞ장치를 

포함한다)을 점검ᆞ검사, 교환 및 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철도차량정비기술자"란 철도차량정

비에 관한 자격, 경력 및 학력 등을 갖추

어 제2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

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

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

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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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

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

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

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

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

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

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

제4조(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

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

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

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

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

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

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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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

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ᆞ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6조(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ᆞ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

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

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① 법 제

6조에 따라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

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와 철

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

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ᆞ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

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

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ᆞ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

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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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

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

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

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

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

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

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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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

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

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

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

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

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

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

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

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ᆞ시설의 유지관

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

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

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

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

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ᆞ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

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

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

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

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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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

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

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

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

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

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

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

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

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0., 

2019. 1.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

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전문개정 2014. 3. 19.]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0. 23.>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

(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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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 교량, 터널, 옹벽

  나. 선로(레일)

  다.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ᆞ

배전선로

  마.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

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

목보안장치

  바.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

설비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ᆞ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

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

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

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

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

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

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

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

서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법 제7조제5항

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

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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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류검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2.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가능

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

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

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이 건설ᆞ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

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

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

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0.>

 [전문개정 2014. 3. 19.]

제5조(안전관리기준 고시방법) 법 제7조제

5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은 제44조제1

항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

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

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

의 서류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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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

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

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

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

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

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

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

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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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

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

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

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

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

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

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

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

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

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

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

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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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

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

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

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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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

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

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

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

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

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

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지를 점검ᆞ확인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

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ᆞ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

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

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

"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

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

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검

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

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19. 10. 23.>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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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

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ᆞ철도사

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

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3.>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조치계

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

  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ᆞ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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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

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

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

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

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

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

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

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8. 10.>

  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

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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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4. 3. 19.]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

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

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

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7조 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

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

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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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9조(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

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

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

는 업무의 제한ᆞ정지 등의 처분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9조의2(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

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

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

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

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

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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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

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

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

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

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

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

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

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

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

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

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

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 분야

  가. 철도교통사고 건수

  나. 철도안전사고 건수

  다. 운행장애 건수

  라. 사상자 수

  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

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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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

  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

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해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

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

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

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ᆞ감

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

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

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철도차량, 철도

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철도안전 우

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

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철도차량, 철도시설이나 관련 

문서 등에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

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를 제거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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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국

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라 철

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

인이 취소된 경우

  3.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8. 6. 12.]

제9조의2(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

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

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 4.]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철도차

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

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

항에 따른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

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

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1.>

 [전문개정 2012. 6. 1.]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2017. 7. 24.>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

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

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ᆞ조립ᆞ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

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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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

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

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

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전문개정 2012. 11. 30.]

제11조(운전면허 종류)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

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0., 2018. 10. 23.>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디젤차량 운전면허

  5. 철도장비 운전면허

  6. 노면전차(路面電車) 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

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

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

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

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 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4. 다리ᆞ머리ᆞ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

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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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

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

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

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제12조(신체검사 방법ᆞ절차ᆞ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

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

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

검사 판정서에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

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

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

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

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

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

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

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

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

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

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

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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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

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

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

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

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2. 6. 1.]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

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

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

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2019. 10. 22.>

  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

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

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

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

한 사무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

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제12조(신체검사 방법ᆞ절차ᆞ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

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

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

검사 판정서에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

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

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

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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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

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

동 <2016. 12. 30.>]

제14조 삭제 <2012. 6. 1.>

제15조(운전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

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

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

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②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

일부터 3개월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

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

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제13조(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

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

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

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

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17.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17. 7. 24.]

제16조(적성검사 방법ᆞ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

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

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

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

검사 판정서에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

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

(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

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

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

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④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

검사의 방법ᆞ절차ᆞ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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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

간 중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

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

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

의 설립ᆞ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

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

ᆞ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본조신설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

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목개정 2017. 7. 25.]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ᆞ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

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ᆞ업무정

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 훈련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비교육훈련기

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

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

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ᆞ업

무정지 등) 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

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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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

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16조(운전교육훈련) ① 운전면허를 받으

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

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

는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②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

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

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

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

사기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

적성검사 업무"는 "운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운

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운전교육훈련 수료

증"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5. 7. 24.]

제20조(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

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

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

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7. 25.>

  ②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

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

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

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

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

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2017. 7. 25.>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⑥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목개정 2017. 7. 25.]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

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3. 19., 2017. 7.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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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목개정 2017. 7. 25.]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① 운전면허를 받으

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24조(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

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

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

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

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

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운전면허시험의 방법ᆞ절차, 기능시

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

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

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3.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

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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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

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

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

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

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

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

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

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

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

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

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

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0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

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 7. 24.>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

육훈련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과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

시험 면제

 [전문개정 2012. 11. 30.]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

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

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

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

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

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 7. 25.>

  1. 관제업무

  2.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

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ᆞ교육ᆞ관리하거나 감독하

는 업무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

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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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내

에 6개월 이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

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을 말한다.

  1.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관제교육훈

련업무

  2.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관제업무

종사자를 지도ᆞ교육ᆞ관리하거나 감독하

는 업무

  ③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

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관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시간 이상 받은 경

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

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

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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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

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5의2.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

반하였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

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

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

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

ᆞ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

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

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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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 6. 1.]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

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1조

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운전업무 실

무수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1. 운전할 구간의 선로ᆞ신호시스템 등

의 숙달을 위한 운전업무 실무수습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운전업무 실

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운전업

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

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운전할 구간 또는 철도차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운전업무 실무수습

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③ 삭제 <2017. 7. 25.>

  ④ 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ᆞ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목개정 2017. 7. 25.]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

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

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

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관제업무에 종

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

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0조의4(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

차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

격증명"이라 한다)의 갱신 및 취득절차

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

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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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

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4.]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

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

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

무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

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

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2조(신체검사 방법ᆞ절차ᆞ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

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

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

검사 판정서에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

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

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

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

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

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

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

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

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

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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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

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

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

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

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

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

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

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① 관제자격증

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

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

(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

여야 한다.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

사"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

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

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

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

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

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

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제20조의2(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

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

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

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

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4.]

제16조(적성검사 방법ᆞ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

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

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

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

사 판정서에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본

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

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운

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

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

(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

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

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

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④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

검사의 방법ᆞ절차ᆞ판정기준 및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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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5. 7. 24.]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19조(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

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

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

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목개정 2017. 7. 25.]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자격증

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의 안전

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

시하는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

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신호기ᆞ선로전환기ᆞ조작판의 

취급업무

  ② 관제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

제20조의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

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

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

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

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

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4.]

제38조의2(관제교육훈련의 기간ᆞ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

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

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

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

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

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ᆞ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

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

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3(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

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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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

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

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

사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

적성검사"는 "관제교육훈련"으로, "제15조

제5항"은 "제21조의7제4항"으로, "운전적

성검사 판정서"는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6(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ᆞ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

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ᆞ업무정

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관제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

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

격하여야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

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8조의7(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

격기준) ①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

"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

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

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

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ᆞ절차, 실기

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법 제21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

야의 자격"이란 별표 11의4에 따른 관제

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시험과목으

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

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

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제38조의14(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

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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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

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1. 관제자격증명서

  2.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 관제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15(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

력 등)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

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관제교육훈련

업무

  2.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

자를 지도ᆞ교육ᆞ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

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

증명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그 관제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

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ᆞ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

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

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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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

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

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

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

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

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

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관제업무에 종사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39조(관제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

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철도차량 운행

의 통제ᆞ조정 등에 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2.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관제업무 실

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

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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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

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

간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변

경으로 인하여 다시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

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

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방

법ᆞ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7. 25.]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

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

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① 철도차

량 운전ᆞ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ᆞ적성검사의 시

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

검사ᆞ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ᆞ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

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

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ᆞ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11. 30.]

제40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

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

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

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

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

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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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

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41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 4.>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

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

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

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

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

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

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

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ᆞ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철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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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

야 하는 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이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

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

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

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

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인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

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을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면 철도차량

정비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이라 한

다)를 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신청,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1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

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제42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

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

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

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정비업

무 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 별표 1의2에 

따른 자격별 경력점수에 포함되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한정한다)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사진

  5. 철도차량정비경력증(등급변경 인정 신

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교육훈련 수료증(등급변경 인정 신



- 830 -

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

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

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실시하는 교육ᆞ훈련(이하 "정비교육

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를 육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정비 기술에 관

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

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

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비교육훈

련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정비교

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24조의

4제3항"으로, "제15조제6항"은 "제24조의4

제4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정비

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

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

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

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제21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

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

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을 해야 한다.

제42조의6(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 훈련기관

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

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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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

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

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

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

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

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

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2.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조신설 2018. 6. 12.]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삭제 <2018. 3. 13.>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

제43조(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① 

법 제25조의2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란 1,135밀리미터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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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

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8. 14.]

  ② 법 제25조의2 단서에서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장으로서 제

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강

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

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승강장안전

문"이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

의ᆞ의결한 승강장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으로서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서로 달

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선로 쪽 승강장

으로서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여객의 승하차 인원, 열차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2. 21.]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 국내에서 운

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

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

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ᆞ연구ᆞ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2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

도차량 등)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

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

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

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

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

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

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

도용품)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

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

제4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

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

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적합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

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

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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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

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에 해당하는 경우

  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

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

되는 철도차량의 경우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ᆞ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

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

인절차, 승인방법, 신고절차, 검사절차, 검사방

법 및 면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

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

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

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

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

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

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전문개정 2014. 3. 18.]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

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

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

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

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

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

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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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

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설계가 철

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

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차량형식 시험: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

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

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

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

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

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

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

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50조(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

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

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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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

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

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

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

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

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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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

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

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

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

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ᆞ화재ᆞ

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

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

밀안전진단으로 본다.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

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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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ᆞ방법 등 철도차량 정

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고

복구용ᆞ작업용ᆞ시험용 철도차량 등 법 제

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

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

하는 철도차량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설명

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 전까

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

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

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마다 해당 철도차

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

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기 정

밀안전진단"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

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ᆞ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기 정

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ᆞ

추돌ᆞ탈선ᆞ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

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

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

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전기ᆞ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전기특성ᆞ기계적 특성에 따

른 반복적 고장이 3회 이상 발생(실제 운행

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한 철도차량은 

반복적 고장이 3회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철도차량의 고장특성에 따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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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

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

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

하게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

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

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

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

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

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

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품질관

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6조의3제3항

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

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

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

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

제되는 경우

  2. 철도시설의 유지ᆞ보수 또는 철도차량

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

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

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

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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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

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

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제작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작자

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

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

사의 면제 범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

인검사의 전부

 [전문개정 2014. 3. 18.]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

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8.]

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

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3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3제2항

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차

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

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

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

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

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

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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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

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

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12. 18.]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

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

다. <개정 2019. 3. 12.>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8. 「항공ᆞ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4. 3. 18.]

제26조의5(승계)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

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

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

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

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

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

다. 다만,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

제55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

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ᆞ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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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

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제작자승

인은 상속인의 제작자승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

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

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ᆞ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

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

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

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

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56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

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3. 형식승인된 설계와의 형식동일성 입증

계획서 및 입증서류

  4.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행시험 절

차서

  5. 그 밖에 형식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

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완성검

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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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

필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

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

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 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

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

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

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

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작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

제58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

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ᆞ정

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0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

분기준) 법 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ᆞ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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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ᆞ

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ᆞ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

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51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

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

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

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

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

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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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

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

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

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

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

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

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

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9조(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

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

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

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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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

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

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8. 10.>

  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

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

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을 제작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

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

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

제26조(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

도용품)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

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

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

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제60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

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

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 846 -

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지 아니한 철도용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철도용품만 해당한다)을 철도시

설 또는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검

사의 면제, 형식승인의 취소, 변경승인명령 

및 형식승인의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

26조제2항ᆞ제4항ᆞ제6항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은 "철도용품"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

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

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

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

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전문개정 2014. 3. 18.]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

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

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

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

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

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

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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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

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

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2조(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

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

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

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

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 철도용품 형식

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

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

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

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

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

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

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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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

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

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

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

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

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용품 품

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자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 품질관

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

임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ᆞ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ᆞ징수, 제작자승

인 등의 면제, 제작자승인의 결격사유 및 지

위승계,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ᆞ정

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

조, 제9조의2,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 

제26조의5 및 제26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

계"로, "철도차량"은 "철도용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

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28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

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64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

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

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

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

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

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

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

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

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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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5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

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

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

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

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

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

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

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6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

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용품제작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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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

관리체계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

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

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

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

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

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

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

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

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8조(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

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 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 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

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

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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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

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ᆞ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

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1조(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

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

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

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

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

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

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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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7조 의2제4항

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

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

을 주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

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

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28조 삭제 <2012. 12. 18.>

제29조 삭제 <2012. 12. 18.>

제30조 삭제 <2012. 12. 18.>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ᆞ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

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에 대한 조사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

류의 열람ᆞ제출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ᆞ

검사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ᆞ분석 의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

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

용품의 소유자ᆞ점유자ᆞ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ᆞ열람ᆞ수거 

제72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 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

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

른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2조의2(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이하 "철도차량 판매자"라 한다)는 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을 해당 철

도차량을 구매한 자(해당 철도차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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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ᆞ열람 또는 검사 등

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

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2018. 6. 12.>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

비에 필요한 기술지도ᆞ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

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ᆞ

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

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

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12. 18.]

매한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철도차량 

구매자"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와 협

의하여 철도차량 판매자가 공급하는 부품 

외의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약

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부품을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공급하지 않

을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

도용품

  2.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ᆞ제동장치 또

는 제어장치 등이 고장난 경우 해당 철도차

량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의 견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부품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

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한 부품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부품의 형식 및 

규격은 철도차량 판매자가 판매한 철도차량

과 일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부

품의 제조원가(개발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

로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2조의3(자료제공ᆞ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

량 판매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되

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및 각 장치의 개별부품에 대한 운영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유지보수 기술문서

  2. 철도차량 운전 및 주요 시스템의 작동

방법, 응급조치 방법, 안전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서 및 고장수리 절차서

  3. 철도차량 판매자 및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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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고장진단기(고장

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 설명서

  5. 철도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특수공기구 

및 시험기와 그 사용 설명서

  6.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지보수 기술문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의 재고관리, 주요 부품의 교환주

기, 기록관리 사항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

의 현황

  3. 유지보수 공정의 계획 및 내용(일상 유

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비정기 유지보수 등)

  4.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기능 

및 조치를 상세하게 적은 기술문서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

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술지도 또

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시디(CD), 디브이디(DVD) 등 영상녹

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2.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 또는 협의에 따른 방법

  ④ 철도차량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구

매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는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시기, 대

상, 기간,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도차량 구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

기술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집합교육 또

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⑤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

게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예정일 3개월 전까

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 제4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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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

만, 철도차량 구매자가 따로 요청하거나 철

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가 합의하

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또는 교육의 시기, 기

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구매

자에게 고장진단기 등 장비ᆞ기구 등의 제공 

및 기술지도ᆞ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는 유사 장비ᆞ물품의 가격 및 유사 교

육비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ᆞ수입ᆞ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작ᆞ수입ᆞ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

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2. 제26조의2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승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

  3. 제26조의6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

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경우(판매 또는 사

용의 중지명령만 해당한다)

  4.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철도차

량 또는 철도용품을 제작ᆞ수입ᆞ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

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및 환불 등에 관한 시정조

치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이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효과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제29조(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

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

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

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8.]

제73조(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

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

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

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

ᆞ점유자ᆞ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

고문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

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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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는 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제

2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

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

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

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33조 삭제 <2012. 12. 18.>

제34조(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

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ᆞ조

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

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

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ᆞ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35조 삭제 <2012. 12. 18.>

제36조 삭제 <2012. 12. 18.>

제37조 삭제 <2012. 12. 18.>

제38조(종합시험운행)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정상운행

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

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철도시설 및 열

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개선ᆞ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제75조(종합시험운행의 시기ᆞ절차 등) ① 철

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

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

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

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 3. 19.>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

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

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

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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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의 실시 시기ᆞ방법ᆞ기준과 개선ᆞ시정 명

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

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

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

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

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ᆞ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

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

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

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

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

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

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

용ᆞ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

를 기록ᆞ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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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ᆞ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

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ᆞ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ᆞ시정하여야 

하고, 개선ᆞ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

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9., 2016. 8. 10.>

  ⑨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

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ᆞ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

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ᆞ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ᆞ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75조의2(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

선명령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

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

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

로 실시한다. <개정 2019. 3. 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

부 검토

  3.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

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

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ᆞ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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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ᆞ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

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ᆞ보완이 필요하

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

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

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ᆞ시

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④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

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0.>

 [본조신설 2014. 3. 19.]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① 철도차

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

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최초 제작 당

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

성능 등에 대한 개량 및 변경 등(이하 "개

조"라 한다)을 임의로 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

하려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

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이하 "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개조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개조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조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에 대하여 개조승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절차, 

제75조의3(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

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

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

한 서류

  3. 개조 전ᆞ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

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ᆞ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

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

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

준에 관한 서류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

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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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신고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

동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

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 경우

  가.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

차(기관차): 100분의 2

  나.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

ᆞ화차ᆞ전기동차ᆞ디젤동차: 100분의 4

  다.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지상에 설치된 신호장치

로부터 열차의 운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속도감속 또

는 정지 등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장치

를 말한다)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

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

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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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철도차량의 부품ᆞ구성

품 등이 상호 접속되어 원활하게 그 기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에 관한 검토ᆞ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

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

하는 경우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

로 보지 아니한다.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ᆞ반복적으로 시행하

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ᆞ교환

  2. 차량 내ᆞ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

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

ᆞ위생ᆞ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

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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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

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

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

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

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

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

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면 해당 철도차

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 전까

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

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5호의3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5(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

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 개조 대상 부품ᆞ장치 또는 그와 유사

한 성능의 부품ᆞ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 863 -

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4. 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 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

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6(개조승인 검사 등) ① 법 제38조

의2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개조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문서 검사

  2. 개조합치성 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대

표편성에 대한 개조작업이 제1호에 따른 기

술문서와 합치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

한 검사

  3. 개조형식시험: 철도차량의 개조가 부품

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

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

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조승

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

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에 철도차

량 개조승인 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조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

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

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

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

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

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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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7. 10. 24.]

제38조의4(준용규정) 철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하여는 제

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소유자등"으로,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는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

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① 소유자

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

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

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이력사항을 위조ᆞ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

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의8(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

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

6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

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

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

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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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도운영

자등에게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또

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

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개조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

는 운행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8. 6. 12.]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

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

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열차사고 또는 위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부품ᆞ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

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18.]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

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

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

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을 인증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정비의 종류ᆞ범위ᆞ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해당 정비

제75조의9(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

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ᆞ

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

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

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

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

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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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기준, 인증절차, 변경인증절차 및 정비조

직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

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

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

경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

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

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②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

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

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

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

는 장비 등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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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

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

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

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

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④ 인증정비조직은 법 제38조의7제2항 단

서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

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5호의8서

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정

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

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

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8조의8(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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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8. 6. 12.]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

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

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8. 6. 12.]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정비조직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2호(고의에 의한 경우로 한

정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

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8조의8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

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제75조의12(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

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

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별

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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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38조의11(준용규정) 인증정비조직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

제38조의10제1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인증정비조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9조의3(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

과기준)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

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

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

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

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경과하여 노후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진단(이하 "정밀안

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 등이 발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특정 시기에 집중

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

자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猶豫)

할 수 있다.

  ④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

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

도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정

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밀안

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준ᆞ방법ᆞ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

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

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ᆞ화재ᆞ

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

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

밀안전진단으로 본다.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

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

차량 완성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

결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ᆞ방법 등 철도차량 정

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고

복구용ᆞ작업용ᆞ시험용 철도차량 등 법 제

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

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

하는 철도차량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설명

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 전까

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

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

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마다 해당 철도차

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기 정밀안

전진단"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안

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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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ᆞ방법 등 철도차

량 정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기 정밀안전

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ᆞ

추돌ᆞ탈선ᆞ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

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

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

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전기ᆞ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전기특성ᆞ기계적 특성에 따

른 반복적 고장이 3회 이상 발생(실제 운행

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한 철도차량은 

반복적 고장이 3회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철도차량의 고장특성에 따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15(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① 법 제38조의12제3항에 따

라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

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

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

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기

가 도래하기 5년 전까지 정밀안전진단 기

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철도

차량의 종류, 수량, 연장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기간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열차운행계획, 정

밀안전진단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 또는 정비 

시행여부,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건 및 철도

차량의 안전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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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16(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

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

험 및 승차감시험

  ②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

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

거나 고의로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6. 성능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

제75조의14(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소

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

(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

출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

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

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劣化

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ᆞ내부적 영향

에 따른 화학적ᆞ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

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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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기구를 사용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8. 6. 12.]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ᆞ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

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

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

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

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

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17(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

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ᆞ학력ᆞ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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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

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

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

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

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

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

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

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

칭ᆞ대표자ᆞ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

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

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

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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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19(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

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8조의14(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관하여는 제

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

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 6. 4.]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열차의 편성, 철도

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

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① 철도차량을 운

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ᆞ출발ᆞ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

ᆞ방법ᆞ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운용상

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

보를 철도종사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제

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철도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

차 및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안전

제76조(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

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ᆞ정비하기 위

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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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호와 같다.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ᆞ통

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

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

구조ᆞ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ᆞ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

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ᆞ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철

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

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기본법 제

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

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

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

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

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

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 법 제39조

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란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

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

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31조(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철도운영

자는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실 

출입문 등 운전업무종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

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

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 20.]

제32조(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

법)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

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

"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

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

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

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운전 철도차량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

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이 충격을 받거

나 철도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상

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기

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종전 제76조의2는 제76조의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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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ᆞ도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ᆞ관리 지침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관리 및 영상기

록의 이용ᆞ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

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ᆞ도

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

장치 운영ᆞ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

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5. 철도운영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

한의 제한 조치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ᆞ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조치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

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ᆞ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

적 조치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 20.]

<2017. 1. 20.>]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

간) ①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

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

기록장치 운영ᆞ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

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

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 20.]

 [종전 제76조의3은 제76조의5로 이동 

<2017. 1. 20.>]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운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

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

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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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 6. 1.]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

업무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

행에 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 수행 중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전업무종사자 등에게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것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

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

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

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

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

행 전에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ᆞ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

사고등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승

객 구호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

제76조의4(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

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

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

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

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

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

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

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

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

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

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

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

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

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

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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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으

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8. 6. 12., 2019. 4. 23.>

 [본조신설 2015. 7. 24.]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

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6. 8. 10.]

 [제7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2017. 1. 20.>]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

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

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

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

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

사ᆞ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

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

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

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

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

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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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본조신설 2016. 8. 10.]

 [제76조의3에서 이동 <2017. 1. 20.>]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

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

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

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

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

ᆞ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ᆞ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

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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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9. 1. 4.]

 [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제76조의7(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

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ᆞ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

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제76조의8(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①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

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

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

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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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

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② 법 제4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의료기관

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 4.>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

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

송이 필요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

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

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10.]

 [제76조의6에서 이동 <2019. 1. 4.>]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

(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5. 21., 2017. 8. 9., 2018. 6. 12.>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ᆞ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ᆞ정비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도

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

이 건설ᆞ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

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 1. 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

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

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

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

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본조신설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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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

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

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

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

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

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4. 5. 21., 2017. 8. 9.>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

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ᆞ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4. 5. 21.>

 [전문개정 2012. 6. 1.]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

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

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

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

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

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위해물품을 휴대ᆞ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

하는 군인

 [전문개정 2012. 12. 10.]

제78조(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1. 화약류: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ᆞ폭약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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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

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

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

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

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

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

서 마찰ᆞ습기흡수ᆞ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

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ᆞ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

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

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

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

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

큐리)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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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ᆞ적하물 등에 접

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

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

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ᆞ도검류 등: 「총포ᆞ도검ᆞ화약

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ᆞ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

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

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

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 금지) 누구

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

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

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雷汞窒化

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託送)할 수 없으며, 철도운

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4조(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

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

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

(雷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

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

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2. 11. 30.]

제44조(위험물의 운송)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

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ᆞ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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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

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2. 마찰ᆞ충격ᆞ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

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ᆞ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ᆞ레일ᆞ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ᆞ철도

차량ᆞ철도종사자ᆞ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2. 11. 30.]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

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

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

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

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ᆞ개축(改築)ᆞ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

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

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철

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

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

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

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2

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

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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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

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

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철

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2017. 1. 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

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

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

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

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ᆞ제한 또는 조

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4. 5. 21.]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

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

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1. 30.]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

행위 등)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ᆞ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

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1. 30.]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 제

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

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3.>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

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ᆞ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ᆞ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ᆞ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ᆞ설비

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

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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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

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

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 11. 30.]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ᆞ

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ᆞ제한 또

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

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

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0조(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

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

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

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

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

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

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

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

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

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

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

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

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

나 휴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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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

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

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ᆞ녹화 또는 촬영

 [전문개정 2012. 6. 1.]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

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

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

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ᆞ배부하거나 연

설ᆞ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

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

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

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

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露宿)

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

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

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 12. 10.]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

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

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ᆞ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

ᆞ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 12. 10.]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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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

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

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 6. 1.]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ᆞ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ᆞ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

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

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

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ᆞ배부하거나 

연설ᆞ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

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

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

하는 사람의 신체ᆞ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검색 정

보 및 그 밖의 철도보안ᆞ치안 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보안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18. 6. 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ᆞ치안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

행정보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철도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

도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

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

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

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ᆞ적

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

다)을 휴대ᆞ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

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실시

  ②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이

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

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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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ᆞ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및 보안검색장비 종류 등에 필요한 사

항과 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 및 제

3항에 따른 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2019. 4. 23.>

 [본조신설 2012. 6. 1.]

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1.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

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

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

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

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

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

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ᆞ장소ᆞ대

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

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

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

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3. 19.]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① 법 제

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 4., 2019. 10. 23.>

  1. 위해물품을 검색ᆞ탐지ᆞ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

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

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ᆞ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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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2019. 1. 4.>

  ② 삭제 <2019. 10. 23.>

  ③ 삭제 <2019. 1. 4.>

 [본조신설 2014. 3. 19.]

 [제목개정 2019. 10. 23.]

제85조의4(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이하 "철도보안정보

체계"라 한다)를 구축ᆞ운영하기 위한 철도

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의2제3항

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

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관련 통계(보안검색 횟수 및 보안검색 장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3.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철도보안ᆞ치안을 위해 필요한 정

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

축ᆞ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4.]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

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ᆞ

방법ᆞ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

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

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

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

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

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라 한다)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9. 10. 22.]

제85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

영시스템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 10. 23.]

 [종전 제85조의5는 제85조의10으로 이동 

<2019. 10. 23.>]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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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증을 받은 경우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4. 23.]

 [종전 제48조의3은 제48조의5로 이동 

<2019. 4. 23.>]

 

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

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ᆞ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ᆞ운영방법ᆞ유지

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

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

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

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

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

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

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

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

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

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

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

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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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

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

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

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ᆞ방법ᆞ

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

행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의3에 따

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

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5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

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ᆞ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ᆞ운영방법ᆞ유지

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

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

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

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

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

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

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

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

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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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

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

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

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6

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

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ᆞ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

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

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17서식의 철

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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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

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ᆞ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ᆞ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9(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시험 기관에 통지하

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

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보안검

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

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

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제85조의10(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

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3.>

  1. 가스분사기ᆞ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

한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ᆞ신

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

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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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

무장비(전자충격기 및 가스분사기를 말한다)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

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48조의3에서 이동 <2019. 4. 23.>]

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

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생명ᆞ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ᆞ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수갑ᆞ포승의 경우: 체포영장ᆞ구속영

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

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ᆞ수용하거나 범인ᆞ주취자ᆞ정신

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9. 1. 4.]

 [제85조의5에서 이동 <2019. 10. 23.>]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ᆞ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ᆞ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 법 제49

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ᆞ모자ᆞ완

장ᆞ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ᆞ모자ᆞ완장ᆞ

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

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2017. 1. 17., 

2018. 6. 12.>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

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

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ᆞ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

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ᆞ철도차량정비소ᆞ통신기기

ᆞ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

선 안의 지역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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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

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

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6. 1.]

제6장 철도사고조사ᆞ처리 
제51조 삭제 <2005. 11. 8.>

제52조 삭제 <2005. 11. 8.>

제53조 삭제 <2005. 11. 8.>

제54조 삭제 <2005. 11. 8.>

제55조 삭제 <2005. 11. 8.>

제56조 삭제 <2005. 11. 8.>

제57조 삭제 <2005. 11. 8.>

제58조 삭제 <2005. 11. 8.>

제59조 삭제 <2005. 11. 8.>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① 철

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

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56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8.>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

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

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

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12. 11. 30.]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

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

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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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13. 3. 23.]

제62조 삭제 <2005. 11. 8.>

제63조 삭제 <2005. 11. 8.>

제64조 삭제 <2005. 11. 8.>

제65조 삭제 <2005. 11. 8.>

제66조 삭제 <2005. 11. 8.>

제67조 삭제 <2005. 11. 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장

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

하여 연구ᆞ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

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ᆞ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

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

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

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

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

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을 말한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

에 필요한 안전장비ᆞ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

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이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

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

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

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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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 업무"는 

"안전교육훈련 업무"로, "제15조제5항"은 "

제69조제6항"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2. 6. 1.]

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ᆞ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

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ᆞ시공ᆞ감리ᆞ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

자: 철도차량의 설계ᆞ제작ᆞ개조ᆞ시험검사

ᆞ정밀안전진단ᆞ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

리 및 감리 등의 업무

 [전문개정 2012. 11. 30.]

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

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60조의2(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

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

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

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

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

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ᆞ관리하여야 

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

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6. 8. 10., 2019. 6. 18.>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

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

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

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

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

다)

  5.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

(해당자에 한정한다)

  6.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

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

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46호서식

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

발급을 신청하고,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

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

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

ᆞ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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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30.]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

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

회ᆞ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

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

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ᆞ교육

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

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30.]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

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ᆞ업무

정지 등) 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

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

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

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

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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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

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30.]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

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

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

치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60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

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

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

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

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

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

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

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

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

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69조의4(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ᆞ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

제92조의8(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ᆞ정지)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

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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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

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았을 때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

간 중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

였을 때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다른 사람

에게 대여하였을 때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가 일어났을 때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운행안전관

리자 업무를 하였을 때

  6.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자격"으로, "운전면허증"은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②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

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

격"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

면허 취소ᆞ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ᆞ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

험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안

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

허증"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국토교통

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

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

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

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

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

제1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

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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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7. 24.,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

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

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

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

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8. 6. 12., 2019. 4. 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

  2.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정비교육훈련기관

  3.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4.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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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ᆞ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

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

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

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2019. 4. 23.>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

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

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ᆞ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

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

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

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또

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

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제9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

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다.

 [전문개정 2012. 12. 10.]



- 905 -

철도안전법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5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

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

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ᆞ검사를 하는 공무

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

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

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

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

험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

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

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

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2019. 4.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74조제

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

(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

"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

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

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

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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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8. 6. 12., 2019. 4. 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

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

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

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15. 7. 24.>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

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의 인증 취소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

정 취소

 [전문개정 2012. 12. 18.]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18. 6. 12., 2019. 4. 23.>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

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

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

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

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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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

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의4.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ᆞ

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5.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

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2. 12. 18.]

 [제목개정 2018. 6. 12.]

제77조(권한의 위임ᆞ위탁)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

행ᆞ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2017. 8. 9., 2017. 10. 24., 2018. 6. 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

작한 자

  3.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용품을 제

작한 자

  3의2.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조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임의로 개조

하여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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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철도차량 개조 작업을 수행하게 한 자

  3의4.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운행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4. 철도사고등 발생 시 제40조의2제2항제

2호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死

傷)에 이르게 하거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

설을 파손에 이르게 한 자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

송한 자

  8.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5. 7. 24., 2017. 1. 17., 2018.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

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3항, 제21

조의7제3항, 제24조의4제2항, 제38조의13제1

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4. 제15조의2(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

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

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

승인을 받은 자

  6.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6조의3제1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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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6조의3제3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면제를 받은 자

  9. 제2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자

  10. 제26조의7제1항제5호(제27조의2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을 제작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용품을 철도시설 또는 철도

차량 등에 사용한 자

  12.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1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한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정상운행한 자

  13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

차량정비가 되지 않은 철도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한 자

  13의3. 제38조의6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

직의 인증을 받은 자

  13의5.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

사고 또는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자

  13의6. 제38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정

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14. 삭제 <2017. 8. 9.>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에 불응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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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

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5. 7. 24., 2016. 

1. 19., 2017. 8. 9., 2018. 6. 12., 2019. 4. 23.>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

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

전면허를 받은 사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3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

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3의3.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

명을 받지 아니하고(제21조의11에 따라 관

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제22조를 위반하여 실무수습을 이수하

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

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

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를 포함한다)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

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철도운영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

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

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

신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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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

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

차량정비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6.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

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을 판매한 자

  6의2.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자

  7의2. 제3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

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정비를 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

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

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

게 제공한 자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

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ᆞ도난ᆞ유

출ᆞ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2. 제47조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

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

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한 철

도운영자

  15.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6. 

1., 2018. 6. 12.>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

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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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78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

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4.>

 [전문개정 2012. 6. 1.]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

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9조(제78조제3항제17호의 가중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09. 4. 1.]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5. 7. 24., 2017. 8. 9., 2018. 
6. 12., 2019. 4. 23.>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

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 22.>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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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ᆞ열람ᆞ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
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ᆞ시정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ᆞ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
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변경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
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1항제1호ᆞ제3호ᆞ제4호 또
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

위를 한 사람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3. 제48조제7호ᆞ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

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
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ᆞ방법ᆞ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
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의2.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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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2015. 7. 24., 2017. 10. 24., 2018. 6. 12.>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

행한 자
  5. 제38조의5제3항가목을 위반하여 이력사항
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
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④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
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신설 2014. 5. 21., 2015. 7. 24., 2017. 1.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이 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4
호까지 및 같은 항 제16호ᆞ제17호만 해당한다)
가 부과ᆞ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014. 5. 21.,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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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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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08호, 2016.12.26,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제62조제5
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
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
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

질관리체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
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1(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

품의 형식승인검사와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
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
을 말한다.

  3. “형식승인검사”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설계적합성검사, 합
치성검사, 용품형식시험을 말한다. 

  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
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
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
다.

  6. “용품형식시험“이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
의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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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
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8. “형식승인계획서“ 또는 “제작자승인계획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을 
위하여 업무일정, 책임, 과업관리, 승인기준,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말한다.

  9. “협력업체“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신청자에게 부품, 구성품, 관련 용
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 또는 “적합성입증자료“란 형식승인기준, 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해당 철도
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료를 말한다. 

 11. “설명자료“란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적합성,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12. “주요사안검토서“란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하며,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과정에서 
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과업종료 
후 작성하는 형식승인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된다.

 13.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
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4. “형식승인을 받은 자“란 철도용품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15. “제작자승인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
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와 
제작검사를 말한다.

 16.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
서 신청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과 동등한 형식의 철도용품을 제작할 수 있는 관
리체계(경영, 조직, 기술인력,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와 품질유지 체계(품질관리규
정, 품질검사체계, 설계관리, 공급업체관리, 제작방법·공정, 시험 및 검사기준 등)를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17. “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
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
를 말한다.

 18.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
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
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19.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라 함은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 “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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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
다)을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
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자

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

의 유출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장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1절 형식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5조(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
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철도용품이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

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

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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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과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환경적인 사항
  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

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의 목록과 제출

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

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①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및 용품 

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 대하여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완성품 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설계적합성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합치성 검사 및 
용품형식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8조(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①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형식승인기준(제9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형식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6. 형식승인 검사 수행조직
  7.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형식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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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형식승인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사용에 필요한 운영여건, 기술적 
제반사항 및 운영계획 등 형식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계획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형식승인기준의 적용)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형식승인기준 적용으로 기존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
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의 공급계
약일 당시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
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를 확인한 결과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설계적합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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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
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합치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품에 대해 제11조제5항에 따라 설
계적합성 확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
야 한다. 

 ② 신청자는 용품형식 시험의 완성품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
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용품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
  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철도용품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용품형식 시험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
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용품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품 시험, 현장적용시험으로 구성된다. 
 ③ 검사기관은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⑤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품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품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2.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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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품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⑥ 검사기관은 용품 형식시험 결과 해당 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5호서식의 용품형식 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
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
급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① 검사기관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
식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
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① 신청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
은 시정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
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
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
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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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용품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
  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설계적합성 결과 승인받은 철도용품의 설계
  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 검사기관은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1절 제작자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19조(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28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

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

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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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20조(제작자승인의 면제 등) <삭제>
제21조(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용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

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22조(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64조제3항의 제작자승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성 
  2. 제작자승인기준(제23조제2항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제작자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5. 제작자승인 검사 수행조직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제작자승인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
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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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
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
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
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
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
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
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24조(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 ① 신청자는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
자에게 불충분 사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작검사 등)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
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용품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작자승인 준용규정) ① 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
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적
합성 확인서, 철도용품 제작검사 확인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
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로,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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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 제
작자승인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제작자승인검사의 결과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3. 그 밖에 제작자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 검사기관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체계 유지여부에 대한 검사(이하 “유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검사계획을 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소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
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 선정 

제30조(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철도용
품(이하 “형식승인대상 용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으
로 규칙 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철도의 운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용품
   2. 철도 건설 및 운영의 호환성 유지에 필요한 용품
   3. 철도 신호, 통신, 전력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
   4.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1조(형식승인대상 용품 폐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 용품을 변경하거나 폐

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5장 기타 사항 

제32조 (일괄신청 등) ① 규칙 제60조 및 제6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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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
회의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철도용품 형
식승인증명서,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검사결과 보고 등) ①검사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각 검사에 
대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영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과 
관련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해결)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와 관련하여 분쟁
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63호, 2014.4.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지침의 폐지) 이 지침 제정에 따라「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국토교통

부지침 제2013-572호, 2013.09.26.),「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취소 및 선정」(국토교통부고
시 제2009-1220호, 2009.12.21.),「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516호, 2012.08.10.),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8호, 
2013.07.01.),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9호, 
2013.07.01.),「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2012.08.10.),「도시철
도용품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1호, 2012.06.07) 은 폐지한다.

제3조(철도용품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은 철도용품 기술기
준이 시행된 이후에 제작 또는 용품공급입찰공고가 되는 철도용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철
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포함되어 납품되는 철도용품의 경우 용품공급입찰공고를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의 계약일로 간주한다.

  ②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