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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임  무

ㅇ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ㅇ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ㅇ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ㅇ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조  직

(’15.1월 현재)

◈ 정원 3,928명(본부 977명/소속기관 2,951명), 2차관 5실 4국 17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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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총 21조 9,834억원 ('14년 대비 5.1% 증가)

(억원, 총 지출기준)

구 분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합 계 209,116 219,834 10,718 5.1

SOC

□ 교통 및 물류 165,635 178,015 12,380 7.5

ㅇ 도 로 83,912 90,168 6,256 7.5

ㅇ 철 도 61,800 67,463 5,663 9.2

ㅇ 도시철도 6,232 6,588 356 5.7

ㅇ 항공 ·공항 1,008 1,360 352 34.9

ㅇ 물류 등기타 12,683 12,436 △247 △1.9

□ 국토 및 지역개발 40,799 39,534 △1,265 △3.1

ㅇ 수자원 23,830 22,731 △1,099 △4.6

ㅇ 지역 및도시 7,978 7,899 △79 △1.0

ㅇ 산업단지 8,991 8,904 △87 △1.0

복 지

□ 사회복지 2,682 2,285 △397 △14.8

ㅇ 주 택 2,682 2,128 △726 △27.1

ㅇ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 157 157 순증

* 주거급여는 ’14년에는 ‘주택’에 편성(시범사업 296억원)되어 있었으나,

’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으로 분리

* '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액 : 53조 1,4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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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115개, 대통령령 123개, 국토교통부령 148개

법  령

법률
(합계)

국토
도시실

주택
토지실

건설
정책국

수자원
정책국

교통
물류실

항공
정책실

도로국 철도국

115 32 28 6 7 19 9 4 10

산하 공공기관

◈ 총 23개 기관으로 공기업 9개(시장형 2, 준시장형 7),

준정부기관 5개(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9개

구분 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2 인천국제공항공사(박완수), 한국공항공사(김석기)

준시장형

공기업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한국수자원공사(최계운),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철도공사(최연혜),

한국감정원(서종대), 대한주택보증(주)(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김한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한국철도시설공단(강영일), 한국시설안전공단(장기창),

교통안전공단(오영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재붕),

대한지적공사(김영표)

기타

공공기관
9

주택관리공단(주)(안옥희), ㈜한국건설관리공사(김원덕),

코레일네트웍스(주)(김오연), 코레일로지스(주)(권영석),

코레일관광개발(주)(이건태), 코레일유통(주)(장주식),

코레일테크(주)(윤영범), (주)워터웨이플러스(김종해),

항공안전기술원(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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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4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1)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 규제 품질까지 고려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14.6)하고, 국토부

규제점수를 16,311점(’14.6월 80,335점 대비 20.3%) 감축

ㅇ 특히,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규제
*
(규제점수 75점 이상)를

우선적으로 개선(9,460점 감축, 전체 감축점수의 58%)

* 도로 사선제한 폐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 규제점수대별 감축실적 > < 전체 감축점수 대비 규제점수별 감축비율 >

(2) 주택시장 활력회복 기반 마련

□ ’14년 주택거래량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9.1) 등의 영향으로 ’06년

이후 최고치*
(100.5만건)를 기록(전년대비 18.0% 증가)

* 주택거래량(만건) : ’06(108.2) → ’12(73.5) → ’13(85.2) → ’14(100.5)

□ 전국 주택가격도 상승세를 유지(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8월 이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 거래량 가격 회복세로 인허가(’13년 44.0만호 → ’14년 51.5만호) 등 건설투자도

증가하고,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도 ’13년 대비 38% 감소(6.3만호 → 3.9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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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 지역별 창조경제 거점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소를 선정

(’14.3)하고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14.7)

* 1차지구 3개소 개발 완료시 2.1조원 투자효과 유발 가능

ㅇ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법* 제정(’14.12)

*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용적률 상향 등 규제특례 신설,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 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도지역 지정(’14.4, 13곳)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도 신설(’14.12, 법 개정)

(4)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민안전 강화

□ 초동조치 매뉴얼 마련(’14.6), 안전알리미 앱 개발 배포(’14.8) 등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로 국토교통 분야 안전수준 제고

* ’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 졸음쉼터 등 안전인프라 확충,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800명
*
이하로 감소

* 교통사고 사망자수 4,800명은 승용차 대중화 초기(’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5)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전국의 모든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하는 교통카드전국호환(One Card-All Pass) 시스템 본격시행(’14.6)

* 산간 도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97.8% 지역에서 호환카드 사용가능

□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사업구조를 개편(’14.10)하여 통행료 부담
*
을

줄이고, MRG를 최초로 폐지하여 재정부담도 완화

* 통행료 17% 인하, 이용자부담 연간 382억원 경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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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23개)

부채를 22.9조원(잠정)
*
감축(’14년 감축목표 100% 달성)

* LH(14.9조), 수공(2.3조), 도공(2.5조), 철도공사(1.5조), 철도공단(1.24조) 등

□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산하 공공

기관의 방만경영 사항을 전면 개선(’14.10)

(7) SOC사업 갈등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소규모 댐(원주천 봉화 대덕댐)에 대해 사전검토협의회를 운영하여

권고안을 마련(’14.6)하고, 지역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을 결정

ㅇ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SOC사업의 필요성을 검토

하고 사업추진을 스스로 결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범사례 구축

(8) 국토교통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중소기업 3자물류 세액공제 확대(3 → 5%, ’14.12),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
*

마련(’14.8)

* 물류산업 활성화로 향후 3년간 약 1.6조원 투자, 2.2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성장 지원을 강화(’14.6)하고, 최초의 민간항공기 상용화
*
도 본격 착수

* 민간항공기 상용화로 향후 10년간 약 8.7조원 생산 유발, 2.6조원 부가가치

창출, 약 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9) 현장중심 행정 강화

□ 장 차관 현장방문시 토론회, 워크숍 등을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정책에도 반영*

* 전주 부도 임대주택(255호) 매입고시, D E등급 등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연2회 → 연3회 정기점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택배차량 조기증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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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추진상 한계

(1)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증가

□ 전세가격은 통계수치로는 예년수준 이하로 상승하였으나, 과거의

가격 상승분이 누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높은 상황*

* ’09.1～’14.6월간 전세값 상승률(37.3%)은 근로자소득 증가율(16.6%)의 2배 이상

ㅇ 특히, 저소득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저가 전세주택(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 감소
*
하는 등 서민의 주거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

* 5천만원 이하 보증금 전세는 ’11년 27.3% → ’14년 23.6% (8월 누계기준)

(2) 국민 생활안전에 대한 불안 지속

☐ 항공 철도시설 개량 및 제도 개선
*
을 추진하였으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과실로 인한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은 지속

* 철도시설개량예산(’12년 2,300억원 → ’14년 3,050억원),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13.11), 항공안전종합대책(’13.12), 헬기안전관리 강화대책(’14.1)

** 왕십리역 열차사고(’14.5), 태백역 열차사고(’14.7)

□ 신공법 관련 선제적 안전대책 미흡, 시설물 관리 소홀 등으로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
*
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불안도 증대

* 마우나리조트 사고(’14.2), 석촌동 싱크홀 발생(’14.8), 판교 환기구 사고(’14.11)

(3) 일부 정책은 완성도가 다소 부족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을 추진(’14.7)했으나,

지자체간 조율 미흡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

□ 자동차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비 사후조사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국토부-산업부)이 조율되지 못하고 발표*
(’14.6)되어 소비자 혼선 초래

* 국토부와 산업부가 동일한 2개 차종에 대해 각각 연비조사를 실시 ⇒ 국토부는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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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 조정미흡에 따른 갈등표출 지속

□ 대구시 취수원 이전(경북 대구), 부산시 강변여과수 개발(경남 부산) 등

낙동강 맑은물 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추진 지연

* (경북) 유량 감소로 수질악화 우려, (경남) 지하수 고갈 우려 등으로 반대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선방안 추진(’14.11)

과정에서, 협회 등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표출

(5)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구현 부족

□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14.12)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투자 유발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ㅇ ’14년에는 덩어리 복합규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데 우선 집중

하여, 실제 실행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는 상황

(6)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리츠 등 부동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종과 비교하여 성장이 더디고, 시장규모도 작은 수준

* 시장규모(조원, ’04→’14) : 리츠 1.4→14.9(10.6배), 부동산펀드 0.7→29.7(42.4배)

** 주요국 리츠 시가총액(조원, ’14) : 미국(682), 일본(55), 싱가폴(42), 홍콩(23), 한국(0.2)

□ 항공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항공사 진출 확대 및 저비용

항공사 확대 등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지속 악화

ㅇ 인천공항 환승객 감소 등 우리나라의 허브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

* 인천공항 환승객은 ’14년 725만명으로 전년대비 5.9% 감소(’13년 771만명)

□ 해외건설은 유가 하락, 내전 등으로 수주비중이 높은 중동지역의

발주환경이 악화되고, 중국과의 경쟁도 심화되면서 수주액이 정체
**

* 해외건설수주 지역별 비중(최근 3년) : 중동(49%), 아시아(35%), 기타(16%)

** 해외건설 수주액 추이(’12→’13→’14) : 649억불 → 652억불 → 66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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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 정책 여건

1. 경제 여건

□ (경제전반)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유가하락 등으로 국내 경기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필요

* 경제성장률 전망(IMF, %) : 세계 3.3(’14) → 3.8(’15), 미국 2.2(’14) → 3.1(’15)

□ (지역경제) 산업간 융복합 창조경제 활성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 인근의 첨단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전국 12개 도시첨단산업 단지 면적(2.4㎢)은 전체 산업단지의 0.2% 수준

ㅇ 노후산단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쇠퇴도심 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요도 지속되는 상황

*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14년말 기준 63개소

2. 국토 여건

□ (생활안전) 지반침하, 환기구 건축물 위험 등 사고발생 가능성 증가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시급한 안전분야) 건축물 37.4%, 지반침하 16.4%, 공사장 13.3%, 자동차 11% 등

□ (SOC 고령화)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SOC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시설물 성능이 저하되어, 국민안전 및 경제에 악영향 우려

*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0%, 향후 10년간 2배 이상(21.5%) 급증할 전망

□ (통일정세)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으로 통일담론이

공론화되고, 정책의 패러다임도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 전환

ㅇ 특히, ’15년은 광복과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통일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강화되고 일반 국민의 관심도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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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여건

□ (주거안정) 저금리 등 거시경제 요인으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증가하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전망

* ’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대비 전세 4.0%, 월세 11.2% 증가

ㅇ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요구되나,

LH공사를 통한 종래의 공급 방식은 재무사정
*
등으로 한계에 직면

* LH부채(비율) : ’13년 142.3조(458%)

□ (주택시장) ’14년에는 주택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시장 주체들의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
*

* 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 (1월)126.9→(6월)114.4→(9월)138.9→(12월) 114.8

4. 교통 여건

□ (교통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

교통 수송분담률
*
등 이용수요는 정체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10) 42.6 → (’11) 43.3 → (’12) 43.5

ㅇ 농어촌 지역
*
, 도시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대중교통이 여전히 불편**

* 전국 1,859개 마을은 대중교통 미운행, 3,580개 마을은 하루 3회 미만 운행

** 저상버스 도입대수(’14) : 총 6,026대 운영중, 전체 시내버스의 18.5%

ㅇ 교통소비자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정당한 피해보상 등과 관련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
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특히 보행자 안전이 취약
**

* 교통사고사망자 : (’08) 5,870명 → (’10) 5,505명 → (’12) 5,392명 → (’14) 4,800명

**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수(’13년말) : 4.1명 (OECD 평균의 3배로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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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 정책목표 】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토교통부가 실현해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본격 창출

2015년 5대 주요과제 추진

주요과제1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주요과제2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과제3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주요과제4   우리 국토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요과제5  국토교통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2014년의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2015년 이후의 미래까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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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1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지역발전동력 확충

□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ㅇ 도시내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첨단산단 1차지구(3개소)에

지역별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완료(’15.12)

* 인천(23만㎡)-기업비즈니스 지원, 대구(15만㎡)-교육 문화, 광주(56만㎡)-R&D

- 2차지구로 6개소(’15.1), 3차지구로 3~4개소 추가 선정(’15.12)

ㅇ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센터에서 개발된 아이디어

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화 용지’도 첨단산단 내에 조성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

공간 및 연구용지 제공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

-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 허브시설을 건설하고, 각 부처의 창업

인큐베이터, 연구 지원시설 등을 유치하여 창조기업의 성장 지원

ㅇ 지역경제를 주도할 특화산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산단 개발절차에 착수하고 관련부처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 노후산단을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재창조

ㅇ 1차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는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본격화

하고, 2차지구(안산, 구미, 춘천, 진주)는 재생계획 수립 착수(’15.3)

- LH가 거점지역을 전면수용하여 고밀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을

시행(대구)하고, 계획수립 절차도 간소화하여 연내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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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산단과 낙후

도심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ㅇ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12)에 따라 3차 재생산단을 선정

(3개소)하고, 산업부와 협업하여 ‘경쟁력 강화사업*’도 추진(6개소)

* 산단재생사업(국토부)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를 통합하여 패키지로 지원

□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민체감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ㅇ 지역개발제도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에 따라 시 도

주도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15.12)

ㅇ 시 도에서 낙후도, 민간자본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또는 사업 등을 신청(공모시 응모)하면 선별하여 집중 지원

-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공원 내 숲속도서관, 캠핑장 겸용

주차장 등 주민밀착형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신설(’15.3 공모)

* ’15년에 15～35개 신규사업(사업별 30억원 범위 내) 선정

- 낙후지역 중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15.6)하여 지원한도를 상향(200 → 300억원)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투자선도지구를 시범 지정(3개, ’15.6)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 가시화

ㅇ 연내 이전기관(총 154개)의 30%인 41개 기관 이전 추진(누계 136개)

* 나머지 18개 기관은 ’16년까지 이전 완료

ㅇ 교육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배우자 직장 전보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가족 동반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

ㅇ 기관이전 효과가 지역사회와 인근 도시까지 확산되도록 지역인재

채용
*
을 확대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도 추진

* 혁신도시별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지원, 이전기관 취업 관련 학과 개설 협의 등

** 선도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창업기업 등에 공공임대 공간제공, 기술개발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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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를 계기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추진 가속화

ㅇ 한·중간 경협단지 조성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15.10)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마련(’15.12)

ㅇ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장 건설비용 보조, 임대용지 공급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

* 고용의무 완화 및 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

 2. 도심활력을 위한 도시재생 본격화

□ 유휴 국 공유지 활용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강화

ㅇ 청사 이전부지 등 거점이 되는 유휴 국 공유지를 민 관이 공동개발
*
하고

주변을 연계하는 거점확산형 재생사업 5개 내외 선정

* (공공) 부지제공, 인허가 협조, 기반시설 지원 / (민간) 자금조달, 사업시행

ㅇ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투 융자 지원

* 선도지역으로 기 추진중인 부산, 청주에 민간투자 등 사업계획 확정(’15.9)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ㅇ 쇠퇴한 원도심을 유통 업무 행정 관광 등 도심기능 중심으로 활성화

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

ㅇ 도시 내 쇠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골목상권 활성화

등 일반 근린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 주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확산 및 지원제도 정비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15.10,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 개정)

* 집수리 공폐가 활용 등 분야에서 국토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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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재생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 공유지 활용 관련 특례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 필요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의 구역 지정도 의제

 3.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 규제총점관리제 확대 발전

ㅇ 덩어리 핵심규제를 중점 감축 폐지하여, ’17년 목표였던 규제총점

30% 감축(56,000점, ’14.6월 기준 80,335점 대비)을 연내 조기 달성

- ’17년까지 목표는 규제총점의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10%p 추가 감축 추진

ㅇ 규제총점관리제가 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규제총점관리제 매뉴얼 작성 배포(’15.3)

ㅇ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숨은

규제를 전수조사(도시계획 등 4개 분야)하여 일괄 정비 추진(’15.9)

□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완화

ㅇ 환경기술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공장 업종별 유해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제한을 개선(’15.9)

* (예시) 계획관리지역 내 전면 제한되고 있는 비고체성 화학물질 제조시설(천연

화장품 공장)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허용 검토(규제길로틴 검토과제)

ㅇ 성장관리방안 개발진흥지구 등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계획적 성장을

지원하는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하여 공장 건폐율도 완화(’15.12)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ㅇ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유형*에 맞게

시범지정(’15.12)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거점으로 조성

* 거점시설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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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규제완화 및 사업방식 다각화

ㅇ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최소

30만㎡ → 10만㎡)하여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15.12)

ㅇ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 사업의 민간 대행을 허용하고, 국가‧지자체

외에 공공기관도 미개발용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및 훼손지 복구 촉진

ㅇ GB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 확대
*
, SPC의 출자

지분 변경 허용
**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허용(’15.7, 지침 개정)

* 현재는 일부 지목(대, 공장․학교, 잡종지 등)에 대해서만 환지 방식 가능

** 현재는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개별 지분한도 준수 의무

ㅇ GB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는 경우 개발을

일부 허용(공공기여 전제)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 도입(’15.12)

□ 건축물정보 전면개방 등 건축의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정보
*
를 일반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정보

활용 우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지원

* 건축 856개(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주택 648개(주택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 총 1,504개 항목, 2.8억건의 정보

ㅇ 건축설계 안전 효율성 향상을 위해 BIM
*
활성화 로드맵 수립(’15.12)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가상공간에서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모델링 도구

ㅇ 오피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확대(’15.12)

ㅇ 청사, 우체국, 경찰서 등 저밀 공공건축물 상부 지하 및 여유부지에

상업시설 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입체건축제도’ 도입(’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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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 제도개선

ㅇ 기업이 원하는 곳에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광역시, 충청권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을 철폐(’15.6 시행령 개정)

ㅇ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거점확장형 개발 허용, 최소개발면적 완화

등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최대한 지원(’15.6 법 개정)

□ 도시계획에 민간수요를 적극 반영

ㅇ MICE 산업
*
기반이 되는 전시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위해 도시

계획시설 유형으로 반영하고, 입지 및 구조기준도 마련

* Meetings(국제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전시)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의 총칭

ㅇ 도시계획 변경절차 대폭 단축
*
,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수요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

*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여 절차 간소화(심의 및 주민 의회 의견 청취 생략)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시 기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 일부 동의

□ 민간역량을 활용한 공원조성 활성화

ㅇ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카페, 레스토랑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영공원 제도 신설(’15.12)

□ 해양관광 개발사업 투자 촉진

ㅇ 해안경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

재정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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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건설‧물 분야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확대

가  부동산산업

□ 리츠산업 다각화와 대형리츠 육성

ㅇ 리츠의 투자대상을 업무시설에서 호텔 상업 물류시설까지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전문운영업체 위탁경영을 허용(현재는 임대만 가능)

ㅇ 공모 의무기간 연장(1.5 → 3년), 상장요건 완화(매출액 300 → 100억원)

등을 통해 리츠가 안정기를 거친 후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

□ 부동산개발업 및 중개업 발전기반 마련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업종별 사업능력을 종합평가

공시(사업시행능력평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유도(’15.12, 법안 제출)

ㅇ 검증된 중개법인에 매매업, 대부 알선업 등 종합적인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15.11, 법안 제출)

나  건설산업

□ 신기술 개발, 규제개선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ㅇ 건설신기술의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간을 단축

(2년→1년, 특허청 협업)하고,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도 추진(’15.12)

ㅇ 건설기술 전문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건설기술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등 금융지원 기반 마련(’15.12)

ㅇ 신규 건설업체가 일시적 자본금 부족으로 폐업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예 : 50일 이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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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 분야의 행정규칙을 50%이상 대폭 감축(51 → 22개)하고,

건설사업관리업(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15.6)

□ 건설인력 일자리 지원

ㅇ 건설기업 건설인력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건설일자리

정보센터(’14.11 구축) 참여업체를 확대(70 → 200개, MOU체결, ’15.10)

ㅇ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한 은퇴전문가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

하는 해외진출 자문단(K-Build Bridge)을 구성하고 시범운영(’15.6)

□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확대 등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

ㅇ 신흥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IaDB
*
와 MOU를 체결(’15.6)하고,

물산업 분야 공동펀드 조성
**
등을 통해 해외진출 자금 확충(’15.12)

*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 글로벌인프라펀드(GIF)-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수공 간 공동펀드 조성 및 사업 발굴

ㅇ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해외공사 입찰시에 활용
*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보증 애로 해소(’15.9)

* 건설공제조합과 UAE 현지 은행간 상호 보증서를 인정하는 계약 확대(1 → 2개)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기회 발굴

ㅇ IBRD
*
와 해외도시개발센터(LH) 공동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개도국에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연계진출 촉진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국제부흥개발은행(UN 산하)

ㅇ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시스템 등 우리의 기술을

물 부족 국가에 수출하고 댐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으로 확대 추진

* 한-알제리 수자원분야 공기업 간 댐통합운영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약 체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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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건설과 의료시스템, 식물공장과 농산물, 문화시설과 한류문화

등 건설인프라와 연계활동을 패키지화하여 新 수출모델 창출

*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는 ‘Buy Korea Week’ 운영 추진

□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ㅇ 외국어 능통인력 양성(’14, 480명 → ’15, 800명), 중소기업 해외현장

훈련(OJT, 연 300명), 마이스터고 개교(’16) 등 교육과정 지속 확대

ㅇ 건설 ENG 특성화대학원(서울시립대, 중앙대)에서 글로벌 전문가를

본격 양성(연 50명, 석사)하고, 대학원 추가 지정 추진(’15.12)

다  물산업

□ 세계물포럼(’15.4)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물산업 네트워크 강화

ㅇ 세계물포럼에 참석한 물관련 국제인사들의 DB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ㅇ 정부 물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워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물포럼 이후 국제협력, 수주지원 등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ㅇ 물산업 클러스터(대구)와 연계하여 대구 경북지역 창조경제혁신

센터 1개소를 물산업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 추진(미래부 협업)

□ 통합적 수자원 관리체계 마련

ㅇ 하천 댐 등 개별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대체수자원 개발, 물관련

기술 산업 육성 등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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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 및 성장잠재력 확충 

가  교통‧물류산업

□ APEC 교통카드(아시아권 호환 교통카드) 등 교통카드 기능 확대 추진

ㅇ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고속버스(’15.6), 시외버스(’15.12)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 확대

ㅇ 우리기술 주도의 아시아권 교통카드 통합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15.5, 제주)하고, APEC 회원국 간 호환방안 마련(‘15.12)

□ 튜닝시장 활성화 등 자동차산업 육성

ㅇ 튜닝부품인증제(’15.1), 튜닝 테마파크 조성 기반 마련(’15.12), 튜닝카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 도입(’15.12) 등을 통해 튜닝시장 활성화

ㅇ 대체부품인증제 시행(’15.1)을 통해 국산차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입차 부품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내 중소부품산업을 육성

ㅇ 폐차량 부품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마련(’15.12)

* 자원낭비 방지, 수리 보험료 인하, 품질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강화 등 효과

□ 물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ㅇ 기능 규모별로 다양한 물류단지
*
개발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15.10, 법안제출)

* 소량, 다빈도 운송 확대에 따른 도시형 개발, 소규모 개발 방식 등

ㅇ 배송 관련 정보제공(안심택배), 공동거점형 택배배송시스템 구축 등

‘국민행복 택배 서비스’ 방안을 마련(’15.6)하고, 서비스 평가 정착('15.12)

ㅇ 물류전문인력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물류업체 취업정보,

인력pool 정보 등을 상시 제공하는 물류인력 DB 구축(’15.12)

ㅇ 물류산업 해외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 정보망’ 구축('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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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철도물류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공사의 물류분야를 자회사로 분리

하되, 과도기 형태로 책임사업부제
*
를 우선 도입(’15.6)

* 조직 인사 예산 확보, 별도 근무체계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

ㅇ 철도공사가 신규운영자에게 철도차량을 임대하는 구조로 임대업을

도입하고, 정비업도 제도화하여 전문업체 육성 및 안전 강화

ㅇ ’16년 개통 예정인 2개 철도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의 운영자를

경쟁방식의 입찰제로 선정(’15.6)하여 철도경쟁체제 도입 확산

□ 민관협력 등을 통한 교통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ㅇ 정부와 민간이 각각 보유한 실시간 교통 빅데이터*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빅데이터 HUB 구축('15.12)

* (공공부문) CCTV, 공사․사고, 돌발상황 등 안전정보 및 대중교통정보(TAGO)

(민간부문) 소통, 패턴, 실시간 위치검색 정보 등 교통소통 정보

- 교통 빅데이터간 융․복합을 통해 수준높은 교통안내 서비스를 유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새로운 교통안전 서비스도 개발

ㅇ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도 구축('15.12)하여

노선조정 등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의 창업입지 선정
*
에도 활용

*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 컨설팅, 중소기업 창업지원 컨설팅 등

나  항공산업

□ 무인기산업, 항공정비(MRO)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

* 무인기시장 연평균 10%(’14∼’23), 동북아 MRO 시장 연평균 5.4%(’13∼’22) 성장 예상

ㅇ 무인항공기(150㎏이상) 제작 인증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

(미래부, 해수부 등 협업)하고, 무인비행장치 이력 관리 등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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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인비행 택배 시범사업자(기업 학계 등) 지정 및 시험 운영(’15.12)

ㅇ 정비시설 확보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 등 MRO산업 자립화

기반을 마련(’15.12)

□ 항공운송산업 발전기반 마련

ㅇ 경쟁력 있는 국적항공사 육성을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15.12)

ㅇ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항공수요 창출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항공-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15.12)

ㅇ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대상 여객창출 인센티브제 도입, 셀프체크인

기계 확대(78 → 100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 허브경쟁력 강화(’15.10)

ㅇ ‘차세대 항공리더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정비 등 핵심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로 연계(’15년 370명)

□ 여가수요 증가에 대응한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유도

ㅇ 항공레저용 이착륙장 확대*, 새만금 항공레저센터(Sky Park) 건설

기본계획 마련(’15.12) 등 항공레저산업 인프라 확대

ㅇ 레저용항공기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을 완화하고, 항공레저 스포츠

대회, 청소년 항공교실 등 체험프로그램도 지속 실시

 6. 선제적‧효과적인 재정집행

□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경제활력 지원

ㅇ 상반기 실집행률 56%, 연말 실집행률 90% 달성 추진

* 지난 5년간 평균 조기 실집행률 54.2%, 연말 실집행률 86.8%

** 연말 실집행률 90% 달성시, 86.8%에 비해 연간 GDP 성장률 0.021%p 제고

(국회 예산처 자료(’09.4)를 토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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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중심의 예산집행 속도 향상

ㅇ 조기집행시 다양한 인센티브
*
를 부여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정진행

속도를 자발적으로 높이도록 유도

* 성과금 지급, 표창 수여 등 사업유형과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

ㅇ 집행실적에 따른 사업비 청구시(월별) 부속서류도 최대한 간소화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실집행률 제고

ㅇ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실집행 상황을 매월 공개(홈페이지,

보도자료 등)하여 조기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ㅇ 집행지연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이월 허용횟수를 축소(2 → 1회)

하고, 절차도 강화(보고 →심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예산집행지침 개정)

□ 민원해소 협의를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ㅇ 각종 민원 또는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지원반
*
을 투입하여 적기 집행을 지원

* 사업담당부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합동으로 구성

- 주요 민원은 초기단계부터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적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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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2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 주거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부담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화

ㅇ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가구수, 주거급여 지원 가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수를 종합하여 관리

- 매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목표치로 산정하고, ’15년의 경우

전년대비 15% 상승한 120만 가구(주거급여 대상가구 포함)를 목표로 설정

ㅇ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

ㅇ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과 함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 마련을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의 정책효과 검증과 연계

□ 주거기본법 제정

ㅇ 모든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거기본권’ 신설(’15.6 법 제정)

ㅇ 현행 최저주거기준 외에 일반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을 설정(’15.11)

*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하여 심층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도 마련

ㅇ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를 LH공사 등에 설치 추진(’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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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ㅇ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추진

ㅇ 분쟁 당사자에 대한 권고 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과 함께 실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검토

□ 전월세 무주택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

하는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출시(’15.1)

* 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 2.7%에서 3.3%까지 차등화하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0%p 금리우대

ㅇ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대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15.1)

* 최장 6년까지 지원(3회 연장)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을 의무화

ㅇ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보호되는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기관을

확대(1개 은행 → 6∼7개 은행, ’15.6)

* 확대 시행으로 수혜가구가 2천 → 4～5천 가구까지 확대 전망

□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사업’ 본격 시행

ㅇ ’15.7월부터 85만호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상위 소득계층에도 확대 근거 마련

ㅇ 동시에, 12만호의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최대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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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율 인하 유도

ㅇ LH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을 허용하고, 전월세

전환율도 인하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15.3)

ㅇ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행 6~8% 수준인 전환율을 점진적

으로 인하하는 방안 강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월차임 전환율 인하 등)

 2.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

□ 금년중 무주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호, 지방 6만호 공급

ㅇ 공공건설임대는 전년 대비 40%(2만호) 증가한 7만호 공급

ㅇ 매입·전세임대는 전년대비 1만호 증가한 5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에 집중 공급

* 대학생 전세임대 3천호 → 4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 → 6천호

ㅇ 임대주택 사업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유도

ㅇ ’17년까지 총 52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하여 장기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12년 5.0%에서 ’17년 6.8%로 제고(’15년 6.0%)

□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

ㅇ 분양 위주의 건설사 등이 임대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

ㅇ 임대의무기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과감하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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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저당권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
*
하고, 임대기간도 단축(5년, 10년 → 4년, 8년)

*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등 2가지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

- 민간임대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15.2 법안제출, ’15.6 제정)

ㅇ 일정규모 이상(건설 300호, 매입 100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세탁 청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공급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일정조건의

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LH에서 매입확약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임대사업자가 이사, 청소, 세탁 등의 종합 주거서비스를 지역내

중소업체와 협업하여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등 업무영역도 확대

ㅇ LH 미매각용지 등 공공용지 할인매각과 함께 GB해제조건 완화

등을 통해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하는 등 택지 지원 확대(‘15.6)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를 도입하여 개발절차 간소화,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등 지원을 집중

*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지역에 지정

ㅇ 민간임대사업자가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금지원도 확대 (관계부처 협업사항, ‘15.12)

- 건설 매입 구분없이 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부여토록 기존

틀을 개편하고,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감면폭 확대

- 85㎡초과 주택 및 4년 단기임대에 대한 기금 대출 신설, 융자금리

최저 2%까지 인하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ㅇ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15.7)하여 주택

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임대주택사업 인프라 구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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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위한 임대주택 체계 개편

ㅇ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제도적으로 분화하여 공공임대의 제도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임대 활성화 기반 마련(’15.2, 법안 제출)

* (예시) 공공주택법 : 공공임대 제도 일원화,

민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관련 제도 총괄(기업형임대 포함)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리 계획을 법정 계획화하여 5년 단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주택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행복주택 성과를 가시화

ㅇ ’14년보다 1.2만호 많은 3.8만호 사업승인, 2만호 신규로 착공

ㅇ 서울 도심내 약 800호를 준공하여 젊은층 중심으로 최초 입주

* 서울지역 4곳 (송파삼전 49호, 내곡 87호, 강일 346호, 천왕7지구 374호)

ㅇ 후보지 국민제안방식 도입, 활용가능 국유지 확대 등을 통해 우량

공급용지 확보

ㅇ 지자체 사전 협의, 지역여론 모니터링,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운영 등 갈등관리 시스템 정착

ㅇ 노후임대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도시첨단산단 활용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

□ 공업화 주택(모듈러 주택)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6개월 이내 짧은 공사기간내 건설·공급이 가능하여 주택경기·수급

상황 변동에 대응이 용이한 ‘공업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ㅇ 공업화 주택의 각종 인정제도와 입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

장기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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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금융지원 확대로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 지원

ㅇ 대상지역 확대
*
,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세대에 불리한 심사기준

폐지 등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15.2)

* (현행)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 (개선)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추가

ㅇ 별도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도 시범 출시(’15.4)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3천호 범위내에서 시범사업 추진

ㅇ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도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활용,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모기지 보증’ 도입(’15.8)

* 종전 대출한도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대출가능금액이 상향되는 효과 발생

ㅇ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디딤돌 대출에 시범적으로 시행(’15.10)

□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ㅇ ‘대한주택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하여 총괄기능

및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전담

* 기금운용관리규정 정비, 업무 이수관(수탁은행 → 공사) 등을 거쳐 ’15.7월 출범

□ 과도한 규제 합리화

ㅇ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
*
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

* (재건축 절차개선 예시)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이상 가구 동의

ㅇ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15.3)하는 등 주택공급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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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건설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방지

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15.7 법안 제출)

ㅇ 통합심의 확대, 사전승인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승인 및 심의 기간을 단축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15.2)하고, 전국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15.12)하여 토지거래 불편 해소

 4.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아파트 노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ㅇ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규정·징수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ㅇ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15.9)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ㅇ 사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준비비용
*
확보 방안 검토

*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비용, 조합설립 준비 소요비용 등

ㅇ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15.6 법안 제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의 특례를 기 적용 중

□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다양화

ㅇ LH공사 등 공공 단독수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사업방식(공공+민간 공동시행)을 도입(’15.6)

* 공공시행자 지위(수용권 등) 확보를 위해 공공이 자본금 50% 이상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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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구역내 모든 택지에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

에서 탈피,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 일반공급을 허용

□ 안전사고 우려 노후 불량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 추진

ㅇ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

*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 정비사업의 예외로 천재지변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개발자를 선정하여 신속히 정비사업 추진

ㅇ 지정개발 대상인 경우 민관합동법인이 수용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부여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 본격 추진

ㅇ 임대주택 사업자 부도시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이를 매입,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희망할 경우 계속 거주토록 조치

ㅇ 해당 지자체, LH공사 및 주택기금 수탁은행 등 관련 기관간 적정

재원 분담구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 착수

ㅇ 지역위와 함께 달동네 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도입(’15.3, 15~20개 지역 선정)

ㅇ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복합커뮤니티 등 생활인프라, 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고, 기업기부 등과 연계된 사회운동으로 발전

 5. 더불어 함께 사는 주거문화 만들기

□ 아파트 관리 지원 강화

ㅇ 관리비(47개) 뿐만 아니라, 단지정보(11개), 유지관리 이력(12개) 등

아파트 관리정보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확대 제공(’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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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관리 회계 시설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을 보급(’15.9)

ㅇ 입주민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위탁기관 확정(’15.9)

ㅇ ’1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등이 현장

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 아파트 하자 분쟁 저감대책 마련

ㅇ 입주자 모집공고 후 중요 사업계획 내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

예정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15.12)

ㅇ 입주 전 외부 품질검수(입주예정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검수단 구성)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

ㅇ 누수,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하자 분쟁 저감을 유도

□ 임대주택 하자 및 장기수선 분쟁 저감 추진

ㅇ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및 이행실적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 부여(’15.9)

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15.9)

□ 주거복지사 본격 양성

ㅇ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인

및 전문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본격화(’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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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3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1. 생활공간 위험요소 제거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ㅇ 건축 공사현장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취약

부분을 연중 점검하고, 불법행위 처벌기준도 강화
*
(’15.6 법안 제출)

* 불법행위 2회 적발 또는 인명사고 발생시 자격 취소 및 영구 수주금지

ㅇ 초고층(50층)·대형(10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형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기준 강화(’15.9)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건축물(’14.8월 기준 426곳)은 전국단위

실태조사 후 건축물별 맞춤형 정비 기본계획 수립(’15.12)

□ 생활공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

ㅇ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해소 캠페인(가칭)’을 실시(’15.6)하여 건물

외부간판, 배수구 덮개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

ㅇ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발굴된 위험요소별 건설기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분야별 건설기준 정비(긴급과제 ’15.6, 기타과제 ’15.12)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홍수 대응

ㅇ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수예방이

가능한 ‘도시 홍수방지 종합대책’을 전국으로 확대(’15년 6개소)

* ’14년 계양천 시범사업결과 비용 약 45%절감, ’17년까지 전국 21개소 수립

ㅇ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시홍수 예 경보 체계*를 확대하고, 홍수

취약 하천에 대한 정비도 지속 실시(’15년 66개소)

* 강우레이더(1기), 홍수위험지도(섬진강 120㎞), 실시간홍수정보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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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ㅇ ‘지하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3차원 지도 구축(’15~’17)

* (’15년) 기본계획 수립, 특·광역시 1개소 대상 시범사업 추진

ㅇ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들을 연계한 ‘지하공간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15.12)하고, 활용플랫폼 구축(’17)

ㅇ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한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가칭)
*
제정 추진(’15.12)

*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지하공간 개발 전·후 필요한 기준 등 규정

 2.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

□ SOC 시설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유지관리

ㅇ SOC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용성, 내구성 등 성능까지도

고려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15.12 법안 제출)

* 30년 이상 경과한 대형 SOC는 10%, 향후 10년간 2배 이상(21.5%) 급증 전망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시스템을 개발(R&D, '15~'16)하고, 교량·

터널 등에 시범적용(’15.11, 5개소)

ㅇ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등 안전관리 사업에 민간 투자 유치

* 중부선(41㎞, 사업비 1,594억원), 영동선(145㎞, 사업비 2,959억원) 시범사업 실시

ㅇ 교통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일몰시한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도 협의 추진(’15.12)

□ 시설물 안전진단의 신뢰도 제고

ㅇ 안전진단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자격검증을 통해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퇴출(’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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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진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시설물 별로 점검 분야를 세분화
*
(’15.11)

* (현행) 토목·건축 → (개선) 교량·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건축 등

□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ㅇ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프로파일
*
’을 개발·보급(’15.7)

* 설계자에게는 프로파일을 토대로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할 책임 부여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발주청의 현장 안전관리점검에 활용

ㅇ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등급 산정시 준공 후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제 신설(’15.12)

- 건설기술자의 안전교육을 강화
*
하고, 교육기관 평가(’15.10)도 추진

* 안전관리 과목 편성 의무화, 교육시간 확대 등

 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가  도로 안전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감축

ㅇ 사고 예방효과가 큰 졸음쉼터*
(’15년 36개소), 회전교차로(’15년 17개소)를

확대하고, 위험도로(110개소)와 산사태 위험지구(65개소)도 지속 정비

* (졸음쉼터) ’14년말 172개소 운영 중, ’17년까지 230개소 설치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교량난간 등 방호시설 전면 강화(’15년 150㎞)

ㅇ 고속도로 사고시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정보를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사고정보 즉시알림 시스템’ 구축(’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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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착용이

편리한 안전띠를 개발하여 고속·전세버스에 우선 설치(’15.12)

*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발생 장치를 뒷좌석까지 확대(‘안전한 차’ 평가시 반영)

ㅇ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고령자 운전특성에 맞는 자동차 안전

장치 개발 등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15.9)

□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안전 지원

ㅇ 국토관리청별 인근 지자체와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15.5)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ㅇ 국토부의 교량·터널 관리시스템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 보수·

보강을 유도하고, 미사용 중인 교통안전 시설물 대여 등 지원

□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ㅇ 지자체 ‘보행교통지킴이’를 확대*하고, ‘보행자의 날(11.11)’ 행사를

지역별로도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행안전문화 확산

* ’14년 8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 ’15년 120개 지자체로 확대

ㅇ 횡단보도 통과시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
*
하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확대(’15년 30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안전시설 설치 지원

* 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일정속도 이하로 감속토록 개선 추진

ㅇ 국도상의 마을 구간을 저속으로 통과하도록 ‘빌리지존’을 지정하여

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환기 시설 및 속도저감 시설을 집중 설치

나  철도 안전

□ 철도운영기관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ㅇ 기관장 계약 평가 조항에 안전부문을 추가 확대하고, 안전사고

관리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 기관장의 안전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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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도입, 현장 종사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법제화('15.12) 등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 강화

□ 안전시설 보강, 철도비리 근절 등 철도안전기반 강화

ㅇ 노후 철도시설 개선 등 시설안전에 지속 투자*
(’15년 4,694억원)하고,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 등 생활밀착형 시설보강 방안 마련(’15.12)

* 스크린도어(14개소, 427억원), 교량 내진보강(50개소, 427억원), 방음벽(17개소)

건널목 입체화(2개소), 철도하부 통행로 확장(1개소) 등

ㅇ 고장빈발 부품에 대한 부품 관리 대책을 마련·시행(’15.6)

* 고속철도의 선진 부품관리체계를 일반철도까지 적용 확대(’15.12)

ㅇ ‘철도비리근절 종합대책(’14.10)’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도공단의

청렴도 평가대상 확대, 청렴교육 상시화 등 청렴도 향상 추진(’15.2)

다  항공 안전

□ 사전예방적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ㅇ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인력 구성 채용방식, 항공안전조직 법규 등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15.3)

ㅇ 항공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해소하기 위해 위험정보 수집채널을

항공사에서 일반국민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 국민신고제’ 실시

ㅇ 항공기 사고시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항공

안전 체험교육장 운영(’15.6, 김포·인천공항)

ㅇ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
*
하고, 국내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정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공개

* 혈중알코올 기준농도 강화(0.03 → 0.02%), 항공사 자율단속 범위 확대 등

ㅇ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비관리감독을 강화
*
하고, 헬기 등 소형항공기

도입 시 기령제한(제한없음→ 30년 등) 방안 마련(’15.12)

* 기체구조, 균열 및 부식점검 등 정비항목 이행실태 점검강화(표본 →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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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ㅇ 모든 조종사에 대한 운항능력 평가를 통해 개인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15.12)하고, 항공사 경영악화 등으로 안전우려시 특별점검 실시

ㅇ ‘LCC 안전강화 워킹그룹'을 구성(’15.3)하여 항공사 간에 부품 및

훈련장비 등 상호지원을 추진하고, 정부지원도 확대

□ 헬기, 소형기 등 일반항공 분야의 안전수준 개선

ㅇ 헬기 안전강화를 위해 수도권 비행경로를 조정하고, 국가기관

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취약분야를 선별·개선(’15.10)

ㅇ 항공기 운영실태 및 안전상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종별·

업체별 안전증진 방안 마련(’15.10)

□ 항공사의 경직적인 조직문화 혁파

ㅇ 민간전문가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15.1),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15.1~2)하여 안전저해요인 발굴·개선

* 항공사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자체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등

ㅇ 기타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도 안전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민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진단을 실시(’15.4~9)하여 항공안전문화 혁신을 유도

 4.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 효율적 국가 통합 교통체계 구축

ㅇ 기후변화, 통일, 고령화 등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

교통구상인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 추진전략’ 마련(’15.12)

ㅇ 분야별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국가도로망

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도 수립(’15.12)

ㅇ 국가 교통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경쟁력 평가방안 마련(’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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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공공기관 교통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15.11)하고,

타당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평가 일원화 추진('15.12)

□ 전국적인 교통네트워크 구현

ㅇ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5.4),

포항 연결선(’15.4), 경부고속철도 2단계(’15.6)를 차질없이 개통

* 통행시간 단축효과 : 용산-광주송정 66분, 서울-포항 1시간 30분

ㅇ 일반철도인 서해선(화성-홍성),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동해선(영덕-

삼척) 등은 준고속철도 수준(200~250km/h)으로 건설 추진

ㅇ 88고속도로(2차로)와 경부선(양재-기흥), 서해안선(안산-일직) 등 상습정체

구간을 확장 개통(’15.12)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적극 검토*

* 인천시 이관(인천항-서인천) 협의 및 지하화(서인천-신월)

ㅇ 서울-문산 및 광주순환 고속도로를 착공('15.6)하고, 평택-부여-익산

(제2서해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5.4) 등 속도감 있게 추진

□ 도심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

ㅇ 도심내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일산-삼성 노선 기본계획 수립, '15.12)

ㅇ 별내선(’15.12) 착공, 수인선 송도-인천 개통(’16.6)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이동편의성 향상

ㅇ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투자효과가 높은 혼잡 교차로 개선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상지역 및 지원비율 확대도 적극 추진

□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ㅇ 전국 버스(시내·시외·고속)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1개의 화면(사이트)에서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 e-음)’ 실시

* 시내버스 정보통합(계속) → 고속버스 확대(’15.12) → 버스·철도 통합안내(’16)

-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확대(8개 시·군)



- 41 -

ㅇ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환승객에 대한 가격 차별화, 버스

운영 효율화
*
, 환승센터 구축 및 환승개선 시범도시 선정 등 추진

* 49인승·2층버스, 지·간선 버스 개편, 굴곡노선 최소화, 빈좌석 안내서비스 등

ㅇ 시외버스에도 온라인 발권 서비스
*
를 시행하고, 우등형 버스 및

지정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고급화도 추진

* (’15년) 전국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16년) 시외·고속버스간 전산망 연계

ㅇ 스마트폰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한 고속버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

(’15.12)하고, 다양한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3일권, 주중·주말권, 월간권)

- 시외·고속버스에도 시내버스와 같이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

하도록 단말기 설치 및 서비스 제공(’15.12)

ㅇ KTX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주요 노선에 200km/h 이상의 준고속

차량 도입을 추진(’15.10)하고, 노선별로 관광 테마열차 운행도 확대

□ 택시 이용자 편의 향상

ㅇ 택시 차종을 승합차(13인승 이하)로 확대하고, 고급택시·관광택시도

도입하는 한편,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고

ㅇ 전국 단일번호(1333번) 택시콜 서비스를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15.10)

ㅇ 택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도입, 부당요금 합승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15.1)

□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

ㅇ 고속도로 및 휴게소 진입 전에 차량 혼잡도 안내 시스템을 구축

하여 이용자 분산을 유도

ㅇ 지자체 분담비용을 낮춰 하이패스 IC를 적극 확대(’17년까지 약 20개소)

ㅇ 지역문화, 이색체험이 가능한 테마휴게소를 확대
*
하고,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화물차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

* 현재 85개 운영 중으로 지역문화홍보·지역발전 효과, ’15년 20개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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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내 주차공간 확충

ㅇ 11개 시 도에 공영주차장 26개소를 조성(’15년 국비 224억원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건물의 용도와 자동차 유형에 맞도록 전면개선

ㅇ 지역의 주차장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주차정보시스템*을 설치

* ’15년 5개 지자체 68개 공영주차장에 시범설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제공

□ 하늘길(공역) 수용량 증대 및 운영 효율성 강화

ㅇ 중국·유럽행 항공교통량 분산과 혼잡구역 우회를 위해 인천 - 북경

구간 복선 항공로 연장 및 서해상에 항공로 신설 추진(’15.12)

ㅇ 국방부 협의를 통해 공역 확대 등 인천공항 수용능력 증대(’15.11)

□ 항공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공항 접근성 개선

ㅇ 항공스케줄과 연계하여 노선버스·철도 운행을 늘리고, 지방공항 - 인천

공항간 이동 편의지원 검토 등을 통한 공항 접근성 제고(’15.6)

ㅇ 인천공항 심야 항공노선을 증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심야 버스 및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도 확대하는 등 심야 이용객 불편 해소(’15.9)

* 현재는 낮 시간에 항공편 및 연결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공항혼잡 가중

 5.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

ㅇ 소비자보호 전담팀 설치(’15.3), 분쟁조정 기능 강화
*
, 소비자 보호

기준
**

신설(’15.12, 법안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추진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소비자분쟁 조정 분과 설치

** 예약취소 환불, 지연 결항 시 피해보상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법적기준 제시

ㅇ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마련(’15.12)

* 항공사·공항공사의 별도 자체 보상재원 마련 또는 소비자보호기금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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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서비스 평가에 외항사 포함, 고객 피해(환불 거절 등) 발생이

빈번한 항공사 명단공개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 추진(’15.12)

ㅇ 항공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운항거리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심사 기준’ 마련(’15.6)

ㅇ 정책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가칭) ‘3D 프린팅

행정
*
’을 도입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책 수립(매분기 정책고객위원회 운영)

* 정책고객위원회가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마련 및 언론홍보 등에도 참여

□ 자동차 소비자 권익 향상

ㅇ 자동차 실내환경 개선
*
, 연비조사 강화 등 자동차 제작단계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안 마련 등(’15.12)

** 늑장리콜 벌칙 강화,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강화, 결함정보 사전 정보수집 등

ㅇ 자동차 수리비 보험료 인하를 위해 부품가격정보 공개, 대체부품

활용 보험 개발(’15.6), 부품 교환 수리 기준 마련(’15.11) 등 추진

-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쉽게 확인 가능토록 통합사이트도 구축(’15.11)

ㅇ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전문가
*
제도를 도입('15.11)하고, 침수 등 중대

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등 중고차 매매 투명성 강화

* 중고차 매수인이 원할 경우, 차량의 성능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 제시

- 매매업체 서비스평가도 실시하고, 모범사업자를 선정 공개(’15.12)

ㅇ 구난차량의 부당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

하고, 차량 견인 전 요금내역 사전통지도 의무화(’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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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통약자 보호 강화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ㅇ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
(’15년 340억원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 콜택시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15년 290대 등 총 2,593대 보급)

* ’13년 5,338대 → ’14년 6,026대 → ’15년 6,706대

ㅇ 여객터미널에 대해 접근로, 출입구 등 보행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도록 추진(3개소, '15.12)

□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ㅇ 낙후도가 심한 지역(지역활성화지역)의 주민 이동편의를 위해 예약형

마을버스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5개소)

* 운행노선·시간·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산업단지·테크노밸리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근로자의

통근을 위해 출·퇴근 전용 공동이용 전세버스를 확대(’15.12)

ㅇ 울릉·흑산도의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15.12)하여 본격 추진

- 도서-내륙지역 운항을 위한 ‘소형항공사 취항 활성화 방안’ 마련

(’15.12) 및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공익항공노선 제도 도입 검토

□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추진

ㅇ 사고후유 장애인(약 30만명)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평가․
진단, 직업재활계획 수립 등 특화된 직업재활시설 설립 추진

* 건립추진방안 마련(’15.2), 세부추진계획 수립(’15.9), 착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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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4  우리 국토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1.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ㅇ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15.12)

ㅇ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간 연계도 고려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국토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구축방안까지 검토

□ 남북간 제도적 통합을 위한 분야별 제도정비 방안 마련

ㅇ 북한지역 토지체계 및 남북간 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해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 방향 마련(’15.12)

ㅇ 북한건축물 유형과 총량,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건설 개발 관련 각종 제도현황, 법률 용어 등도 조사(’15.12)

ㅇ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

하여 분야별 북한국토실태 DB를 구축(나선, 신의주 등, ’15.6)

ㅇ 동북아 경제개발 기구인 GTI(광역두만개발계획, Greater Tumen Initiative) 등과

연계, 북 중, 북 러 접경지역 및 북한 교통 실태파악 방안마련(’15.12)

ㅇ 관광지역 항공노선 개설 등 한반도 항공교통망 구축 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15.12)

□ 통일국토시대를 대표할 상징공간 조성

ㅇ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후보지별로

기반시설과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검토(관계부처 합동)

ㅇ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15년 기본설계)

하고,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도 발굴(’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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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Working

Group) 구성 및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15.6)

ㅇ 한-ASEM 국제 심포지엄(’15.9), 한 중 일 러 교통물류 장관회의(’16)

등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방안 등 논의

ㅇ 유라시아 철도운송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추진(’15.6, 가입신청)

ㅇ 중 러 등과 철도협력회의
*
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연결방안 등 논의

* 중 러 일(’15.6), 카자흐스탄(’15.6), 중앙아 철도세미나(’15.6)

□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수자원 분야 협력 확대

ㅇ 세계물포럼(’15.4)에 북한 참여를 공식 요청(’15.1)하고, ‘남북 공유

하천 특별세션’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

ㅇ 북한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착수(’15.6)

□ 세계도로대회 북한 초청 및 특별세션 운영

ㅇ 서울 세계도로대회('15.11)에 북한의 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남북

교류 협력의 기회 마련

ㅇ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경부선, 국도7호선) 특별세션을

운영하여 북한지역 도로조사, 남북도로망 연결 필요성 부각

* 국제기구(UN ESCAP)와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도로 실태조사 및 기술 교류도 추진

□ 남북 공유하천 공동 협의체 구성 추진

ㅇ 남북관계 여건 조성 시, 치수 이수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유하천의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남북 협의체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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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북SOC 연결사업 착수  

□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내 단절구간 건설 우선 추진

ㅇ (철도)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 남북 철도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 시행 등 사업준비 착수(’15.12)

*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km), 동해선(제진-강릉, 110km),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2.5km)

-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기존구간) 전철화사업은 사전절차를 거쳐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고속도로)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km)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설계 추진(’15.12)

* 서울-문산 구간(35.6km)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20년 완공 예정)

ㅇ (국도) 남한내 미연결구간
*
인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km),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km)은 예타 추진 및 설계착수 협의(’15.12)

* 현재 남북연결 국도 총 6개 노선 중 1 7호선은 남북간 기 연결, 3 5호선은

남방한계선까지 연결

□ 북한지역 도로망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검토

ㅇ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km) 개 보수 방안 검토 착수('15.6)

ㅇ 남방한계선-개성(11km), 포천-철원-원산(143km) 등 도로망 구축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
*
추진 검토

*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현지를 직접 답사하지 않고도 조사설계 가능

□ 북한 SOC건설 추진기반 마련

ㅇ 북한 건설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노후화 수준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SOC 건설을 위한 건설기술개발 수요분석 추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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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T 기반의 스마트 국토공간 창출

□ 시민체감형 U-City 서비스 구현 및 U-City 건설 확대

ㅇ 치안 방재 교통 등 도시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연계

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정보유통체계* 구축 추진(’15.3)

*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 ’15년 2개 지자체 신규 구축

ㅇ 신도시가 아닌 기성시가지에도 CCTV 센터 설치 등 U-City 구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최소면적 등 제한 완화(’15.10, 법안 제출)

□ 빠르고 편리한 지능형 도로 건설

ㅇ 차량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세대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시범운영(’15.12)

* 대전-세종간 시범도로에 통신기지국을 설치(7월)하고, 일반국민 대상 단말기

3천대를 무료로 배포하여 시범운영 실시

ㅇ 자동차 성능발전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상향(현행 120 → 140㎞/h

이상)한 ‘초고속도로’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15.12)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활용

ㅇ 부동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공간정보가 통합된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18년 완료)하고, 범부처 차원의 분석 활용방안도 마련(’15.12)

ㅇ 민간 유통시장 구축 및 다양한 공간정보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마련, 공간정보 표준 일제 정비 등을 통해 유통기반 확대(’15.10)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 확대

ㅇ IT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
사업을 중소도시에 단계적으로 확대

(매년 2~3개소)하여 먹는 물에 대한 신뢰 제고

* 상수관로 주요 지점에 센서를 설치하여 수질 및 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14년 시범사업(파주) 결과,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1 → 19%까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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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효율적인 에너지‧자원활용시스템 구축  

□ 건축물 에너지 절약 유도

ㅇ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부동산 포털

(네이버, 부동산114 등)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시범공개
*
(’15.2)

*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사용량 A B등급 건축물

-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공개대상 추가 확대 검토(’15.5)

*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한 15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전체의 74.1% 수준(510만동)

ㅇ 지자체와의 협력
*
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확산

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병원 등에 대해 홍보 강화

*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도 접수하는 내용으로 MOU 체결(’15.1월 제주도 체결, 타 지자체 확대 추진)

-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설계 시공 지원(’15.3 대상선정, 총 20억원)

□ 에너지 자립형 건축 활성화

ㅇ 제로에너지빌딩* 효과 실증 및 민간 확산을 위해 저층형 건물 시범

사업을 시행(’15.2)하고, 고층형 건물(8층 이상) 시범사업도 선정(’15.11)

*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없이 난방 등 건물기능을 유지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BEMS * 기술 확산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착수(’15.3)하고, 실증사업도 실시(’15.12)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축물 에너지 정보 분석 및 자동 제어 시스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 구축

ㅇ 주거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분산형

음식물 처리 자원화 시스템을 시범적용(’15.12)하고, 실용화 추진

* 시범사업 : 용인 스마트타운(단독 30세대), LH수서(2,450세대), LH송림(85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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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MOU도 체결(’15.6)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ㅇ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15.8)하고, ‘교통물류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15.12)하여 지역별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지원

* 인구 10만 이상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지속가능 교통 도시평가 를

실시하여 녹색교통 개선 특별교통대책 수립 지역을 지정(’15.12)

ㅇ 저탄소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확대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15.6)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도 확대

* 물류에너지목표관리(’14, 138개 → ’15, 160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14개 → ’15, 17개)

ㅇ 공항내 항공기 배출가스를 감축하고 항공기 연료효율을 개선

하는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시행(’15.12)

ㅇ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운전(Eco-Drive) 실천행동요령을

배포(’15.6)하고, 연비왕 대회 등 경제운전 활성화 캠페인도 확대

ㅇ 전기차를 구매하여 대여사업을 할 경우 등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유도(’15.9)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50대) 산정 시 전기차에 가중치를 부여

 5. 여유와 품격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

□ 서울 한강 및 주변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ㅇ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함께 접근성 개선 및 레저 문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15.6)

ㅇ 경관 친화적 접근로, 공연장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

문화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착수(’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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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 휴식공간 확충

ㅇ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철도역사공원,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15.12, 사업협약 체결)

ㅇ 이용 잠재성이 높은 하천지역은 ‘친수거점지구’로 지정(’15.12)하여

다양한 레저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 명소로 육성

- 소규모 친수시설 설치시 점용절차도 간소화(’15.9 법안 제출)

□ 댐 주변을 국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

ㅇ 댐과 연계한 생태 문화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편의시설을 확충

* 안동댐, 남강댐 생태관광 시범사업(’15.9), 소양강댐, 대청댐 등 시설개선(’15.12)

□ 전통건축의 가치 보존과 건축문화 진흥 유도

ㅇ 한옥건축 국가기준 마련(’15.12), 한옥 공공건축물 및 한옥마을형

숙박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한옥의 국가 브랜드화 추진

ㅇ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하기 위해 ‘건축

자산 진흥 기본계획’ 마련(’15.12)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기반구축,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

□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조성 사업 확대

ㅇ 주민주도형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제도 확대를 유도하고,

전문가 지원 등 국토경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
추진

* 민간 경관전문가 지원(8개 지자체, 지자체별 약 4천만원), 국토환경디자인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6개소, 1.5억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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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5  국토교통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 구조 개혁

□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지속

ㅇ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14.4)에 따라 부채규모를 당초 재무

전망 대비 35.9조원(’15년 당해연도 13.1조원) 감축(’15.12)

* 부채비율은 ’15년 27%p, ’17년까지 37%p 축소(’13년 250% → ’17년 213%)

ㅇ ’15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산매각, 사업 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방만경영 개선 등 불필요한 비용 제거도 지속 추진

□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ㅇ 공공성이 필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민간과의

경합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는 기능 재조정 추진(’15.12)

- LH는 택지개발 수요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도시재생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
*
하고, 임대주택 등의 분야에 민간참여 확대

* 도시재생 등에서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총괄관리 지원 역할 강화

-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 시설 부문별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책임

사업부제 도입 및 단계적 자회사 전환)하는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추진

 2.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 부동산 분야 거래관행 개선

ㅇ 실거래가격 공개 확대(주택 → 분양권 등), 검증기간 단축(3 → 1개월),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등 부동산 다운계약 근절방안 마련(’15.3)



- 53 -

ㅇ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정을 통합 정비

(가칭 ‘부동산거래기본법’ 제정)하고, 실거래가 신고대상도 확대
*
(’15.12)

* 기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미포함된 거래에 적용되던 검인제도는 폐지

ㅇ 부실 감정평가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평가사의 과도한 재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를 도입(’15.12, 법 개정)

ㅇ 토지 주택 공시가격 평가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15.3)하는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도 시범시행(’15.6)

ㅇ 상가권리금 산정기준 고시(’15.6), 합리적인 배상금액 산정 지원

등을 통해 상가권리금 거래를 투명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

ㅇ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 거래기준을 상향*

하는 등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 추진(’15.6, 지자체별 조례 개정)

* 임대차 : 3 → 6억원, 매매 : 6 → 9억원 등

□ 공공임대주택 적정계층 입주 및 순환 촉진

ㅇ 공공임대주택이 불특정다수 국민의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등 입주자격을 강화(’15.7)하고, 주거상향 촉진

* ’14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 4.7만명(평균 21개월 대기)

- 영구 국민임대 입주 시 재산 검증을 확대(자동차 부동산 →모든 재산),

입주 후 적정소득 재산 초과 시 임대료 할증을 거쳐 계약갱신 중단

□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방지 및 담합요인 해소

ㅇ 건설조기경보시스템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정보간 비교

점검 체계를 구축(’15.12),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감시 강화

ㅇ 실적공사비 개선방안(’15.1)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

시장단가 제도를 시행(’15.3)하고 사업 특성별 보정체계 정착(’15.12)

* 표준시장단가 정착 시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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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기관이 가격을 미리 정하고, 업체의 설계품질만으로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입찰
*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15.12)

* 턴키 입찰방식으로 도입(’10)되었으나, 확정가격의 신뢰성 문제로 실적이 저조(3건)

ㅇ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업 등록시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기존 업체는 교육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15.12)

ㅇ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입찰담합 사전포착 시스템
*
운영도 확대(’15.9)

* 입찰의심사례 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 운영 등(철도시설공단 시행 중)

ㅇ 입찰담합 조사 제재처분이 대형 SOC 사업, 해외건설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15.3, 기재부 공정위 협의)

□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

ㅇ 하도금대금, 장비대금 보호 강화를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15.12)

ㅇ 고용부의 근로자 실태점검(약 3천개 현장)시 불공정행위도 적발하고,

적발정보를 공유하여 불공정 감시 감독 기반 강화(’15.12, 고용부 협업)

ㅇ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 일제점검 실시(’15.6)

*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도 철저히 조사

ㅇ 건설분쟁조정* 우수 사례집 발간,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능 활성화(’15.9)

* 원 하도급자간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14.2)

□ 민자고속도로 운영 개선

ㅇ 민자사업별로 자금재조달 등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완화

하고, MRG 감축 등 재정부담도 경감

* 평택-시흥(’15.3 완료), 용인-서울(’15.6 완료), 서울-춘천(’15.12 착수)

ㅇ 서울외곽 북부구간에 호원IC를 추가 개통(’15.5)하고, 양주 휴게소도

신설(’15.6)하여 이용편의성 향상 및 추가수입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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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 거래 개선

ㅇ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협회에 위탁 중인

대폐차 신고업무 개선방안 마련(’15.12)

* 사업용 화물차를 교체하는 대폐차업무는 신고(협회) 및 차량 등록(지자체) 업무가

이원화되어, 증차가 제한된 차량을 불법적으로 추가 등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ㅇ 운송사업자 허가취소시 선의의 위 수탁차주 보호, 표준 위 수탁

계약서 마련 보급 등을 통해 화물차주 권리 보호 강화(’15.12)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ㅇ (유가보조금) 주유량 또는 주행거리를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실시(’15.6)

ㅇ (주거급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급자의 소득 재산를 파악하고

별도로 임대차관계는 철저히 조사 검증(’15.6)

- 부정수급 신고체계 정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15.10)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수급시 수급자 및 임대인이 모두 처벌됨을 적극 홍보

 3.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정착

□ 국토관리 조직 효율화

ㅇ 국토교통 행정의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조직의 책임행정

강화 방안과 기능재편 등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15.6)

- 지역개발, 광역교통 관련 본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수립

□ 능동적 정보소통을 통한 정부 3.0 실천

ㅇ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정보를 생애주기별

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털 구축(’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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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규제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국건축규정(e-KBC) 서비스 시범 실시(’15.12)

* 소방, 전기, 환경 등 다양한 건축물 이력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공개

ㅇ (부동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정보공개를 확대

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15.7)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정보
*
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15.11)

* 단지정보, 관리비 현황, 유지관리 이력, 공시가격 등 포함

ㅇ (공간정보) 다수의 국가공간정보 시스템
*
상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채널을 국가공간정보 포털(nsdi.kr)로 일원화(’15.12)

* 국토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정보시스템, 공간 빅데이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온나라 부동산 정보,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등 6개 시스템

□ 부처협업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ㅇ (건설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4.5조원)의 건설업 지원대상을

기존 4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확대(‘15.1, 중기청 협업)

ㅇ (교통안전) 교통사고 시 IT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사고상황을 신고

하는 E-call(Emergency call)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15.6, 미래부와 협업)

□ R&D 성과가 신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ㅇ 기획단계부터 온라인 공개 수요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용화 점검주기 단축(2년→1년) 등 단계별 검증을 강화

ㅇ 실제 사업화에 걸림돌이 없도록 안전 성능 관련 인증을 과제 진행

중에 추진토록 하고, 필요한 법 제도적 개선도 동시에 추진

ㅇ R&D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직을 사업 중심으로 재편

하고, 공정한 평가·관리는 물론 실용화 업무도 주도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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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부정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ㅇ 사업발주, 설계변경, 공사진행 등 사업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

하고, 감사사례집도 배포하여 예기치 못한 부정발생 가능성을 차단

ㅇ 공사현장 관계자 특별교육 신설,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 등 부정

행위 위험을 환기시키고, 청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ㅇ 직무관련자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위법사실 적발시 원칙대로 엄중 문책

ㅇ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약 등 비리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제도적 취약요인도 점검하여 개선 추진

 4. 적극적인 국민 소통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ㅇ 주요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한 정책현장을 선정

하여 장 차관 주말 현장방문 지속 실시

- 지역 중소기업, 주민 대표 등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국민들과

접촉기회를 넓혀 서민 체감경기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 부처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현장은 다수부처 공동 방문을 추진

하고, 후속조치 계획도 부처합동으로 수립 추진

ㅇ 장 차관 현장방문 이후 개선된 정책에 대해 실무 국과장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현장 리마인드(remind) 서비스’ 추진

□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

ㅇ 찬반논란이 큰 댐 사업은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시 갈등영향분석을

도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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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물문제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물문제 해결 정책 프로세스’ 마련

* 대구-경북(대구 취수장 이전 여부), 경남-부산(강변여과수 개발 여부) 등

ㅇ 영남권 신공항은 관련 지자체와 입지평가 기준 및 결과수용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 방지

ㅇ 공항 주변지역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 수립(’15.12)

ㅇ 민자고속도로는 노선검토위원회, 지역협의체 구성 등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갈등관리 매뉴얼도 작성 배포(’15.4)

□ 수요자 중심의 국민체감형 홍보전략 추진

ㅇ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별

하여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 UCC 등으로 정기적으로 제공

ㅇ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홍보를 위해 중요 정책에

대한 ‘홍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정책 홍보에 활용

* 국토부 내 공모로 주제 선정 →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선정 → 홍보 실행

ㅇ 민간 홍보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정기적(반기별 1회)으로 ‘정책

홍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별로 홍보 컨설팅 제공

ㅇ 국민생활 접점에 위치한 산하기관과의 협업 홍보 및 홍보수단

공동활용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면서 정책홍보 효과는 제고

□ 홍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소통 강화

ㅇ ‘모바일 퍼스트’에서 ‘모바일 온리’로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모바일

채널(SNS 등)을 통한 실시간 네트워크형 정보 서비스 확대

ㅇ 주요 정책과 스토리텔링을 융합하는 차세대 콘텐츠 ‘웹드라마’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바일세대와 공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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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1. 지역경제

□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제공

ㅇ 도시 첨단산단(누계기준) : (’14) 15개 → (’15) 21개 → (’17) 30개

* 도시첨단산업 1차지구 3개소 개발 완료시 약 2조원 투자 및 8천개의 일자리

창출, 2차지구 6개소 개발 완료시 2.5～4조원 투자 효과 기대

ㅇ 노후산단 재생(누계기준) : (’14) 4개 → (’15) 13개 → (’17) 17개

* 신규기업 유치 등으로 노후산단 개소당 최대 0.5조원의 투자효과 유발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여건 개선

ㅇ 도시재생(누계기준) : (’14) 13개 → (’15) 48개 → (’17) 81개

* ’17년까지 약 1.5조원 투자(재정 4,250억원, 기금 및 민간투자유치 1조원),

총 15천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2. 주거 여건

□ 전월세가구 금융지원

ㅇ 버팀목 전세대출 : 연 12만명의 대출자에게 연 200억원 이자절감

ㅇ 월세대출 : 최대 7,000명에 연 2% 저리 융자 혜택(’15년, 500억 한도)

□ 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15년에는 12만 가구, ’13년~’17년간 54만 가구 공급

* 장기공공임대 비율이 ’12년 5.0%에서 ’17년 6.7%로 증가

ㅇ 행복주택은 서울지역 4곳
*
에 최초로 입주(약 800호)

* 송파삼전 49호, 내곡 87호, 강일 346호, 천왕7 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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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안전

□ 교통사고 안전 개선

ㅇ ’17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명 이하로 감축

: (’14) 4,800명 → (’15) 4,500명 → (’17) 4,000명

ㅇ ’17년까지 철도 사망자수 20% 이상 감축

: 1억km 당사망자 수 (’14) 14.4명 → (’15) 13.6명 → (’17) 11.0명

ㅇ ’17년까지 항공운송분야 사고 50%(과거 5년 평균 기준) 감축

: 10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14) 4.5건 → (’15) 3.68건 → (’17) 2.66건

□ 생활안전 개선

ㅇ ’17년까지 D E등급 취약시설물 33% 감소(1,2종 시설물)

: (’14) 1만개 당 7.5개 → (’15) 1만개 당 6개 → (’17) 1만개 당 5개

4. 교통 여건

□ 교통혼잡 개선

ㅇ ’17년까지 고속도로 국도 정체구간 6% 감축

: (’14) 1,311km → (’15) 1,285km → (’17) 1,234km

ㅇ ’17년까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인원 연간 1.1억명 이상 증가

: (’14) 82.6억명 → (’15) 84.0억명 → (’17) 86.6억명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ㅇ 저상버스 보급률

: (’14) 18.5% → (’15) 20.6% → (’17) 41.5%

ㅇ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 (’14) 82.7% → (’15) 93.1% → (’16) 100%, 총 2,785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