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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동부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허상희 총괄부사장 선임
▸ 대우건설, 콘크리트 품질관리 앱 현장 적용
▸ 롯데건설,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감사패
▸ 롯데건설, 혁신 활동 경진대회

▣ 건설경제 일반동향
▸ 주택시장 거래량 위축 심화
▸ 도시정비 시장 전년대비 20% 급감

▣ 건설 제도․
정책 동향
▸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12.15.(토)~2018.12.21(금)>

제563호 2018.12.21(금)

<업계 동향>
◈ 동부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허상희 총괄부사장 선임
◦동부건설은 최근 이중길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12월19일
이사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로 허상희 총괄부사장을 선임했다
고 공시하였음
◦허상희 대표이사는 1964년 생으로 원광대학교에서 건축공학
을 공부하였으며, 엠케이전자 대표이사와 니트젠앤컴퍼니 대
표이사를 거쳐 2016년 10월부터 동부건설 총괄 부사장직을
맡아왔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동부건설 대표이사로 승진
하였음

◈ 대우건설, 콘크리트 품질관리 앱 현장 적용
◦12월19일 대우건설은 콘크리트 품질을 모바일 앱
을 통해 간단히 측정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큐(BaroQ)'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바로큐’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돼 개발
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모바일 앱으로 대우건설 현
장은 물론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
◦현장 품질관리자가 콘크리트 품질시험업무를 앱을
활용해 간단히 측정하고 추적관리 함에 따라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기상 여건에 따른 타설 콘크리
트의 강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충분히 굳지 않
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제거해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사고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하였음
◦대우건설은 이번 앱을 개발하고 모든 관련 업계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공개하는 것은 스마트

대우건설이 개발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건설분야 업계 선두주자로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모바일 앱 ‘바로큐(Baro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음
한건협 Review 12-1

◈ 롯데건설,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감사패
◦12월18일

롯데건설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국립서울현
충원에서 감사패를 받았음
◦롯데건설은 2013년부터 6년째 국립
서울현충원의 묘역단장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롯데건설 임직원과 가족으로 이뤄진
봉사단은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
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헌화와 묘비 닦기 및 잡초 제

안수현 국립서울현충원장(오른쪽)으로부터 감사패를

거 등 묘역 단장 활동을 실시해왔음

받고있는 이부용 롯데건설 전략기획부문장(왼쪽)

◦롯데건설은 현충원 봉사활동은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지난 6년간 약 7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감사패를 받게 됐다고 밝혔음

◈ 롯데건설, 혁신 활동 경진대회
◦12월17일 롯데건설은 하석주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혁신 활동 경
진대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행사에서는 8건의 우수
혁신과제와 혁신 모범현장 사
례 발표를 했으며, 2건의 우
수제안 발표 및 시상과 강평

혁신활동 경진대회에 참석한 하석주 사장(앞줄 가운데)과

의 시간을 가졌음

롯데건설 임직원들

◦이날 하석주 사장은 "한 해 동안 혁신 활동으로 수고한 임직원들의 노고와 성과 창출
에 감사드린다"며 "혁신 활동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도 건설 시장 전망이 좋지 않더라도 혁신을 통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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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12.15.(토)~2018.12.21(금)>

제563호 2018.12.21(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주택시장 거래량 위축 심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11월 전국 주택거래량
이 전년동월보다 13.8% 감소하한 가운데, 서울은 22.6%, 수도권은 12.3%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됨
<주요내용>
r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동향
- ’18.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64,804건)은 전년동월(75,148건) 대비 13.8% 감소,
5년평균(90,366건) 대비 28.3% 감소
- ‘18.1~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800,538건)은 전년동기(875,458건) 대비 8.6% 감
소, 5년평균(923,690건) 대비 13.3% 감소
<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 연도별 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

r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
- ’18.11월 수도권 거래량(32,921건)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 지방(31,883건)은
15.2% 감소
- ’18.1~11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444,706건)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하였
으며, 지방(355,832건)은 1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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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지역별 거래량 및 증감률 (단위: 건)>
증감률(’18년 11월)
구 분 ’18.11월 ’18.10월 ’17.11월 전년동월
比
전 국

전월
比

누계(1～11월)

5년 11월 거래량
평균比

5년
전년 11월누계
동기比 평균比

64,804

92,566

75,148 △13.8% △30.0% △28.3% 800,538 △8.6% △13.3%

수도권 32,921

54,823

37,550 △12.3% △40.0% △27.0% 444,706 △4.7% △3.6%

서 울

9,324

18,787

12,041 △22.6% △50.4% △38.7% 164,050 △5.7%

지 방

31,883

37,743

37,598 △15.2% △15.5% △29.5% 355,832 △13.0% △23.1%

1.0%

r 유형별 주택매매거래량
- ’18.11월 아파트 거래량(41,663건)은 전년동월 대비 13.7%, 연립·다세대(13,659건)
는 11.2%, 단독·다가구주택(9,482건)은 17.4% 각각 감소
- ’18.1~11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529,888건)은 전년동기 대비 6.2%, 연립·다세
대(157,880건)는 12.2%, 단독·다가구(112,770건)는 13.7% 각각 감소
< ’18.11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 (전국기준, 건) >
증감률(’18년 11월)
구 분 ’18.11월 ’18.10월 ’17.11월

전체

전년동월
比

전월
比

누계(1～11월)

5년 11월
평균比 거래량

5년
전년
11
월누계
동기比
평균比

64,804

92,566

75,148 △13.8% △30.0% △28.3% 800,538 △8.6% △13.3%

아파트 41,663

64,559

48,291 △13.7% △35.5% △32.5% 529,888 △6.2% △15.3%

연립· 13,659
다세대

16,715

15,382 △11.2% △18.3% △15.9% 157,880 △12.2% △6.5%

단독·
다가구

11,292

11,475 △17.4% △16.0% △23.7% 112,770 △13.7% △12.7%

9,482

◈ 도시정비 시장 전년대비 20% 급감
◦12월21일자 건설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 규모는 전
국 총 102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총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7년 수
주 규모(28.5조원, 총 112개 사업지)보다 약 20% 줄어들 전망
<주요내용>
r 배경
- 작년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의 막차를 타기 위해 무
더기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곳곳에서 대규모 수주전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재건
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시공사 선정 기준 강화, 인허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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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같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함께 경찰의 재건축 수주 비리 조사 등으로 건설
사들의 수주활동 위축 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주 환경 악화
r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이 52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재건축
은 31곳, 도시환경정비사업 14곳 순
- 12월20일 기준 현대산업개발이 2조311억원, 대림산업이 1조9728억원으로 도시정비
사업수주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2월22일 경기 이촌 관고동 재개발, 12월
29일 서울 노량진8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각각 시공사 선정총회 결과에 따라 최
종 순위가 결정될 전망
<2018년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실적>
(12월20일 기준, 단위 : 원)

업체명
현대산업개발

수주 실적

업체명

수주실적

2조311억

호반건설

9788억

대림산업

1조9728억

두산건설

9304억

GS건설

1조5742억

코오롱글로벌

8671억

롯데건설

1조5262억

SK건설

8071억

현대건설

1조4436억

현대엔지니어링

7755억

포스코건설

1조3348억

한양

7324억

한화건설

1조100억

자료 : 건설경제신문 12/2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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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12.15.(토)~2018.12.21(금)>

제563호 2018.12.21(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12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공공입
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주요내용>
r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
경감점수

경감사유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2점

1점

0.5점

담당임원 이수

0.25점

삭제

2점

삭제

80% 이상 100% 미만

0.5점

삭제

100%

1점

0.5점

0.5점

삭제

최우수 업체

3점

2점

우수 업체

2점

1.5점

양호 업체

1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안

대표이사 이수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행

현행유
지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간 직불 합의

0.5점

0.25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0.5점

0.25점

r 벌점 관리 방식 개선
- 법 위반 사업자에게 개별 제재별로 부과된 벌점이 합산된 사업자별 벌점 총계가 실
시간으로 확인되고, 그 벌점 총계가 높은 사업자 순(順)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공정
위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

◈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12월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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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
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16대 중점 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하
겠다고 강조함
<‘2019년 경제정책 과제’>
r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2단계, 6조원+α)
-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글로
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0.5조원) 등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기업간담회, 투자카라반 등 통해 분기·반기
별로 지속 발굴·검토
r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
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조속 추진
-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
의 방식”으로 전환*
* (現)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공공시설 허용(민간투자법 개정, ‘19.上)

-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
* (現)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 시행
→ (改) 일정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여타 전문기관(국토연･교통연 등)으로 이양

-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 (1.5조원+α)
-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1」,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
업 등2」신속 추진 지원 (4.9조원+α)
r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
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 착수
-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 (現)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 (改)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 강화

-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속통과 노력
r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확대
-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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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 착수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
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
-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
간 최소화 통해 조기 착공 추진
* (예)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양평-이천 고속도로(0.9조원) 등 ‘19년중 조기 착공
**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19년 착공 물량 0.8만호 확대 추진
(’18년 6.5 → ’19년 7.3만호)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19.1월)하고, ’19년중 사업
계획 승인

* (예) 舊부산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r 공공계약제도 개선
-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등 공공계약의 全단계에서 적정 계약대
가가 책정․지급되도록 개선
* ➀(예정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 ➁(낙찰자 선정)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위한 가격평가기준 개
선 / ➂(계약이행) 간접비 등 추가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r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금융규제, 자산과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하되, 필요시 신속 보완
- 수도권 주택공급 26.5만호* 관련 연내 10만호 이상,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
* 총 30만호 공급계획중 1차로 3.5만호에 대한 입지 선정ㆍ발표 완료(9.21일)

-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ㆍ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제재근거를 마련(공인중
개사법 개정)하고, 담합신고센터도 운영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 검토
r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 완료
(‘19.2월 국회 처리)
-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 (예) 현행 ’18.12월말까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까지

r GTX-A노선 건설 가속화
-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 완료
(‘19.2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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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 위반 억지력 제고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경성담합* 분야에 전속고발권을 폐지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결정 없이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

r 거래주체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 보강*
*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활용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 확대(3배
이내 → 10배이내) 등을 통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 추진

r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
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 제도 활성화, 세제 등 정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추진

r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
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WB) 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
산 및 참여 유도
- 여건 조성시,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
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남북 공동특구 구상 구체화를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등 추진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12월19일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총 15만5000가구
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주택공급의 연착륙을 위해 그에 따른 교통망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
<주요내용>
r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 대규모 택지 조성방안 (3기 신도시 4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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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1만7000가구)

과천
(7000가구)

개요

ㅇ(위치)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원
ㅇ(면적) 1,134만㎡
(343만평 = 269
만평[왕숙1] + 74
만평[왕숙2])
ㅇ(호수) 66천호(53
천호[왕숙1] + 13
천호[왕숙2])
ㅇ(사업시행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남
양주도시공사

ㅇ(위치) 하남시 천
현동, 교산동, 춘
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ㅇ(면적)
649만㎡
(196만평)
ㅇ(호수) 32천호
ㅇ(사업시행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
기도시공사

ㅇ(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
양동, 박촌동, 병방
동, 상야동 일원
ㅇ(면적) 약 335만㎡
(101만평)
ㅇ(호수) 17천호
ㅇ(사업시행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
천도시공사

ㅇ(위치) 과천시 과천
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ㅇ(면적) 155만㎡(47만평)
ㅇ(호수) 7.0천호
ㅇ(사업시행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과천
시, 경기도시공사

ㅇGTX-B 역/진접선 ㅇ서울도시철도3호선 ㅇ인천1호선(박촌역)
∼ 김포공항역 신
연장(10km), 역사
풍양역 신설 및
교통형
신설(지구 내 2,
Super-BRT(10k
S-BRT
m, 수소버스) 연
감일지구 1)
신설(8km)
결
ㅇ서울～양평고속도로 ㅇ국도39호선 확장
(벌말로 9km, 4
先시공(감일~상사창
ㅇ별내선 연장(별내
→8차로), 연계도
IC, 5km, 도로공사
역~진접선, 3.0km)
와 비용정산)
지원( 광역교통부담
로 신설(1km
금 900억원 투자)
ㅇ하남IC～상사창IC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도로 신설(5km,
IC 및 드림로 연
ㅇ경의중앙선 역 신
하남IC 개선 및
계도로
신설
설(왕숙2지구), 주
상사창IC 신설)
(1km)
변 상습정체교차
로 입체화(3개소) ㅇ 사 업 지 ～ 동 남 로 ㅇ 경 명 대 로 ( 계 양 I
C～박촌교삼거리)
(보훈병원)
도로
ㅇ왕숙천변로
신설
확장(1km, 4 → 8
(4km)
및
황산
～
(6km, 8차로), 지방
차로)
초이간
도로
도383(4km)/국지도
ㅇ
청라
~가양간 BRT
(2.2km) 신설
86 확장( 5km)
와
사업지
간
ㅇ수석대교 신설(1.0km, ㅇ선동 IC 확장개선
BRT 신설(2km
및 올림픽대로 확
남양주 수석동~하남
장(1km), 신팔당
미사동)
대교 착공

ㅇGTX-C 조속 추
진(’19년 초 기본
계획 수립 착수)
ㅇ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2.7km)
ㅇ 과천 대 로 ∼ 헌 릉
로 연결도로 신설
(왕복
4차로,
4km)
ㅇ과천～송파간 민
자도로 노선 확
장·변경(3.4k m,
추가사업비 부담)
ㅇ선바위역 복합환
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
치 등)
ㅇ이수 ∼ 과천간 복
합터널(5.4km, 타
당성조사 중) 추
진 지원

교통
대책

ㅇ단지 내 BRT 신
설 ( 하남시청 ~ 사업
지, 5km, 수소버스
운행)

- 주요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
구분

주요내용

(유형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4곳, 12.4천호)

ㅇ(방식)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하되,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ㅇ(대상부지) 부천역곡(5.5천), 고양탄현(3천), 성남낙생(3
천), 안양매곡(0.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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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유형2) 군 유휴부지 활용
(4곳, 2.4천호)

ㅇ(방식)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설
ㅇ(대상부지) 강서 군부지(1.2천), 군아파트(대방 3백, 공
릉 3백, 강서 6백)

(유형3) 도심 국공유지 활용
(17곳, 14.6천호)

ㅇ(방식)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에서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공공주택
건설
ㅇ(대상부지) 국유지(3곳, 2.2천), 공유지(12곳, 10.0천),
철도부지(2곳, 2.4천)
- (국유지) 노량진환경지원센터(1.9천), 석관동민방위(0.2천) 등
- (시유지) 서울의료원(0.8천), 동부도로사업소(2.2천) 등
- (철도부지) 수색역(2.2천), 금천구청역(0.3천)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7곳, 0.5천호)

ㅇ(방식)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ㅇ(대상부지)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개소 0.1천), 신촌
동‧천호3동 주민센터(2개소 0.2천), 동북권 혁신센터
(0.1천) 등

- 택지 규모별 추진일정
대규모/중규모 택지

소규모 택지

ㅇ12.19일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ㅇ지구지정이 불필요하여 설계 등을 거쳐 ‘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년

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진행

ㅇ’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 ’21 ㅇ착공 → ’20년 주택공급 개시
년 주택공급 개시

r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C 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
- GTX-B,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GTX-B, 계양-강화고속도로 : ’19년 예타완료 추진
신분당선 연장 :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추진

- 제1외곽 상습정체구간 정비*(‘17년∼), 제2외곽 전 구간 개통 추진(∼‘25년)
*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구간 복층화 등 검토

- 위례트램(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 추진
을 검토하여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 보완
-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

* (서북부) 수색역 인근, (서부) 김포공항역 인근, (서남부) 선바위역 인근, (동북부) 하남-강일-남양
주권, (동남부) 청계산역 인근 등 검토 가능

- 버스 경쟁력․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 구축
-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2층 버스 도입 확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19.3월 출범) 중심으로 핵심사업 신속 추진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후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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