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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로운 10년의
모빌리티 혁신을 향한
출발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통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가교통정
책과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
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성
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설립한 민자도
로관리지원센터의 성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와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료를 큰 폭으
로 낮추어 국민의 교통비 지출 절감에 기여하였습
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국
민의 출퇴근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
였습니다. 처음으로 교통물류산업 일자리의 조사·
분석을 시작하였고 2월에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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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새로운 10년의 모빌리티 혁신을 향한 출발점

2020년은 교통물류분야에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뜻깊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 교통생활과 교통물류 산업계에 커다란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종시를 시범도시로 하는 자율주행협력주행시스템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스마트 도
시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스마트시
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교통DB센터를 기반으로 KT 등 여
러 협력 기관들과 교통빅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
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향후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은 대중교통운
영체계, 교통사고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유교통체계를 여는 혁신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0년은 교통물류분야에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뜻깊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민 교통생활과 교통물류 산업계에 커다란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율주행차, 공유교통, 도심형 에어 모
빌리티(드론 택시),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기술발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실현되고 상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송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 규제를 둘러싼 논쟁, 사회
적 공감대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0년 교통부문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사회적
갈등의 정량적, 정성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
는데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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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통과된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인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와 운송 서비스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
히 교통혼잡 해소, 교통사고 감축 분석, 교통물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이 흐름에 맞추어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
석센터를 설치하여 교통물류 분야의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체계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국가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역
량 향상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통공학뿐만 아니라 사
회학, 경제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적으로 엮는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협력분야 역시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글로벌 연
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스웨덴 교통연구소, 미국 텍사스대
학교, 네덜란드 항공연구원 등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World Bank, OECD/ITF, A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한국의 교통발전 경험이 저개발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람중심 교통연구와 혁신성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힘을 쓰겠습니다. 2020년이 새로운 10년의 모빌리티 혁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국교통연구원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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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를 지향하며
2018년 초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가 만들어지고 2년여가 지났다. 아직도
이름이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만큼 성과
도 있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를 지향
하여 할 시점인 듯하다. 4차산업교통연구본부 내 팀별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
가 있었는지, 올해 어떤 국민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올해 본부의 방향을 적으려 한다.

4차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 그 성과를 정리하면
4차산업혁명은 교통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물
론 2019년 한 해는 소위 ‘타다’ 사태로 1년이 갔다고 할 만큼 공유교통문제가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한편, 지금까지 실내에 머물렀던 IoT의 응용
범위를 도시전체로 확산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일 정도로 국가적 의제인데 여
기에서도 교통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본부는 자율차 분야에서도 CAPTAIN연구단을 운영하고 도심특화형 전
용공간 자율주행셔틀 기반연구와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연구를 진행하는 등 자율자동차와 관련된 국가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스
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티 종
합실증사업을 주도하는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국가연구에서도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신희철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와도 협업을 하여 4차산업혁명이 다양한 부처와 연관이 있음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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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➊ 4차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를 지향하며

자율협력주행 연구

미래차 연구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국민이 체감할 만큼

자율주행을 주로 연구하지만 자율차를 넘어서 전

연구가 진척되지는 못하였다. 그래도 국민이 체감

기차 등 미래차를 연구하는 미래차연구센터에서는

하는 연구는 중요해서, 자율주행협력연구센터에서

2019년에 이어 자율주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서

는 실증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를 진행하

제도적 기초를 닦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 자율주

고 있다.

행 자동차의 상용화 측면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본 연구센터는 그동안 도로 인프라와의 연계를 연

를 위한 각종 연구와 자율차 관련 표준화를 선도

구하여 왔는데,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과 서울

하는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차의

및 광주 C-ITS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자율협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

력주행의 실증 확대를 목표로 대전∼세종 C-ITS

에서 중요하다.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국토부 자율협력주행정

본 연구센터는 작년부터 산자부의 R&D인 ‘도심형

책의 핵심 인프라로서 C-ITS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구축’을 중점 연구로 시

2018년 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계속될 본원 주

행하고 있다. 올 12월까지 2년 넘게 지속할 이 연

관의 R&D인 CAPATAIN 연구단(자율주행기반 대

구는 본 연구원이 주관하여, 세종시 도심을 대상으

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단)에서는 실증대상지로

로 자율주행셔틀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작년에 기

세종시를 선정하고, 작년 자율협력주행 버스시스

반을 구축한 이 연구는 올해 본격적인 실증을 통하

템, 교통관제 및 디지털 인프라 실증 설계를 통하

여 자율주행셔틀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 중소형 버스의 자율주행기능을 시연한 바가 있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른 연구로 ‘주거단지

다. 올해는 이를 대형 버스로 확장하여 시연할 예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사업’이 올

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면 내년부터는 세종

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자율주행협력센터에서

시에 중소형 지선버스뿐만 아니라 BRT에 자율주

추진하는 세종시 대상 대형 버스의 자율주행기능

행버스가 시범도입될 것이다.

시연과 함께 세종시를 미래형 자율주행 리빙랩으
로 나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자율협력주행 관련 연구과제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1

C-IPTS 기반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관제시스템 구축-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01.01. ~ 2020.12.31.

2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01.01. ~ 2020.12.31.

3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장기3차)

서울특별시

2020.01.01. ~ 2020.12.31.

4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2차년도)

광주광역시

2020.01.01. ~ 2020.12.31.

5

2020년 대전-세종 C-ITS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2020.01.01. ~ 2020.12.31.

2020 01 VOL.263

007

KOTI Special Edition | 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표 2•미래차 연구관련 과제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1

협력주행을 위한 100Mbps급 V2X 및 LTE 연동 가능한
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4차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1.01. ~ 2020.12.31.

2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연구
(4차년도)

국토교통부

2020.01.01. ~ 2020.12.31.

3

도심 특화형전용공간 자율주행셔틀 기반 구축
(3차년도)

산업통상자원부

2020.01.01. ~ 2020.12.31.

4

Urban Mobility Integration 서비스 국제표준 개발
(4차년도)

산업통상자원부

2020.01.01. ~ 2020.12.31.

5

노매딕다바이스를위한 모빌리티통합 서비스 서버 SW 플랫폼
표준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9.06.01. ~ 2020.03.31.

6

자율주행버스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국제표준 개발
(3차년도)

산업통상자원부

2020.01.01. ~ 2020.12.31.

7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2차년도)

중소벤처기업부

2020.01.01. ~ 2020.12.31.

8

자동차산업과 교통정책의 선순환적영향분석

KOTI기본과제

2020.02.01. ~ 2020.11.30.

스마트시티 교통연구

빙랩형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을 시작하여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연구원 주도로 실행 중에 있다.

시티의 핵심은 교통분야이다. 본 연구팀은 스마트

올해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

시티에서 교통의 역할과 구축전략을 연구하고 특

축함에 있어서 연구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

히 법제도와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을 추진

해 진행하던 스마트시티 과제 이외에 국가시범도

한 바 있는데, 지난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리

시 스마트교통 혁신기술 도입지원업무 위탁용역을

표 3•스마트시티 교통연구 관련 과제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1

스마트 모빌리티및 주차공간 공유지원
기술 개발(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01.01. ~ 2020.12.31.

2

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4차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0.01.01. ~ 2020.12.31.

3

자율주행 · C-ITS 서비스를 위한
5G V2X 융합기술 개발 및 실증(3차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01.01. ~ 2020.12.31.

4

2019년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리빙랩형스마트모빌리티종합실증사업

국토교통부

2019.12.01. ~ 2020.12.31.

5

2020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업무 위탁용역

국토교통부

2020.04.01.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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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연구관련 과제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1

딥러닝기반 도심지 교통혼잡 예측 및
신호제어 솔루션 시스템 개발(3차년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01.01. ~ 2020.12.31.

2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
(4세부) OPPAV 교통 서비스체계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01.01. ~ 2020.12.31.

3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0.01.01. ~ 2020.12.31.

4

주행시뮬레이터 기반 자율주행 이용자 행태 및 영향 분석

KOTI기본과제

2020.01.01. ~2020.12.31.

수행하여 아직은 국민입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시행할 계획이다.

어렵겠지만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토대
가 되는 연구가 될 것이다.

국민이 실감하는 연구를 지향하는 2020년
2019년 우리 본부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내부적으

모빌리티 서비스혁신 연구

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많은 R&D와 정책연구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2019년에는 공유교통과 관

가 실행되었고,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응원

련하여 승차공유가 커다란 이슈였다. 우리 본부 내

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눈

모빌리티 서비스혁신 연구팀은 국토교통부를 도와

에 보이는 성과가 부족하였다. 자율주행셔틀과 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

스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기획단계이거나 초기

력을 경주하였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

연구 단계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분야가 적었다.

나인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

승차공유 문제에서도 연구원의 목소리가 없다는

입』의 실현을 위한 교통비를 30%까지 절감할 수

질책도 있었다.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전국 확산을 위한 수도

올해는 방향성을 확실히 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

권(인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

아야 하겠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었다.

보이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 리빙랩 형태나 실증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

사업 혹은 시범사업 형태로 국민체감형 교통서비

신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승차공유 문제에서 핵심

스를 우선 선보일 예정인데, 공유교통이나 자율차

인 총량제나 기여금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대도시

분야에서의 법률개정 등 정책분야에서도 국민이

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하여 수도권 교통혼잡문

공감하는 성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제를 해결하는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교통혼잡 예측이나 자율주행 개인항공기 연
구,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이용자 행
태 분석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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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 및 계획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교통SOC의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등
교통부문 핵심 공약 등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강
력한 교통안전대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3000명대(정확
히는 2018년 기준 3,781명)으로 낮아졌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산
업을 둘거싼 기존 업계와 스타트 업계의 갈등,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대책도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다. 본 글을 통하여 2센터 2팀으로 구성된 종합교통연
구본부의 2020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대통령 탄핵
과 촛불혁명이라는 격변기 속에 등장한 정부답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많
은 변화가 있었다. 교통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교통SOC의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등 교
통부문 핵심 공약 등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강
력한 교통안전대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처음으로 3000명대(정확
히는 2018년 기준 3,781명)으로 낮아졌으며 교통SOC의 공공성 강화 대책의
일환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최대
40% 인하 되는 등 통행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
월에 공식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도 커다한 성과 중 하나이다. 대도
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으로 중앙정부가 복잡하고 난해한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성낙문 본부장

이런 성과에도 불고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하여 있다. 주52시간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근무제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산업 개편, 타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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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기존 업계와 스타트 업계의

•3기 신도시 계획 및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갈등은 여전히 쉽지 않은 난제이다. 또한 국민의

요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부문의 미세먼지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3

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기 신도시 계획 중 교통부문대책이 취약하다는

본 글을 통하여 2센터(광역교통연구센터, 도시재

평가가 있어왔다. 사업계획이 진행될수록 이에

생 교통연구센터), 2팀(이동권·신운송산업 연구팀,

대한 개선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후변화·지속가능연구팀)으로 구성된 종합교통연
구본부의 2020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향

2020년 광역교통연구센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종합교통연구본부의 센터· 팀 연구방향

원회의 ‘광역교통 2030’ 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정
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
진할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체
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노선체계 개편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외버스 체계 개편을 위한 인면허 행정시스템
및 통합예매시스템 구축

광역교통연구센터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여건변화전망

•‘광역교통 2030’ 의 실행계획 요구

도시재생교통연구센터

2019년 11월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대도시

여건변화전망

권 교통문제 해결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필요할

철도와 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도시의 성장 및 쇠

것이다. 실행 계획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재생사

부터 환승체계나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분야

업은 교통부문이 고려되지 않고 진행된 측면이

를 포함할 것이다.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철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산업의 갈등 내제

와 터미널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

교통부문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가장 큰 변화가

태의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설정되어

요구되는 분야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부문이다.

있다.

지금까지는 요금 등의 인상으로 내제된 문제들

•도시재생 교통부문 지원기구에 지정에 따른 역

이 진정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할 증대

쟁점 중의 하나이다.

2018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시재생연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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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부문 지원기구로 지

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정됨에 따라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보행도
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부문관련 연구와

연구방향

컨설팅 등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고령사회 및 지방의 인구감소에 부응하는 교통
서비스 제공 연구

연구방향

교통연구원의 도시재생 교통연구센터가 도시재생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틀 마련 및 안정적 지
원체계 구축

사업의 교통부문 지원기구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

•신운송사업 수용을 위한 법·제도개선

재생사업의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 바 2020년 연구

•택시발전계획 법정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교통부문 지
원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교통체계(주차장, 생활도로 등)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 컨설팅 추진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여건변화전망

•신기후체제(Post-2020)에 부응하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요구
2021년은 신기후체제(Post-2020)가 시작되는

이동권·신운송산업 연구팀

해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하

여건변화전망

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고령사회 및 지방도시 소멸 위기에 따른 이동권

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50년 목

확보 요구

표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완전히 없애자는 “Net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의 진입 및 지방

Zero”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

도시의 소멸위기에 따라 벽지노선적자가 확대되

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교통서비스의 질적저하가 예상되는 등 이동권

기존과는 다른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이 크게 제약이 따를 것이므로 지방도시를 중심

가 있을 것이다.

으로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요구가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및 다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필요
미세먼지 대책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민의 커

양한 신운송 서비스 출현

다란 관심사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미세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2019. 7. 17) 발표 후

지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이었다면 향후의 정책

여객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추진 중이며 여객 운송사업법이 개정되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생

면 플랫폼 운송사업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

성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에 걸쳐 데이터에 근거

요할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이 법제화와 함께

한 연구개발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다.

다양한 신운송서비스가 출현하게 되면 기존의
운송사업과의 갈등이 일부 치유될 수 있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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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교통본부의 가장 큰 목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플랫
폼 운송사업 법제화 추진 등과 같은 큰 정책들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광역교통 2030'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많이 있다. 수많은 정
책들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방향

제화 추진 마지막 단계에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수송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을 위

실제로 정책화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한 지속가능 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장기 저탄소 경제(Long term Low Carbon
Economy) 실현을 위한 교통부문 연구

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대책에
도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앞서 말하였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부문 중장기 전략

지금까지 연구가 미세먼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부문 탄소상쇄제도 정책 대응 등

연구였다면 향후의 연구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미
세먼지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과정에 대한 연구

맺음말

일 것이다. 민세먼지가 우리사회의 존립기반을 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교통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드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

있었다. 교통부문의 변화 중 상당부문은 종합교통

다.

연구본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제 3기
신도시 건설계획, 플랫폼 운송사업 법제화 추진 등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들이 우
리사회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파급력이 강
하여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큰 틀이
만들어 진 것 많은 분명한 사실이다. 2020년 종합
교통본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이런 큰 정책들의 뿌
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대도시
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광역교통
2030’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도 많이 있다. 수많은 정책들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근
무제도가 견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버
스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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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로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도로분야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지만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정도 존재하
여왔고, 근래 들어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SOC 투자에 대
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 있다. 이
런 모든 문제를 한 해에 풀어내기는 어렵고, 올해부터라도 위기의식을 느끼
고 문제를 헤쳐가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지면을 빌려 소개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도로분야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국민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지만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SOC 투
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도로는 막히지 않고 안전하기만 하면 그것으
로 괜찮았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도래와 맞물려 도로교통에 대한 패러다임
이 점차 변화되면서 도로교통 전반에 거쳐 정부나 국민들의 관심은 도로건설
등 신규투자 보다는 통신기술과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하게 도
로를 운영하는 데에 쏠리고 있다. 또한, 향후 도로교통 분야의 주요이슈는 자
율차, 공유차, 전기/수소차로 집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강
화하기 위한 도로의 기능 및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의 수단분담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8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도로의 기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조한선 본부장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로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에 대한 패러다임에 맞춰 도로관련 정책을 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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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재 도로분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널모빌리티 등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

큰 도전이 눈앞에 있으며 이를 지혜롭게 해쳐나가

능한 도로교통 수단이고 도시 내 대중교통의 연계

야 하는 중차대한 길목에 놓여있다. 이런 모든 문

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자동차 수단에 비

제를 2020년 한 해에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여 정책적 관심을 덜 받아왔다. 도로운영·보행

올해부터라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차근차근

교통연구팀은 이러한 친환경수단과 자동차 수단

준비한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통

간의 형평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와 기술 연구

연구원만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나, 도

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로공간 배분의 형

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평성과 도로운영 측면의 형평성이 주된 연구 주제

바라면서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

가 될 것이다.

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방향은 교통

한다.

사고 제로화 정책 확산이다. 이를 위하여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의 우수

도로교통연구본부 구성 및 연구방향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는

도로교통연구본부는 도로정책연구팀, 도로운영·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21

보행교통연구팀,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등 3개의

대 국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교통사고 제로화

팀/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센터의 연구방

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계

향은 다음과 같다.

획이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 보면 2020년도에는

도로정책연구팀의 주요 연구방향은 도로 SOC 투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900명 대로 낮아질 것으로

자 효율화와 도로 운영 효율화이다. 국내 교통인프

전망된다. 2020년도에는 계속 빠른 속도로 교통사

라 정책은 운영 효율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

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으나, 최소한의 도로 신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

감소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로,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대한 타당성 관련 연구는

대책 등이 주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도로의 신설 보다는

도로교통연구본부 팀/센터의 주요 연구내용

기존 도로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부

도로정책연구팀

및 지역 간 도로의 교통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2020년에는 도로분야에서 가장 상위계획인 제2차

별도로 구분하여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10년 단위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의 주요 연구 방향은 친

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도로분야 정책 및 전국

환경개인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 교통의

도로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형평성·지속가능성 강화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

다.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는 국가도로정책의 비전

은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자동차

및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도로망의 기능을 재정립

중심의 교통체계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에

하는 등 도로분야 전반에 거쳐 안전하고 미래지향

대한 부영향을 증가시키고 있다. 보행, 자전거, 퍼

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제안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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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간선도로망은 90년대

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

후반에 마련한 7by9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다.

동안 제안되고 건설된 간선도로축을 이 프레임안

도로정책연구팀의 고유사업 중 하나인 『회전교차

에 지선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

로 정책지원사업』에서는 그동안 회전교차로 설치

현이 어려운 축이나 불필요해 보이는 축도 일부 포

타당성, 설계컨설팅 및 효과분석을 주로 하여 왔

함하고 있다. 약 20년에 거쳐 끌고온 7by9에 대한

으나,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회전교차로

철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재편이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또한, 2020년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뿐만

는 2010년 도입이후 설치가 점차 늘어나 현재 전

아니라 도로관련 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국에 약 1,100개소 운영에 있다. 현재 전국에 약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 및 일

38,200개의 신호교차로와 27,700개의 비신호교차

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및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로가 운영 중이며, 이중 상당수가 회전교차로 전환

ITS기본계획이 함께 수립될 것이다. 이 4개의 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회전교차로

정계획은 5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타 연구기관에

설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이 없는 상황이

서 수행 중이지만 각 계획의 주요내용은 제2차 국

다. 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회
전교차로 유형은 소형/1차로형/2차로형로 규정되
어 있어,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회전
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도
심 이면도로 등 비신호교차로로 운영되기에는 사
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

보행 수단은 통행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언제나 이
용하게 되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지금까지 도
로 분야의 연구와 제도개선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승용차
교통안전은 대폭 개선되었으나 보행안전은 교통사
고 사망자수 중 보행사망자가 40%를 차지하는 등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분야는 2010년
대 초반 활발히 연구되어 오다가 최근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분야이다. 자전거 분야의 연구가 중요한
그림 1•7by9+6R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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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연구팀의 고유사업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 정책지원사업』에서는 그동안 회전교차로 설치타당성,
설계컨설팅 및 효과분석을 주로 하여 왔으나,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회전교차로 중·장기 기본계획
을 수립할 계획이다.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

요하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공간을 보행과 자전거·

의 first-mile 또는 last-mile 연계수단으로 매우

퍼스널모빌리티 수단에 할애하는 지혜가 필요하

중요한 역할을 하며 4차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확

다. 친환경개인교통수단을 주체적 도로 사용자로

대되고 있는 공유 교통의 주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고 도로 횡단 녹색시간 조정, 자동차 일시정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 도로운영·보행교

확대 등의 도로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통연구팀의 연구 과제는 자동차 수단과 보행, 자전

2020년에는 퍼스널모빌리티 수단이 자전거도로를

거, 퍼스널모빌리티 수단이 조화롭게 도로를 공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4차산업

하는 비전을 그리는 것이다. 현재의 도로 계획, 설

혁명이 생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안전하고 합

계, 운영에 관한 제도는 자동차 수단의 편의에 맞

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첫해가 된다. 이

추어져 있다. 일례를 들어 차로폭과 차로수는 자

는 또한 2020년이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교통 시작

동차 운영속도, 교통수요 등에 맞추어 설계 및 시

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이다. 2020년은 기존의 자

공되고 있으나 보도와 자전거 도로 등은 차로를 제

동차 수단의 환경부영향 등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

외한 공간에 이들을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교통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보행, 자전

최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부 제한속도를

거, 퍼스널모빌리티 등의 친환경개인교통수단이

하향하는 5030 속도 정책이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미래교통의 중심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차로폭과 차선수를 감소하는 방향의 재조정이 필

데 필요한 제도와 기술 연구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그림 2•기존 비신호교차로

그림 3•회전교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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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수단이 조화롭게 도로를 공유하는 complete street 사례
자료 : https://www.o2design.com/complete-streets-by-design

해가 될 것이다.

있다. 그러나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는 2014년 763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지난 5년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간 연평균 2.5%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2020년도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고령 운전자

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4%나 증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령 운전면

가하여,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허자 제도 개선 및 모빌리티 제공방안’ 연구를 진

이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

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사고 통계를

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6.0%에서

보면, 2014년 전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8년 22.3%로 지난 연평균 8.6%나 증가하였다.

1,815명에서 2018년 현재 1,682명으로 줄어들고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는 지자

표 1•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연평균 증가율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최근 5년
(2014~2018)

최근 3년
(2016~2018)

사고건 수(건)

20,275

23,063

24,429

26,713

30,012

10.3%

10.8%

사망자 수(명)

763

815

759

848

843

2.5%

5.4%

부상자 수(명)

29,420

33,787

35,687

38,627

43,469

10.3%

10.4%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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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비중(%)
자료 : 전게서.

체별로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에서는 중·고등학생용 통학차량의 규모, 운영행태

공통된 기준이 없고 면허 반납 이후 이동성을 보장

등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

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위한 로드
맵을 제시하고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운전자를 위
한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고등학생 통학차량의 교통안
전 확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중·
고등학생용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가 사
각지대로 남아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
는 2013년 세림이 사건 이후 2014년 도로교통법
을 개정하여 통학버스 안전시설 기준 강화·보호자
동승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가용 자동차
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관리방안
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3세 이상이 이용하는 중·
고등학생용 통학차량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규모파악
이나 운행실태의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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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철도교통
연구방향과 과제
철도교통 연구본부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이라는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 세미나 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확정을 발표하였다. 우리 본부는 예타제도 연
구TF에 참여하여 철도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
안들을 제안하는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올해도 우리 본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미진하였던 분야
들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의 성과와 반성
2019년의 시작과 함께 철도교통 연구본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이라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
서 우리 본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철도사업과 같이 국가철도망 구
축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
역경제효과 관련 신규 편익, 유발수요의 반영, 종합평가체계의 개편,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세미나
개최 다음 날인 1월 29일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 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등 철도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합리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는데, 우리
본부에서도 예타제도 연구TF에 참여하여 철도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
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2019년 4월에 기획재정부는 비
김훈 본부장

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발전 평가 강화와 정책성 평가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한 예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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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정책성 평가에 추

은 것을 고려한다면 공공성을 포함한 민간투자 사

가된 정책효과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

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

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 가치들을 주무관청에서 분

된다. 해외철도사업 및 철도관련 국제협력 부문은

석하여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우리 연구원 조직 및 업무 분장 등의 이유로 인하

2019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신분당선

여 우리 본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광교~호매실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

있는 한계가 있지만, 충분한 의견 개진을 못한 것

하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를 지원하였다.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본부에서는 2019년에 2개의 기본과제를 수행
하였다. 이 중에서 ‘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

2020년 연구 방향과 과제

한 광역철도망 구축운영 방안’연구 과제는 3기 신

올해 우리 본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에서 가장 중

도시 건설을 포함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에 대응

요한 과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들 수

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

있는데, 우리 연구원의 타 부서에서도 법정국가계

역교통위원회 비전 선포식 등에 활용되었으며, ‘이

획인 『국가기간교통망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

용자 관점의 도시철도 서비스 발전방안’ 연구과제

통기본계획』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대중교통

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

서비스수준 평가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 우리 본부 내 팀·센터 간의 협동이 필요한 정책

2018년에 연구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점

단되었던 철도안전 분야의 경우, 2019년에는 ‘사전

적으로 추진하되, 지난해 미진하였던 분야들에 대

예방적 철도안전정책 연구’라는 수시과제를 수행하

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면서 철도안전 관련 정책 발굴 및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철도안전 관련 업무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지원

원을 수행하였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철도 산업부문에 관한 연구,

있어야 하며,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

철도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 그리고 해외철도사

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2019년 12월에 공

업 및 국제협력 부문에 대한 연구 등은 가시적인

고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궤를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철도 산업부문의 경우, 중

같이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고 국

앙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철

토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지

도산업구조 관련 연구는 차치하더라도 일자리 창

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국토공간형성 관련 기본방향

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연구를 충분히 하

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하

서 교통부문의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면서 철도부

여 철도계획 평가 과정에서 교통측면과 지역발전

문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다소 줄어

측면에서 철도망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들기는 하였으나,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많

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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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평가방식에 탈피하여 철도운영의 효율성

행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수도권 지역 간의 업무

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요

통행의 비중이 높으며, 지역 내 통행에 있어서는

구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 형평성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출·퇴근 통행의 비중이

사회적 가치의 반영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수 있

큰 실정이다.

어야 한다.

지역 간 이동성이 낮을 경우 혁신도시들은 고립되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지역 형평성 기반의 국가철

어 지역개발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지

도망 구축 및 운영전략’과 ‘혁신도시 모빌리티 강화

역 내 이동성이 낮은 경우 기존 도시와의 동반 성

방안’이라는 자체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철도망 구

장 가능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성취할

아울러 철도시설공단 과제로 수행 중인 ‘철도투자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공급과 운영을 통하여 모빌

평가체계 개선 전략’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우

리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혁신도시 입지특

선순위 선정과정에 활용하여 철도 투자사업의 실

성과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모빌리티 수

질적 기대효과와 정책적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

할 것이다.

립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모빌리티 제공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형평성 기반의 국가철도망 구축 및

비록 우리 본부에서 수행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하는 모빌리티 강화방안들은 반드시 철도사업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기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철도사업들이 포함

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 정책들이 지역경제 활성

된다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대도시권 광역

화라는 직·간접적인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교통기본계획』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것에 착안하여 철도교통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역

이다.

형평성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철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철도역 중심의 도시개발에 관한 연구

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업 특성 등

대도시권에 위치한 고속철도 또는 광역철도 관련

에 고려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

거점역은 교통기능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공간구조

되는 철도서비스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개편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최근 들어 도시

공급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개발 거점시설로서 철도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철도역 중심의 도시개발을 검

혁신도시 모빌리티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토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건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개

성장 거점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

발 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동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

우리 본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대비하여

되고 있다. 세종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간 통

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김천시 도시개발에 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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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201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국

럽철도 안전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토교통부 철도정책과에서 발주한 서울역 공간구조

은 2016년에 철도안전지침을 개정하여 철도안전정

개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

책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며 아울러 부산시에서 발주한 부전역 통합개발 및

철도안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철도안전법 개선

경부선 구간 도시재생에 관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이다. 아울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 중심의 개발

올해 변경된 유럽의 철도안전지침과 국내 철도산

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또는 개

업환경을 감안하여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발 효과의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서 벗어나 역세권 개발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
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철도산업구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평가
국내 지역 간 철도산업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상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지원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2개의 운영회사에 의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2018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노선(파주~삼성) 민간투자사업을 출범시켰으며,

고속철도 운영회사의 통합, 나아가서는 상하통합

2019년에는 C노선(양주~수원) 기본계획수립에 참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C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

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수도권 광역

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급행철도 B노선 기본계획 수립에도 참여할 계획이

이러한 제약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지난 몇 년간 철도산업구조에 관한 연구를 제대로

결정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올해에는 종합적인 정책 판

중이며 개별 사업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무적 측면의 효율

경우 시설 및 운영계획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하여

성 이외에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과 운영

이에 사업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의 연계성 수준에 따른 열차운행의 신뢰성, 안전성

환승과 관련한 시설 측면의 기준마련은 물론 GTX

등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평가를 시행하여, 철도산

노선 간 환승 운임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

업구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영적 비용을 종합

황이다. 우리 본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한 계량적 지표를 제시하는 내용들을 포함할 예정

함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수입과 관련한 사업주체

이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임체계 개편
철도운임은 철도서비스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

철도안전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의 합리적

2012년에 전면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2004년의 유

배분이 가능한 체계가 필요한데, 현행 국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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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체계는 이용자의 편익, 사회적 지역적 특수 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철도산업·안전 연

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본

구팀에서는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부에서는 운임체계 내에 이용자 통행 목적별 편익,

연구를 통하여 철도시설공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원의 효율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본부 철도운영·

적 배분과 관련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운임 차별화

공공성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제2차 인천광역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로이용률 증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과제에서는 기존 1차 계

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열차지연 운행 등과 관련

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인천 원도심 재창조 및

하여 보상체계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노선을 발굴하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임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

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다.
올해 연구원 내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공통의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지원

연구에 해당되는 각 분야별 일자리 관련 연구, 빅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변경에 따라

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 그리고 정책지표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주제별 책임자를 선정

항목을 주무관청이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되

하여 연구 수행 및 업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있다.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형이 정의
되어 있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특히 강조되어야 할

맺는 말

항목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에서 보았듯이

여 국토교통부 건설과, 철도투자개발과, 한국철도

철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매우 높

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업무가 강화되어

은 실정이다. 이는 철도가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하고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올해에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이나, 새만금항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중요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

인입철도 사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음을 의미한다. 우리 본부의 비전인 ‘국가 경쟁력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철도사업 유형에 따른 정

제고와 국민 편의를 위한 철도의 역할과 기능 강

책효과 항목 유형화 및 효과 산출 방법 등에 관한

화’는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하여 사전타당성조사 등에서도 사전에

우리 본부의 의무이며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에 우리 철도본부 구성원들은 올해에도 소명 의식
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것

그 밖의 연구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단위 국가법정계획인 『철도시설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특히 노후
철도시설의 개량 투자계획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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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항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성공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핵심목표
로 설정하였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들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5년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2020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수립,
과제 실현을 위한 기초 마련 등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책연구소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과 세부 추진 지원
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성
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핵심목
표로 설정하였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최상위 항공정책
으로서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담고 있
기 때문이다. 본 기본계획은 <그림 1>과 같이 혁신과제, 항공서비스, 항공산
업, 공항인프라, 항공 안전과 보안에 대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
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2020년에는 세부적인 계획수립, 과제 실현을 위
한 기초 마련 등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책연구소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과 세부 추진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
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교통연구본부 산하 항공산업·일자리
연구팀, 항공안전·드론연구팀, 공항·소음분석센터, 항공학적검토연구센터 4
개 주요 조직이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협력과 연대를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송기한 본부장

우선 제3차 기본계획 고시안에서는 9가지 혁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혁신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을 위한 추진과제들은 기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들로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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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자료: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안

화된 추진을 위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항

으로 수행하여 관련 연구에 공통적인 출발점으로

공교통연구본부는 이러한 니즈에 맞추어 2020년

할 예정이다.

에는 미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중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한다. 빅데이터 기반 예측, 미래 트렌드 전망, 이해

(UAM) 선도’는 항공교통의 패러다임을 일상 도시

관계자들의 니즈 파악과 공감대 형성 등을 적극적

생활로 가지고 오는 큰 변화이다. 아직은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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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구축 방향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 추진과제 중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Hybrid 항공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자 한
다. 이외에도 ‘세계 속으로 에어실크로드 구축’, ‘한국형 공항 모델 패키지 수출’ 과제에서의 전략 수립, 기초
연구 수행 및 국제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단계로 이에 대한 선점은 우리나라 미래 동력

사결정의 마련이라고 판단된다. 항공교통연구본부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는 우선적으로 항공산업 생태계 파악을 위한 과거

에는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구축 방향 연구를 수행

기초 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이에 기반한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또한 혁신 추진과제 중 ‘항공·관광 융

체계와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불

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Hybrid 항공네트

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법을 구축하

워크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고 제안하고,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항공산업이 생

자 한다. 이외에도 ‘세계 속으로 에어실크로드 구

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예정이다.

축’, ‘한국형 공항 모델 패키지 수출’ 과제에서의 전

공항인프라와 관련해서 항공교통연구본부는 국토

략 수립, 기초연구 수행 및 국제협력 등에 적극적

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기 종합계획 수립을

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30년 공항 인프라 정책 방

혁신에 이어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

향 수립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항공서비스 평가를 지속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5-3-5 전략(연결성 50% ↑,

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간 도출된 한계를 적극적으

부가가치 유발효과 30%↑, 총 여행시간 중 공항

로 개선할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나 기술 동향 등

접근시간 비율 50%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스마트 공항 등을 통한

전략을 구축하여 제안하고자 하며, 공항이 커뮤니

스마트한 무단절 공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향후

티 SOC, 테크노 폴로 확장될 수 있는 기초 연구들

5년간의 청사진을 구상하고자 하며, 2020년 개관

을 수행하고자 한다. 동시에 공역에 대한 연구와

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조성에 일

정부 정책 집행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

조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고자 한다. 또한 교통

이다.

약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

마지막 남은 기본계획 목표인 무결점 항공 안전과

고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능동적으

보안을 위하여, 최신 빅데이터·AI기반 연구들을

로 제시할 계획이다.

항공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특히 항공안전조직 개선 방향을 고민하

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항공산업 생태계에

고 제안하며, 드론, UAM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한

대한 파악과 모니터링,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

선도적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평가 방법론을 2019

규 산업의 창출, 이를 위한 데이터 드리븐 정책 의

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20 01 VOL.263

027

KOTI Special Edition | 2020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그림 2•주변국 항공전략의 시사점
자료: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안

정부가 안전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에서 우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동향의 파악

위에서 말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20년에

과 이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 수립과 제안에도 관심

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

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에 대한 세밀하고 기초적인 검토를 확보하고

위와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항공정책이 새롭게

자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또한

시작하는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

2019년에 이어 다양한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을

본부 또한 새롭게 재정비되어, 지금보다 더 국민들

계획하고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브리프를 발간할 예

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 조직으로 도

정이며, 현장 중심의 정책 수요 맞춤형 연구, 시의

약하고자 한다. 이러한 2020년 항공교통연구본부

성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연구,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 새해 다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

본다.

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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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류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물류연구본부는 올해 2020년, 기존 물류산업에 누적된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10년 대한민국 물류산업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는 원년으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이에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물류정책
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10년간 추진하여야 할 국가물류정책
의 미래를 기획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미-중, 한-일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국제경기 침체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은 2019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2020년 세계 경기는 신흥국 중심
의 경기 회복세와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의 부분 회복세 등으로 2019년에 비
하여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물류산업도 세부업종 및 서비
스 속성에 따라 차별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장의 성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부터 지속되어 온 물류산
업 내의 갈등 해소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2020년은 지난해 발표
한 화물안전운임제도 시행 첫해로 현장 적용 과정에서 화주-운수업자-차주
간의 다양한 이해충돌이 표출될 것이다. 타다로부터 촉발된 여객부문의 새로
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전통적 운송산업 간의 충돌이 물류부문이라고 해서 예
외는 아니다. 최근, 스마트서비스 기반의 다양한 물류서비스 출현은 물류산업
의 미래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노동력 기반의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갈등요소로 잠복하여 있다.
하지만 소매부문의 온라인 전환이 급격히 전개됨에 따라 산업물류보다는 생
서상범 본부장

활물류를 중심으로 국내 물류시장의 성장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발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전적이다. 70년대 이후 산업지원서비스로 고착된 물류산업의 위상을 국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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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서비스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물

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류산업에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

더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화주 지불운임과 차

하고 있다.

주 수령운임, 운송사의 수익이 명확하게 구분됨에

지난 한 해 우리 물류연구본부는 물류산업 혁신방

따라 다단계 주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안 마련을 비롯하여 화물안전운임 공표, 생활물류

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유류비의 경우

법 법제화, 물류R&D 기획,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3개월 주기로 일정 범위 이상 또는 이하로 변동될

제 법제화, 화물자동차휴게시설 종합계획 수립, 생

경우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

활물류인프라 혁신 등 국토부의 중요 물류정책을

원 보조금 정책의 합리적 재검토, 화물차 안전운행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제고를 위한 운행시간 규제 도입 등 향후 운임제도

왔다.

운영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적 혁신방안을 모색

올해는 2021년부터 수행될 새로운 국가물류기본계

할 수 있을 것이다.

획을 수립하는 해로,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물류정

이를 위하여 공표된 안전운임이 운송시장 내에서

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10년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추진하여야 할 국가물류정책의 미래를 기획하는

구축하는 한편, 2020년 원가조사를 통하여 2021년

한 해가 될 것이다.

에 적용할 화물안전운임을 올해 10월 말까지 공표
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방향
화물안전운임제 안정적 시장 정착 지원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선도

올해는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물류플랫폼, 온디맨드 배송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

의 하나로 법제화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본

의 서비스 출현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격 시행되는 첫해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본격

기존 수출입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고부가가치 일자

시행을 위해서 지난해 동안 운송원가조사 및 회계

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방향 전환이

분석을 통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물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송원가를 산정한 후, 차주소득과 운송사 이윤을 더

부여하고, 택배를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하여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으로 지난해 12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물

월 30일 운임표를 공표하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

류가 대형화와 최적화를 기반으로 기업활동 중심

임(컨테이너와 시멘트)은 안전운임위원회 발족(지

의 서비스로 정착하여왔다면, 생활물류는 소량 다

난 7월) 이후 이해주체 간 약 60회의 공식·비공식

빈도 고객수요 중심의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어서 2020년 1월에는

자리잡고 있다.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형(카고)화

지난해 8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물에 대한 안전운송원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의되었으나, 업계 내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의견

안전운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운송사 및 차주 측면

차이로 법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에서 운송 건당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됨에 따라 운

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배달종사자 안전망

030

월간 교통

특집 ➏ 2020년 물류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생활물류업 신설 및 종사자

등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신성장동력 산업으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자리 구조에도 획기

법 제정, 보험료 산정 합리성 제고 등을 요청하는

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물류산업의 경

등 사회적 요구가 팽배하고 있다. 근거법 없이 실

우 일자리 구조의 영세성, 열악성으로 인하여 인력

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로, 우리 본부에서는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인

올해 생활물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및 재정지원

저출산, 고령화 심화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인구감

등 실질적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업계

소 및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인력공급 부족

와 종사자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개선방안 마

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독일, 미국

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화물차운전자를 포함하는
물류부문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전문물류기업 육성 정책 선도

와 물류서비스 품질 및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기술 및 산업 간 융복합화로 맞춤형 종합물류서비

에 따라 국가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전개 중이다.

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산업

물류연구본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확산에 따

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전문

른 물류시장 일자리 구조의 변화 추이 및 4차산업

물류기업 육성이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하여

하지만 우리 물류시장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

물류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물류인력의 체

래 비중이 높고, 다단계 거래와 같이 불투명한 거래

계적인 확보, 육성, 유지관리를 위한 대응전략 연

관행이 성행하는 등 성장의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즉,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있어 전문물류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에 따른 물류시장 인력 전환 및 수급에 대한 전략

물류연구본부에서는 전문물류기업 및 역량 있는

을 마련함으로써 물류시장 내 일자리 구조 변화에

중소물류기업의 성장기회 확대 등 시장 내 공정한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

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물류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다. 물류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한 성장에서 벗어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 등을 통하여 물류산업의

나 전문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

안정적 발전 환경 확보를 지원하고자 한다.

장환경을 조성하고, 전문물류시장 육성·지원을 통
하여 중소·중견 전문물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생활물류운송서비스 실태조사사업 본격 수행

으로써 대형전문물류기업과 중소·중견전문물류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물류시장은 기존의 산

업이 상생발전하는 공정한 물류산업생태계 기반을

업지원(B2B) 중심에서 생활물류로 빠르게 확장되

조성하기 위한 전문물류기업 육성 정책 발굴을 추

고 있어, B2C 운송서비스가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

진할 계획이다.

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상대하는 B2B에 비하
여 B2C물류는 산업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 일자리 정책 발굴

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물류 운송서

최근 물류산업은 타 산업부문과의 활발한 융·복합

비스의 현황 및 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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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5년부터 계속사업(일반사업)으로 추진 중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인 『화물운송시장정보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택

사업 추진 지원

배차주 및 퀵서비스운전자 조사를 확대·정비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개발사업이 일몰됨에 따

2019년 예비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R&D사업은 국가연구개

예비조사를 기반으로 B2C 중심 생활지원형 운송

발사업에 대한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서비스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안정적인 연구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 서비스 등 B2C 중심 생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부

활물류부문의 화물운송시장 규모와 주요 시장 참

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

여자를 식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시장진입과정, 거

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를 2019년 본원 물류본부

래경로, 사업운영행태, 차량 등 운송수단 확보 및

를 주관으로 한 컨소시엄에 발주하고, 2019년말 예

운행실태, 운임, 종사자 근로실태 등 분석하여, 정

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기술타당성 평가를 통과
한 상태로 2020년 예비타당성 본조사에서 통과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한 기술

물류본부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개발 필요성, 대내외 환경분석, 글로벌 메가트렌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

분석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방향성 정립, 사업추진

수립을 위한 정부수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올해

을 위한 구체적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

부터는 상기 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추진실적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계 간담회, 기술수요

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가 도입되고, 공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기술이 물류산업 생산성

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까

의 혁신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

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참여모델 발굴

는 핵심기술임을 제시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과 과제 발굴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구상, 연구성과

가 시행된다.

활용방안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공적 예비

국토부는 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방식 위주의 화

타당성조사 통과를 통하여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

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할 핵심적인 R&D 투자예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

등을 위하여 화물운수공제조합, 교통안전공단, 화

로 물류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물복지재단 등과 함께 국도변 휴게시설부터 공공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
리 본부에서는 국토부와 함께 모범적인 시범사업

인터모달 자동운송 및 친환경화물차 기술의 사업화 선도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화물자동차 휴게

물류연구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시도

시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화물운전

하는 구동 메커니즘 기반의 자동화물운송시스템을

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시설로 자리

구현하기 위한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명: AUTOCONⅢ)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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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물류연구본부는 기존 물류산업에 누적된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10년 대한민국 물류산업 미래
상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2020년의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마침 올해가 2021
년부터 시행될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해이므로,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정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물류산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도출하
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 2019년 상반기까지 1단계 연구단 사업을 통해

업 미래상을 구상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서 구동 메커니즘을 입증하고 해당 시스템의 상세

는 원년으로 2020년의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마

설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현재 수행 중인

침 올해가 2021년부터 시행될 국가물류기본계획

2단계 연구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제품 제작, 하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해이므로, 산업

반기부터는 광양항 동측철송장에 테스트베드를 구

계를 비롯해 학계, 정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

축하여 시제품을 구동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

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물류

한다. 동기간 국내·외 사업대상지 물색과 비즈니스

산업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

모델 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다.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단기적으로는 문재인정부 4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및 전기 등 친환경연료

등 정책 현안과제의 성과 도출을 지원하는 한편,

로 전면 교체하여야 한다. 물류연구본부에서는 현

2030년 도래할 미래 변화를 구상하고, 선제적 대

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을 개조하

응체제 구축을 통하여 물류산업이 국가의 핵심성

여 전기모터 이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

장동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역량

젤트럭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한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편, 대기권역관리법에 따른 경유화물차 운행 제한
에 대비한 국토부의 노후경유차 전환 정책 수립 등
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LV.4, LV.5) 양산
과 수출입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를 자동차운
반선에 스스로 선적하고 양하하도록 지원하는 자
율차 수출입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과제 수행을 통
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도입을 추진할 계
획이다.

맺음말
우리 물류연구본부는 기존 물류산업에 누적된 갈
등요소를 해소하고, 새로운 10년 대한민국 물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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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플랫폼
KOTI를 지향하며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글로벌 교통연구사업의 발굴 및 수행, 그리고 국제협
력의 플랫폼 역할을 위하여 설치된 부서로서 한-아세안 협력, 신남방 신북방
등 국가의 다각화되고 변화하는 외교정책기조에 따라서 교통 분야의 공적 원
조 및 개발협력, 정부 및 민간 기업의 교통분야 해외진출 정책 지원, 국제 기
구 및 외국 정부의 역량 강화와 연구 협력 등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지식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제고하여 한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
이다.

공적개발원조와 KOTI의 역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즉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은 2006년 9천억 원에서 2017년 2조 6천억 원으로 10년 동
안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교통분야는 2006년 1천억 원에서 2017
년 9천7백억 원으로 전체 ODA 증가추이보다 3배 이상 높은 약 9배로 증가하
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
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포함
하고 있다. 2000년 유엔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i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공적개발원
조의 목표로서 빈곤 및 기아, 교육, 보건,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
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개의 측정 가능한 지료를 활용하여 다
차원적 빈곤해결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MDGs의 후속의제로
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velopment Goals)는
2016~2030년까지 세계 빈곤종식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
이상민 본부장

된 발전계획으로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국제개발협력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연구본부

의 지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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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총 지출액과 교통분야 지출액(2006-2017)
2009

2010

(단위: 백만불)

2006

2007

2008

ODA 전체
(순지출액)

455.25

696.11

802.34

816.04 1,173.79 1,324.59 1,597.45 1,755.38 1,856.73 1,915.34 2,245.84 2,201.35

교통분야

99.54

235.89

268.33

641.19

370.53

2011

315.40

2012

324.78

2013

311.57

2014

771.30

2015

600.89

2016

665.90

2017

831.38

출처 :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각각 유상원

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서 KOICA와 한국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물류 부문의 싱크탱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해당 원조를 집행하고 있으

크로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의 글로벌화를 지

며 KOICA 이외의 30여 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

향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인프

참여, 한국의 지식 및 경험의 공유 등을 위한 개도

라 및 서비스 부문의 핵심요소인 교통부문과 관련

국 공무원의 초청연수 및 역량강화 사업, 국제 공

한 공적개발원조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급격하게

동연구 등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는 물론 국제협

진행되는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 및 물류

력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인프라의 건설과 개발이 시급한 상황으로 적기에

WB, ADB, OECD-ITF의 국제기구를 포함한 전

적합한 교통 인프라의 구축은 교통 및 물류의 흐름

세계 70여 개에 달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

을 원활히 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성장 추세를 더욱

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동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등 수원국

연구, 역량강화 사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

으로부터의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인프라 개발 지

고, 신남방정책 등에 부응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개

원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한 한베교통인프라협력센터(VKTrans)를 통해

한국은 1950년 전후 복구를 시작으로 급격한 도시

서는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발굴 지원은 물론 베트

화와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지역 간 고속도로와 대

남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연수 등을 시행하여 개발

도시 지하철망 등 교통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함으

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여 교통물

로써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으며

류 인프라 구축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쟁 직후 60여 불에 불과하던 1인

구체적인 사례로서 개발도상국의 핵심 의사결정

당 국민소득이 2019년 현재 약 500배의 성장을 기

자인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CBP: Capacity

록할 만큼 한국식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

Building Program)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고위 공

서 이러한 교통물류 인프라의 구축과정 및 경험은

무원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한 정

한국의 경제성장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례적인 교육 연수사업인 도시교통지도자양성과정,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이를 위한 국제개발협

즉 LUTP(Building Leaders in Urban Transport

력, 교육 및 연수, 지식 및 경험의 공유 등의 요청

Planning) 연수사업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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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한베 교통인프라협력센터 개소 1주년 국제세미나

행하는 동시에, 2019년에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부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협력 대상국을 확대하고자

위한 선진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교

해당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EBRD(유럽부흥개

통체계 개선사업 참여와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는

발은행)와의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하여 한국의 발

더욱 연구원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

전경험을 공유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응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별로 경제발전 단계에

확대하고 있다.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여 맞춤형 교통체계 개선사

더불어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특

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인 아세안 스마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트시티네트워크(ASCN)의 실현, 미래모빌리티와
스마트 라이프의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대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성과와 평가

응, ICT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교통물류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2019년 2월 지식공유인력

그림 2•2019 LUTP 및 EBRD 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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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센터를 신설하여 글로벌사업을 중점적으로 수

글로벌 교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행하는 국제인프라협력연구센터. 동북아북한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의 글로벌 교통협력 부문은 다양한

연구를 담당하는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와 함께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KOICA, EBRD, 국토교

글로벌전문가 양성, 지식 역량강화 및 초청연수 등

통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개도국 공무원 등의 연수

을 담당하며 부문별로 역할과 협력이 구체화된 대

를 수행하는 등 상당의 실적이 있었으나 선도적인

응체제로의 변경을 도모하였다.

사업발굴이 미흡하고 최근 새로운 트렌드와 개도

국제인프라협력센터의 경우 베트남, 몽골 등의 사

국의 개별적 인프라 환경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

업추진, 아세안의 주요 교통사업(연계성파이프라

업 발굴시스템 및 추진체계가 부족하여 새로운 추

인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발굴 선도, KIND와의 파

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라과이 도시철도사업 추진 등 ODA의 전초기지로

국가별 경제발전단계에 부응하는 정책동향 분석

서 역할을 하였고, 지식공유인력양성센터의 경우

과 계획에 대응하는 선도적 지원 및 발굴체계의 모

KOICA, EBRD, WB, ADB, VKTrans와의 역량강

색,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서 정책동향분석의 DB

화사업 수행을 통한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

기반, 민간투자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신남방

을 수행하였다. 동북아센터는 통일대비 한반도 교

신북방 영역 확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가협력 추

통물류 인프라투자 우선순위 도출, 신북방 교통협

진 등 그간의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환경과 요구

력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

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한 3개국의 교통물류 기초자료집 발간 등 국정과

것이다.

제의 수행을 위한 DB 제공 및 기초연구 수행으로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비전과 전략은 위와 같이

정책 제안 및 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왔다.

제시하고자 하며, 2020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

글로벌본부의 이러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사업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지식플랫폼 구축,

에도 불구하고 첫째, 한국의 교통부문 ODA의 선

동북아의 인프라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정리될 수

도기관으로서 글로벌협력을 리드하기 위한 중장

있고 각각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 비전 및 수행계획의 부재, 둘째, 국제협력사업
의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상 국가에 대한 각

글로벌 협력 및 정책 연구 확대

종 지표 및 동향정보의 구축 미흡, 셋째, 글로벌 인

2020년에는 2019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국

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협력업무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

수립계획의 결여, 그리고 자체 교육매뉴얼 및 분야

벌 교통 DB 구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

별 체계화된 교육자료 등의 부족으로 수원국의 요

상 국가에 대한 기초자료 및 동향은 사업 발굴의

청 등이 중심이 된 단기적, 비정례적인 연수 등에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글로

치우치고 있는 수동적 시스템에 국한하여 이를 탈

벌 DB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기 때문이

피하고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본부의 업그레이드

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교통DB 구축 및 관리를 위

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

한 세부 연구를 지속하고,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도

할 수 있다.

의 해외건설산업통합정보시스템 R&D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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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글로벌협력사업 추진체계

정부 및 민간에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에 기여하고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의 플랫폼 구축

자 하며, 향후 글로벌 교통 DB 센터 설립을 목표로

2019년에는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전

추진할 것이다.

략수립의 기획단계로서 KOICA, EBRD, WB,

둘째, 국토교통부, KOICA, EDCF, KIND 등 해외

VKTrans 등과 공동 역량강화프로그램 수행과 글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ODA사

로벌 교통물류 전문가 pool 구축 및 DB화, 그리고

업과 글로벌 PPP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글로벌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종합 전략 마련 등

것이다. 해외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한 TFT(국교통

글로벌 지식공유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부)와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KOICA, 이하 국사

제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를 위한 실천전략이 요

협) 등 글로벌본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현재

구되고 있다.

국사협의 교통부문 간사기관의 역할 강화는 물론

2020년에는 글로벌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발굴의 전초기지로서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

실천적인 성장단계로서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을

아, 방글라데시, 파라과이 등에서의 신규 사업 발

위한 플랫폼 구축 (모델링/모듈화)이라는 목표를

굴 및 추진, EBRD 등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으로

가지고 먼저, 우리나라 교통물류 부문의 우수 사례

서 동유럽 등으로의 사업발굴을 도모할 것이다. 이

를 발굴하고 모델링하여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프

를 통하여 글로벌개발협력의 중심 컨설팅펌으로서

로그램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분야별 제

그리고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의 주관기관으로서

작을 통하여 역량강화 사업 및 지식공유 등에 필요

주요 ODA 담당기관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선도

한 상시적, 탄력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 및 협력사업의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둘째,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하고 있는 기관, 즉 KOICA, KDI, KEXIM, 그리고
WB, ADB, EBR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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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➐ 글로벌 지식플랫폼 KOTI를 지향하며

2020년의 지식플랫폼 구축과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공동수행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
반으로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ICT, PPP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 대한 글로벌교통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서 성장을 목표로 추진 가능할 것이다.

을 체계화하여 CBP와 KSP를 위한 교통부문의 지

적인 연구 성과 도출 및 홍보가 요구된다 할 수 있

식플랫폼으로서 KOTI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

으며 이를 위하여, 첫째,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북

고자 한다, 셋째로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

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적

재정부, 외교부,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절한 연구를 통하여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전략

안정적 연수 기회 및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및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남북교통협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의 주요 장애요인 중 하나인 대북경제제재의 강·완

2020년의 지식플랫폼 구축과 중장기 교육훈련계

화 상황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지

획의 수립, 공동수행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지면

역 교통인프라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

이를 기반으로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ICT,

보를 뒷받침하는 정책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PPP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 대한 글로벌교통 전문

둘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의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성장을 목표로 추진 가능할

사회 경제 현상을 심층분석하는 북한 교통물류 현

것이다.

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및 자료를 조
사·분석함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시 즉시 적용 가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동북아 교통인프라 구축 및

능한 남북 교통물류 통합방안 수립에 선도적으로

정책 지원

기여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주요국

남북한의 연결, 동북아로의 교통망 확보 등 한국에

인 중국, 러시아, 몽골 등과의 국제교통물류망 연

가장 필요한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하여 그간 한반

계를 위하여 각국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을 강화

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교통물류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남

분야의 정책과제 및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제

북도로철도 기간망 구축 등에 대응한 업무의 공동

안하여 왔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 남북교

책’,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 다양한 국정과제를

통연결의 효과와 편익은 한반도 내에 국한하지 않

위하여 교통물류 인프라 연결과 이를 위한 국제협

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

력의 제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통물류

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 국제운송로를 보유·

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있다.

운영 중인 동북아 주요 국과의 교류(공동연구, 세

2020년에는 이러한 지원 등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

미나 등)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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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지식공유 및 경험 공유-역량강화-사업
발굴-사업참여 및 지원-동반 성장의 순서로 공적개발원조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
은 글로벌 국제협력사업과 역량강화의 세계적인 컨설팅펌이자 지식플랫폼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이다.

맺음말

그리고 동아시아, 신북방 등으로 연결되는 아세안

최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의장

역내개발은 물론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국

선언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의 개발을 위한 공동

가 간 협력의 기반연구 수행, 동향분석 및 기초자

의 협력, 한아세안 항공협력, 미래 모빌리티와 스

료 확보 및 제공 등을 수행하는 국가 간 협력의 플

마트 라이프의 구현,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 등을

랫폼으로서 국제 정세에 즉각적으로 대응가능하며

공동의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전략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간 동반 협력, 지식과 경험의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할 것이

국가별 경제성장의 형태에 따른 인프라의 개발 여

다.

건, 기술 및 적용성의 수준 등에 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수원국
의 수요에 맞는 지식공유 및 경험 공유-역량강화사업 발굴-사업참여 및 지원-동반 성장의 순서로
공적개발원조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서는 연구원은 글로벌 국제협력사업과 역량강
화의 세계적인 컨설팅펌이자 지식플랫폼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업무로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긴
밀한 국제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대상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DB는 물론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책동향분석 등을 확보, 제공하는 글로벌교통DB
플랫폼으로서(가칭 GK-DB) 그 역할을 공고히 하
고, 둘째 지식공유 및 경험전수를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중장기 교육프로그램 수립 등 글
로벌 지식공유플랫폼(가칭 GK-KSP)으로서 안정
적인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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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의
핵심 사업과 역할
2019년은 교통빅데이터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해이다. ‘데
이터 경제’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도출이 큰 힘이 되었으나, 빅데이터를 보유
한 공공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환경 조성을 설득하고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미래 비전과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정부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교통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의 실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2020년 새해에도 교통빅데이터본부는 『국가교통조사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사업(R&D 3차연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과기부, 2차연도)』 수행을 위하여 최
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데이터경제, AI경제, 수소경제라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면서 빅데
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기지국데이터, 차량GPS데이터, 대중교통카드데이터 등 국민의 모빌
리티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은 교통분야에서는 교통운영의 혁신과 데이터경
제의 구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
통빅데이터는 사람,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전
수에 가까운 표본에 대하여 어느 한 시점이 아닌 1년 내내의 통행행태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조사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낮은
비욜의 표본조사, 일년 중 하루동안의 일시적인 조사, 전 국민 혹은 국가전역
이 아닌 국지적인 조사, 통행경로가 아닌 지점조사, 그리고 통행이력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교통빅데이터는 국민 및 국가 전체에 대한 조
사, 통행경로 기반의 조사, 실시간 조사 및 1년 내내 지속적인 조사가 가능하
김주영 본부장

게 한다.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교통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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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히 분석할 수 있는 교통빅데이터는 미래의 교통운

2019년은 교통빅데이터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열

영기술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심히 노력한 한 해이다. ‘데이터 경제’라는 정부의

R&D 사업인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통운영 기

국정과제 도출이 큰 힘이 되었으나, 빅데이터를 보

반기술 개발 및 활용』 2차연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한 공공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공유환

빅데이터 구축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교통운

경 조성을 설득하고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미래 비

영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다. 빅데이터 구축

전과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정부의 투자를 유

기술 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모바일기

도하는 한편, 교통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의

지국데이터, 차량GPS데이터 등의 원시자료를 보

실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정하여 정교화하는 기술과 매우 무거운 빅데이터

교통빅데이터본부가 수행한 핵심 연구사업으로

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는 매년 수행하고 있는 『국가교통조사사업』 이외에

공간 유전자 기반으로 데이터 재구조화하는 기술

R&D사업인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통운영 기반

을 개발하였다. 구축된 통행DNA를 이용하여 신호

기술 개발 및 활용』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어, 혼잡관리, 대중교통운영, 안전관리, 차량이

주관하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동관리, 교통환경, 접근교통, 공유교통, 균형발전

그리고 교통부문 일자리통계 구축사업 등이 있다.

등의 분야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교통운영

먼저, 『국가교통조사사업』은 매년 연속적인 교통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되, 전통적인 가구통행실태

으로 수행하는 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조사 기반의 KTDB를 교통빅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중 교통부문을 총괄하면서 국토교통부 주도의 교

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확

통빅데이터 얼라이언스 운영, 플랫폼 구축, 지자체

도 제고에 주력하였다. 전 국민의 모빌리티를 상세

실증사업 발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

그림 1•『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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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교통빅데이터사업』에 참여하였다. 교통빅데이터 구축 및 이용에 따른
교통운영의 비전 제시, 정부 주도의 투자 유도,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보유기관의 참여 유도, 데이터 공유 및
거래표준화의 방향성 제시, 교통빅데이터 원시자료 정교화 로직 및 데이터 재구조화 기술 개발, 미래 교통운
영기술 개발 및 실제 교통운영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발굴에 주력한 한 해였다.

으로 교통산업의 일자리 통계구축을 위한 조사사

연차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으

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산업의 일자리 통계는 고

로는 『국가교통조사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용노동부 및 통계청 등 각 기관별 국가조사에서 일

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사업(R&D 3차연

부 구축되고 있으나, 교통산업의 일자리정책에 활

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과기

용하기 위한 통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각

부, 2차연도)』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교통

기관별 수행되는 교통부문 일자리 통계를 통합 연

산업 일자리통계 구축사업, 빅데이터 기반 지자체

계하고 필요한 조사를 추가 수행하여 교통산업의

신호제어 및 버스 노선조정 실증사업 등이 계획되

일자리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를 구축

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교통빅데이터본

하고 있다.

부가 수행하여야 할 핵심 역할은 정리하면 다음과

2019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교통빅데이터사

같다.

업』에 참여하였다. 교통빅데이터 구축 및 이용에

첫째, 국토교통부 주도의 교통빅데이터 데이터협

따른 교통운영의 비전 제시, 정부 주도의 투자 유

의체 운영 및 거래표준화가 마련되어 교통부문 빅

도,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보유기관의 참여 유도,

데이터 이용환경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데이터 공유 및 거래표준화의 방향성 제시, 교통빅

사람, 차량 및 대중교통이용자의 모빌리티를 파악

데이터 원시자료 정교화 로직 및 데이터 재구조화

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교통빅데이터가 융

기술 개발, 미래 교통운영기술 개발 및 실제 교통

합·연계되어야 교통정책 및 운영기술 분야의 데이

운영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발굴에 주력한 한 해

터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시스템 운영효

사유화되고 있는 민간 영역의 교통빅데이터가 공

과 개선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요구는 빠르게 진행

유되고 거래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지금부터 잘 구

되는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표류에 따른

축하여야 한다. 정부 주도의 교통빅데이터 협의체

교통빅데이터의 접근성의 제약으로 정부와 국민의

의 운영을 통하여 공유 및 거래환경을 마련하여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한다. 둘째, 교통빅데이터가 연구 및 교통정책에

한 해였다.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 빅데이터플랫폼과 데이터
구축에 힘쓸 것이다. 사람과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

2020년 핵심 사업과 역할

집하는 빅데이터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사슬

2020년 새해에도 교통빅데이터본부는 3개의 대형

(trip chain) DB를 구축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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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교통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추진체계

수 있도록 통행DNA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는 언제, 어디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였는지는 알

초 단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빅데이터를 이용

수 있으나, 통행목적과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여 통행목적 및 수단 단위의 통행사슬DB를 구축

많은 실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교통빅데이터는 표

하고, 교통혼잡 관리를 위한 교통류DB를 구축하는

본이 전수에 가깝고 개개인의 1년 내내 지속적인

것은 교통정책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확

통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통행패턴 기반으로 주

한 DB를 구축하기 위한 원시자료 기반의 실험 연

거지역 및 근무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통근·통

구와 교통 전문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개

학통행과 같은 특정목적에 대한 통행량과 통행시

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빅데이터를

교통빅데이터를 융합 구축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

이용하면 국민 생활의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할

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

빅데이터 기반 기종점통행량(O/D) 시범사업 추진

상된다. 국가교통조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교

및 다양한 정책지표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전통

통부문 정책지표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적인 국가교통조사사업에서는 전국 가구의 1% 표

다. 넷째, 교통빅데이터 기반 교통운영기술의 실증

본을 대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모바일기지국데이터,

통SOC 투자평가 기초자료인 O/D 교통수요를 구

차량GPS데이터, 대중교통카드데이터의 융합은 사

축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수행 시 조사예산

람과 차량과 대중교통이용자의 이동수요와 현황을

및 인력의 제약으로 표본율이 낮아 교통수요 예측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시간대별 지역 간 총수

의 정확도를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모바일기

요와 대중교통수요를 알고 있다면 버스노선조정에

지국데이터, 차량GPS데이터, 대중교통카드데이터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교차로에서 차량의 교통류

등을 이용하여 O/D 교통수요를 구축하면 정확도

정보를 정확히 안다면 신호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교통빅데이터

전년도에 교통신호제어, 버스노선조정, 관광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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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내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교통빅데이터가 연구원의 교통정책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
록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기초 DB를 연구원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공유할 것이다. 교통빅데이터가 모든
교통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원 내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관리, 보행안내시스템 개발 등에 있어서 지자체 실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야 하는 해이다. 사

증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업무협의 및 협약서

람,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이용자의 모빌리티를 나

체결과정을 거쳤으며, 올해 진주시, 전주시, 울산

타내는 교통빅데이터를 잘 구축하여 교통문제를

시 등에 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실증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

사업을 통하여 빅데이터가 교통정책과 운영에 얼

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데이터3법이 국

마나 효과적인지를 실험할 계획이다. 다섯째, 교통

회를 통과하여 교통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

산업 일자리통계를 구축하고 교통부문의 일자리정

지고 모든 정책결정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이 교

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전년도에 고용노동부 및

통빅데이터를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

통계청 등 각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교통산

통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

업 일자리통계를 검토하고, 융합을 위한 자체 보완

다.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교통산업 일자리통계를 체계
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교통산업 일
자리통계를 구축, 승인통계 등록 및 교통 일자리정
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마
지막으로 연구원 내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교통빅데이터가 연구원의 교통정책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 기
초 DB를 연구원 빅데이터분석센터에 공유할 것이
다. 교통빅데이터가 모든 교통연구에 활용될 수 있
는 연구원 내부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결어 및 다짐
올해는 교통빅데이터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교통빅데이터와 관련한 다년차 사업인
교통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과 교통빅데
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이 중간연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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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자도로 사업의
발전방향
지난해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 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법률·회계·수요추정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탄생하였다. 지난 2019년이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
하기 위한 기반과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2020년은 본격적인
민자도로 관리·지원 업무가 본 궤도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들어가며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부터 SOC분야의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유료도로의 12.73%
를 차지했던 민자도로는 2017년 20.73%까지 증가했다. 2019년 현재 운영 중
인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8개 노선 1,041.8km로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22%에 해당한다.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
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의 수준이 결정되는데, 제한된 투자금
회수 기간과 높은 차입금 조달금리 등으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와 차이가 발
생한다. 2018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민자도로 18개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
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이다. 이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같은 고속도
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국
민 대다수(82.8%)가 민자사업을 통하여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1)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박지형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046

월간 교통

1) 민자사업인식도 조사, 2017년, KDI

특집 ➒ 2020년 민자도로 사업의 발전방향

표 1•2009년~2017년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 비중

(단위: km,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료도로

3,847.2
(100)

3,952.0
(100)

4,010.1
(100)

4,136.8
(100)

4,222.3
(100)

4,285.4
(100)

4,348.3
(100)

4,521.7
(100)

4,521.7
(100)

고속국도

3,357
(87.26)

3,441
(87.07)

3,493
(87.11)

3,615
(87.39)

3,652
(86.49)

3,679
(85.85)

3,731
(85.80)

3,763
(83.22)

4,001
(88.48)

소  계

490
(12.73)

511
(12.93)

517
(12.88)

522
(12.61)

570
(13.51)

606
(14.15)

618
(14.20)

759
(16.78)

937
(20.73)

민자
고속도로

418.4
(10.88)

421.8
(10.67)

421.8
(10.52)

428.3
(10.35)

464.4
(11.00)

459.6
(10.72)

462.5
(10.64)

591.1
(13.07)

591.1
(17.02)

민자
지방도로

71.5
(1.86)

89.1
(2.25)

94.9
(2.37)

93.3
(2.26)

106
(2.51)

146.6
(3.42)

155
(3.56)

167.6
(3.71)

167.6
(3.71)

민자도로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유료도로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8(2019.1.12.)

표 2•2018년 민자고속도로 사업 세부현황
구 분

연장(km)

계

1.041.8

운영단계 (18개사업)
도로명(노선번호)

구간

인천공항(130)

인천 중구 운서-고양 강매동

769.6
38.2

천안-논산(25)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대구-부산(55)

대구 동구 용계-경남 김해 대동

82.1

서울외곽(100)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화접

36.3

부산-울산(65)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군 범서면

47.2

서울-춘천(60)

서울 강동 상일-강원 춘천 동산

61.4

용인-서울(171)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 세곡

22.9

인천대교(110)

인천 중구 운서-인천 연수 송도동

12.3

서수원-평택(17/400)

화성 봉담-동탄 평택

38.5

평택-시흥(153)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수원-광명(17)

경기 수원 호매-광명 소하

27.4
57.0

광주-원주(52)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부산신항 제2배후(105)

경남 김해 남문- 경남 김해 진례

15.3

인천-김포(400)

인천 중구 신흥-김포 양촌 양곡

28.9

상주-영천(301)

상주 낙동 송곡- 영천 북안 임포

93.9

구리-포천(29)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안양-성남(110)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옥산-오창(32)

충북 청원 옥산-청원 오창

12.1

건설단계 (3개사업)
도로명(노선번호)

구간

84.8

서울-문산(17)

고양 덕양 강매- 파주 문산 내포

35.2

이천-오산(400)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3

봉담-송산(400)

경기 화성 마도-봉담 분천

18.3

실시계획단계 (3개사업)
도로명(노선번호)

구간

187.4

광명-서울(17)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평택-부여-익산

경기 평택 포승읍 -전북 익산 왕궁면

138.3

포천-화도(400)

경기 포천 마봉-남양주 화도 차산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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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18년 기준 민자/재정 통행요금 비교
노선명

이용거리(차로수)

민자도로 통행료(원/대)

재정도로 통행료(원/대)

도공 대비(배)

4,306

2,900

1.43

운영중(18)
인천공항

38.2㎞(6-8)

6,600

2,900

2.28

천안-논산

81.0㎞(4)

9,400

4,500

2.09

대구-부산

2.33

82.1㎞(4)

10,500

4,500

서울외곽(일산-퇴계원)

36.3㎞(8)

3,200

2,900

1.1

부산-울산

47.2㎞(4-6)

4,000

3,400

1.18

서울-춘천

61.4㎞(4-6)

5,700

3,800

1.5

용인-서울

22.9㎞(4-6)

1,800

2,100

0.86

인천대교

21.4km(2-6)

5,500

1,900

2.89

서수원-평택

38.5㎞(4-6)

2,700

2,300

1.17

평택-시흥

42.6㎞(4)

2,900

2,800

1.04

수원-광명

27.4㎞(4-6)

2,600

2,200

1.18

광주-원주

57.0㎞(4)

4,200

3,400

1.24

부산신항 제2배후

15.3㎞(4)

1,900

1,600

1.19

인천-김포

28.9㎞(4-6)

2,600

2,300

1.13

상주-영천

93.9㎞(4)

6,700

5,100

1.31

구리-포천

50.6㎞(4-6)

3,800

3,100

1.23

안양-성남

21.9㎞(4-6)

1,900

2,000

0.95

옥산-오창

12.1㎞(4)

1,500

1,400

1.07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통신비

시작하였다. 주요 업무에 따라 실시협약관리팀, 운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경감’ 및 정부의 ‘통행료 관리

영평가팀, 통행료관리팀, 기획총괄팀의 4개 팀을

로드맵2)’에 따른 통행료 인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구성하였으며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업무들을 중

도록 민자도로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제시되었

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이를 위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법률·회

‘실시협약관리팀’은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민

계·수요추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도로 관리지

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기존 민자도로에 대

원센터가 민자도로 사업의 교통량, 수익률, 운영비

하여서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 마련 및 실시협약 변

집행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원

경 협상을 수행하고, 신설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적

하도록 하였다.

정 사업추진방식 검토와 사업선정·추진단계의 공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1월 센터 개소식

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민자-재

을 시작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민자도

정도로 간 ‘동일 서비스-동일요금’을 달성하고 국

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민 통행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경제관계장관회의 1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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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구성

‘운영평가팀’에서는 운영 중 민자도로 운영실적에

안-논산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 협상 대행을 통

대한 현장점검, 실사, 긴급점을 통하여 운영이 미

해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2.09배→1.10배)으로

진한 민자고속도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을 수행

인하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

한다. 이를 토대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안전사고

한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이번에 인하된 천안-논

를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대구-부산(2.33배), 서

한다.

울-춘천(1.50배)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관리팀’에서는 「유료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인하하기 위한 적정 실시협약 변경방안 연구와 협

민자사업자가 징수하지 못한 통행료의 징수 대행

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르면 2020년 말 실제 인하

을 수행한다. 법인별로 산재한 미납통행료 징수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자도로의 관

스템을 일원화함으로서 징수 비용이 절감되고 미

리·감독을 위해서 18개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

납통행료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

가 및 법인·이해당사자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장

‘기획총괄팀’은 센터의 주요사업을 기획하고 민자

래 지자체 민자도로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

도로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도록 지자체 민자도로 운영평가 지원 및 평가지침

다. 또한 각 민자도로 사업의 주요 현황을 조사·취

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

합·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민

해서는 민자법인-국토교통부-센터 간 MOU 체결

자도로 사업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홍보

을 통하여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미납 통

활동을 담당한다. 장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행료 징수 매뉴얼을 개발하고 2019년 실제 시범징

규모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5개년 운영계획’에

수에 착수하였다. 민자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따라 2023년 민자도로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까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센터

연차별로 증원·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민자도로 사업관련 주요 지침, 만자도
로 현황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제

2019년 성과

고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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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계획

관리시스템의 기초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산

2020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민자도로

관리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 및 시범운영을 목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가 균형감 있게 추진

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미납통행료 징수율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도로 정책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민자도로 유지·관리 개선
실시협약 관리

한편 2020년부터는 민자도로 데이터의 전자적 수

2019년 사전 연구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

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시설물

련한 대구-부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의

이력 관리시스템’을 이관·활용하는 등 정보시스템

실제 인하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수행한다.

을 구축하여 민자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이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본 협상단(10인) 및 실무

예정이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현황자료뿐 아니라

협상단(4~5인), 회계·법률·기술 부문 자문단 등으

민자도로 운영평가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민자도

로 구성된 전문 협상단을 꾸려 민자사업자 측과 밀

로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원시 데이터를 수집·

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협상 과정에

활용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유인할 것으

서 통행료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협약 통

로 기대된다.

행료가 최소 수준에서 책정·관리되어 국민생활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맺음말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게

민자도로 운영평가

지난 2019년이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

2019년 운영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토

한 기반과 새로운 동력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면,

대로 운영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

2020년은 본격적인 민자도로 관리 ·지원 업무가

루어지도록 관련 제도·지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

본 궤도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장래 민자도

이다. 또한,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의 체계적

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민자도로에 대한 지도·관

인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자도로 관

수 있도록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수립 및 시

리지원센터 5개년 운영계획』에 따른 단계별 성과

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목표 개발 및 달성을 통해 센터 기능 및 업무 범위
를 확장하여 민자도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미납통행료 관리

것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상습·고액 미납통행료 징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

2020년에도 지난해와 다름 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

으로 2020년에는 미납통행료 징수업무를 확대 운

을 부탁드린다.

영하는 한편, 18개 민자법인 및 연계구간의 통행료
징수정보를 수집하고 징수 통지, 납부 실적, 예금
압류, 이력 관리를 동기화·전산화하기 위한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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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행사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공청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12월 17일 더케이호텔 애비뉴

공정책 기본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였

1층 한강홀에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으며,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김연명 항공안전기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본원 오재학 원장의 개회사와 권

원 원장을 비롯한 항공정책·산업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공

참석하여 미래 항공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청회에는 본원 송기한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제3차 항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개회사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
② 주제발표 중인 본원 송기한
    항공교통연구본부장
③ 전문가토론 현장
④ 단체 기념촬영
⑤ 공청회 현장

③

①

④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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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시상식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12월 23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중강당 1
에서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시상식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
였다.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전국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의 지속가능 교통지표를 기준으로 우수한 교통정책을 시행한 지


① 2019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결과발표
중인 본원 박상준 기후변화·지속가능
교통연구팀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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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이번 평가에서도 지속가능 교통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지자체들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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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2019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12월 30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2019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2019년 하반
기 정년퇴임을 맞이한 안병민 선임연구위원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함으로
① 재직기념패 수여

써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전 직원의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자리

② 전 직원 기념촬영

를 가졌다.

①

②

「2020년 시무식」｣
한국교통연구원은 2020년 1월 2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시무식’
을 진행하였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시무식에서는 직원 간 새해
① 신년사 중인 오재학 원장(우)과
안강기 노동조합 위원장(좌)


② 떡 커팅식 중인 간부진

①

인사 및 덕담을 주고받았으며 떡 커팅식, 본원 오재학 원장의 신년사 등이
이어졌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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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rkand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Samarkand)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로 면적은 120km2, 인구 53만 명으로 우즈베키
스탄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 주의 주도이다. 한때 14세
기 칭기즈칸 이후 중앙아시아를 통일하고 화려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던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도시였다.
세계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한 역사도시로서 2001년 유네
Samarkand

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마르칸트는 상징적
인 레기스탄 광장(Registan Square)의 화려한 하늘색
모자이크로 장식된 사원과 이슬람교육의 마드라사들을
비롯하여, 유명 건축물 비비하눔 모스크(Bibi-Khanum

글·사진 _

정병두

Mosque) 등은 티무르가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대
교수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CITY 50-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교통』, 〈한숲(2016)〉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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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예술가들을 동원하여 건축함으로써 중세에서 가
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➊

➋

➌

➊ 사마르칸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 레기스탄 광장
➋ 이슬람 모스크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비하눔 모스크
➌ 우즈베키스탄 역대 대통령 카리모프(Islam Karimov) 기념 동상
➍ 하즈랏 히즈르(Hazrat Khizr) 모스크 주변, 역사지구의 차량진입 금지
➎ 아프라샵 언덕에서 바라본 비비하눔 모스크와 시욥 바자르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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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➐

➏ 사마르칸트 중앙시장 시욥 바자르 입구 모습
➐ 사마르칸트에 2017년 도입된 1호선 트램, 역 주변 도로에서 바로 승차함
➑ 실크로드의 중심 사마르칸트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바자르

➑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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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비비하눔 모스크와 바자르입구에서 레기스탄 광장까지 셔틀 차량이 운행됨
➓ 사구시가지 역사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 Islam Karimov거리

➓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구시가지 티무르 동상을 중심으로 대학로(University
Boulevard) 울창한 녹지 공간이 1km 넘게 펼쳐지고, 레
기스탄 광장에서 비비하눔 모스크까지는 보행자도로로 사
마르칸트 시욥 바자르(Siyob Bazaar)로 이어진다. 이곳
중앙 재래시장에 가득한 특산물과 우즈벡인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2,500여 년을 이어져 온 실크로드의 심장 사마르
칸트에 대한 이국적이고 색다른 분위기를 깊게 느낀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서 이전부터 기
후와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사마르칸트이지만, 수없이 다



니는 노후한 마을버스 개념의 마쉬루뜨까(Marshrutka)
와 합승택시들로 매우 혼잡하다. 특히 거리에서 흥정하여
10,000숨(1,200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보다 관광객
을 위한 미터택시의 정착 등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시스템
의 도입이 절실해 보인다.
사마르칸트 트램은 1947년부터 1973년까지 운행되었고
그동안 정지기간이 길게 이어졌지만, 2016년 타슈켄트
에서 폐지된 차량을 그대로 도입하여 2017년 4월 1호선
6.4km, 2018년 구시가지 중앙시장까지 5.1km가 개통되었
다. 사마르칸트역 앞에서도 별도 정류장이 없이 도로상에



서 바로 승하차할 수 있지만, 운행스케줄도 부정기적이며,

 시내 중심 대학로(University Boulevard)에 울창한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됨

주민들은 대부분 손쉽게 탈 수 있는 합승택시나 버스를 이

 간선도로에 아직도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이 많음

용하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돼 보이지 않는다.

 시내 중심 대학로 양측으로 4차선 일방통행으로 운영

타슈켄트와 사마르칸드의 344km 구간에 최고속도
250km/h의 고속철도 아프로시욥(Afrosiyob)가 2011년부
터 운행하고 있다. 2016년 부하라(Bukhara)까지 256km
연장해 타슈켄트에서 총600km 구간 3시간 20분 소요된
다. 타슈켄트-사마르칸드 구간을 실제 타보니, 평일 2~3
회 운행횟수가 적고 차량은 스페인의 Talgo 250, 평균속
도는 160km/h 수준이며 궤도가 장대레일이 아니어서 진
동과 소음이 다소 심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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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이 되었다. 뉴스에 미세먼지 예보가 포함된 지 오래고, 갑
자기 울려대는 긴급재난문자도 그리 놀랍지 않다. 시민들의 불편함은 하늘을
찌르지만 뾰족한 대책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은 아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지나는 5등
장수은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전공

급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가 주된 대상이
다.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자동차 엔진 연소로 입자와 기체가 배출된다. 입자는 분진, 검댕 등 우리가 익
히 알고 있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한편 질소산화물 등으로 배출된 기체는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한다. 이를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한
다. 2016년 한미 대기질 공공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70% 이상
이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한다. 각국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자로 배
출되는 미세먼지 양은 경유차와 휘발유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매연
저감장치의 성능에 따라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
출량을 웃돈다는 연구결과도 심심찮게 보고된다. 일례로 2017년 유로Ⅵ 기준으
로 프랑스에서 실시된 실험에서는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 배출
량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기체 배출량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2019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는 그 차이가 무려 28배에 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배출된 기체 전부가 미세먼지로 변하지 않으므로,
경유차의 실제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차보다 28배나 많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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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과도한 경유차 억제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경유차를 퇴출시키려다 자칫 미세먼지는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경유차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삶만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오히려 연소성, 비연소성 미세먼지를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자와 기체 모두를 고려할 때 경유차가 교

이렇듯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통부문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유

다. 그러나 비연소성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얘기는

차 억제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경유차를 퇴출시키

달라진다. 비연소성 미세먼지는 타이어 마모나 도

려다 자칫 미세먼지는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경유

로 마모와 같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직

차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삶만 더 팍

접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도로표면에 쌓여 있던 먼

팍해질 수 있다. 오히려 연소성, 비연소성 미세먼

지가 자동차 주행에 의하여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

지를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는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은 이

단기적으로는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여 재비산먼지

러한 비연소성 미세먼지 발생량이 엔진 연소로 발

발생을 줄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량 차량 소

생하는 입자 미세먼지의 많게는 수십 배라고 보고

재와 마모에 강한 도로 포장 재료 등을 개발할 필

하고 있다. 그런데 비연소성 미세먼지 발생량은 차

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효율 개선과 함

량 중량에 비례한다. 비연소성 미세먼지가 차량과

께 중량을 줄이는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도로의 마찰 때문에 발생하고 마찰력은 중량에 비

근본적인 처방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다. 자

례하므로, 이는 당연한 물리현상이다. 따라서 배터

동차 이용이 줄어야 연소성 미세먼지도 비연소성

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20~30%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학계의 오

더 무거운 전기차의 비연소성 미세먼지 발생량은

랜 목표인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가 새삼 중요한

경유차나 휘발유차와 같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

이유이다.

다. 즉, 비연소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
유차가 아니라 무거운 자동차를 퇴출시켜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설
정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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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은 것은 남들도 싫어요!01 대중교통에서 예절을 지키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절을 지키지 않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대중교통
예절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벌리고 앉는다든지, 큰소리로 떠든다든지 등 타인
이 하였을 때 기분나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에티켓을 지켜 모두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예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더 높아지길 바란다.

엊그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
몇명이 어른 둘과 탔다. 복잡한 가운데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매달리
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중학생 아이는 이미 성인만큼 커서 손잡이가 끊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매달려서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 발길은 주변사람들을
김경민 시민
서울특별시 방화동

툭툭 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그 아이가 그렇게 매달리고 놀다 보니 작
은 아이들까지 함께 매달리고 웃고 떠들고 아주 소란스러웠다. 그런데도 불
구하고 어른들이 전혀 말리지 않았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떼쓰는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조차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
도 부모들이 가만 놔두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나는 내리면서 함께 동행한 어
른들이 듣도록 “지하철 처음 타보는 애들인가, 저기 매달리는 게 그렇게 재밌
나” 한 소리를 하였다. 그제서야 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며 공중도덕을
지키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예전 유럽으로 배낭여
행을 갔던 때가 떠올랐다.
벌써 20여 년 전인데도 그때 유럽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살짝만 닿아도 “쏘
리”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갈 때도 “익스큐즈미”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였다.
지금은 백팩이 뒷사람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백팩을 앞으로 안거나 바닥
에 놓자는 캠페인도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의 배낭이 그렇게 위협적인지도 몰
랐고,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행위가 그렇게 미안한 일인지도 몰랐다. 벌
써 20여 년 전에도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예의를 따졌는데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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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은 것은 남들도 싫어요!-대중교통에서 예절을 지키자!

20여 년 전인데도 그때 유럽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살짝만 닿아도 “쏘리”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갈 때도 “익
스큐즈미”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하였다. 지금은 백팩이 뒷사람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백팩을 앞으로 안거
나 바닥에 놓자는 캠페인도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의 배낭이 그렇게 위협적인지도 몰랐고, 또 다른 사람과 부
딪히는 행위가 그렇게 미안한 일인지도 몰랐다.

나라의 사람들과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영상들도 다수다.

를 따져보면 결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낫다는

특히 최근에는 중국 상하이 지하철 내부에 막무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지하철 안에서 밥상을

내식 낙서를 한 청년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상하

차려서 먹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는 등 해외토픽 같

이시 소재 미술대학 출신으로 알려진 두 청년들은

은 데에서 볼 수 있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

탑승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객차 내부 곳곳에 낙

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런 예의 없는 일들이

서를 남겼고 청년 중 한 명은 일행이 그 모습을 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일상적인 우리의 지하철 예의

대폰으로 촬영,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재하

범절에 대한 인식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여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들의 무자비한 낙서로 인

든다.

하여 8명의 청소 전문가가 투입되었고, 약 10시간
에 걸쳐 낙서 제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상하이 지하

중국 지하철 민폐남, 민폐녀

철은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 ‘중국 지하철’이라고만 검색을

낙서로 인하여 오염, 복구가 불가능한 에어컨 보호

하면 일반적인 지하철 타는 법이나 요금 등 여행할

대, 벽면 광고판 등은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금전

때 필요한 정보들도 나오지만 민폐남이나 민폐녀

적인 피해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를 소개하기도 한다.

통하여 공안에 붙잡힌 청년에 대하여 각각 50위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에 뽀뽀를 하는 변

(약 8,500원)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태 관련 동영상도 있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아이

가중되었다. 현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하철 객실

의 소변을 마음대로 싸게 했다는 기사도 있고, 지

내에서 낙서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최소 50

하철 안에서 대변을 본 성인과 관련한 기사들도 있

위안에서 많게는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다.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겠지만 중국에서 꽤 여

는데 초범인 그들에게 50위안만 부과하였기 때문

러 번 논란이 일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에 대한

이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서는 지하철서 수차례

국민적 공감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음식을 먹는 장면이 이슈가 되었던 일명 ‘닭발녀’가

또 지하철에서 밥상을 펴놓고 밥을 먹는 모습도 있

경찰 구금되기도 하였다.

으며 지하철에서 태연히 속옷을 노출하며 옷을 갈

그녀가 닭발녀로 불리게 된 것은 2013년 상하이

아입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이 외에도 누가 보건

지하철에서 닭발을 먹고 뼈 등을 바닥에 뱉었고,

말건 공공장소에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2016년 1월에도 상하이 지하철에서 닭발을 먹고

진한 애정행각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를 저지하려던 승객과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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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녀’로 불리게 되었다. 닭발녀는 그해 2월 상

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음식 냄새가 심

하이 지하철에서 마라탕을 먹기까지 하였으며 올

하니까 집에 가서 드시죠”라고 하는 다른 손님에게

해 초에도 지하철 안에서 케이크를 먹고 음식물 부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먹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스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어지럽히는 모습

야?”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한 사이트에 올라

을 보고, 깨끗이 치울 것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

와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 포장지를 열차 안에 버린

이 사건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논란

후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 같은

이 되진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대중교통 예절과 관

이유로 베이징 교통경찰은 공공교통수단에서 질서

련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를 어지럽힌 혐의로 그를 구금하였다. 이것들이 수

에 한 포털에서 ‘대중교통 출·퇴근길 꼴불견’ 관련

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라 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민폐

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별로 놀랄만한 일

승객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적 있는 것으

이 아닐 만큼 아직도 중국에서 대중교통에서의 공

로 조사되었다.

중도덕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대중교통 출근길 꼴불견 유형’으로
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15.6%)이 1위로 꼽

대중교통 출·퇴근길 꼴불견

히고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려고 밀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12.2%)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하는 사람(10%)

는 지난해 시내버스에 음료나 음식 등을 들고 탑

△넓은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앉는 사람(8.8%) 등

승하지 못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지하철에서의

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화장을 하는 사람,

취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약이 없는 편이다. 시내

쩍벌족이나 백팩족도 민폐로 꼽히기도 하였다.

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자기만의 공간도 아닌데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충격으로

족 옆에 앉으면 옆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편함을 준

인하여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

다. 또 자신의 가방 등 소지품을 옆자리에 두고 앉

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

아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하는 것도 꼴불견이

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 그런데 특히 위험한 것은 백팩족이다. 나도 편

지방에서는 버스 내에서의 취식도 문제가 되지 않

해서 백팩을 자주 이용하지만 사실 가방을 휘두르

고 있는 상황이다.

고 다니다 보면 뒷사람들을 치고 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지하철에서도 각종 민폐남녀

남학생들의 큰 가방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무섭

들이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직장인들이 한창

기 그지없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

퇴근할 시간인 저녁 7시쯤 2호선에 아이를 데리고

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속적으로 ‘백팩 바로 메기’

탑승한 한 승객이 ‘배고프다’라는 아이 칭얼거림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사례는 줄

주저 없이 들고 있던 피자박스를 열고 한 조각 꺼

지 않고 있다. 아무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는 하지

내 내밀었고 사람도 많은 시간에 피자를 들고 타는

만 아직까지는 백팩을 그대로 메는 사람들이 훨씬

것도 민폐인데 피자를 꺼내 먹였고 “지하철은 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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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은 것은 남들도 싫어요!-대중교통에서 예절을 지키자!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국내보다 더욱 높은 대중교통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대중
교통 예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높아진 공중도덕 수준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계단 등을 거닐 때

나 대만 등에서는 지하철역 내에서는 껌을 씹거나

앞사람이 우산을 들고 흔들면 왠지 찔릴 것 같은

생수를 마시는 것조차 못할 정도로 제재가 심하다

기분이 들기도 한다

고 한다.
특히 대만 지하철은 최대 벌금이 70만 원일 정도로

중국 베이징시, 지하철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개찰구 앞에 ‘저 지역을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진상 승객이 여전히 많고

넘어서면 음식 섭취를 못 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불편을 겪는 승객이 늘면서 시민의식 개선의 필요

있다고 한다.

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대중교통예절과 관련한 캠페

대중교통 예절은 말 그대로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

인이 지속되고 있다. △백팩은 앞으로 돌려 메주세

에 법률로 강제하기 전에 개개인이 타인을 배려하

요 △음식물은 섭취하지 말아주세요 △쩍벌남, 다

는 마음으로 양심껏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꼬녀가 되지 말아주세요 △승객이 내리고 나면 승

지고 있다.

차해주세요 △고성으로 휴대폰 통화는 삼가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 보면 국내보다 더

△임산부 배려석에는 앉지 말아주세요 △애정행각

욱 높은 대중교통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금지 등이다.

대중교통 예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경제력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초등학생들의 시험문제

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높아진 공중도덕 수준을

에 내도 누구나 손쉽게 맞출만한 너무 당연한 것

지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제재

들인데, 이것을 과연 캠페인까지 하여야 하나 하는

도 강화되고 있다.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을 하

지난 2013년에는 중국 베이징시는 지하철 내에서

고 있지 못하니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의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궤도교통

내가 싫은 것은 남들도 싫다, 내가 싫은 것만큼만

운영 안전조례’를 공포하였다. 여기에는 지하철 내

남들에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예

에서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

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정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 지하철은 2014년부터

앞으로는 누구나 더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열차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최고 500위

찡그리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안(약 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중
국 외에도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금지조항은 싱가
포르, 뉴욕, 홍콩 등에서 선례가 있다. 또한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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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안내원
이상우

문화평론가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더불어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버스노선은 물론 도착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목적지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에는 시내버스에도 안내원이 있었고, 탑승자에게 여러 정보를 주기 위하여 색깔과 번호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꼬마버스 타요의 4가지 색

연결하는 광역버스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좋든 싫든 필수적으로 보게 되
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

시내버스 번호에 숨겨진 의미

스 타요』, 『띠띠뽀 띠띠뽀』 같은 아동용 애니메이션

시내버스 노선번호 역시 임의로 붙인 것이 아니

들이다. 이 중에서 『꼬마버스 타요』는 자동차를 좋

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있도록 정해둔 것이

아하는 아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만화다. 『꼬마버스

다. 일단 서울의 각 구역별로 번호를 설정해놓았는

타요』에는 타요(파랑), 로기(녹색), 라니(노랑), 가

데,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중구·용산구는 0번으

니(빨강) 네 가지 버스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들

로 설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12시에서 1시 방향, 즉

은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

도봉구·의정부 쪽이 1번이다. 그리고 1번 지역부터

이다. 당연히 각 색깔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다. 먼

시계방향으로 각 지역마다 번호를 설정해 두었다.

저 파란색 버스는 서울시 외곽지역과 도심 및 부도

이 지역 번호를 조합해서 버스의 노선을 표기하는

심 등을 이어주는 간선버스다. 세 자리 번호를 사

데, 첫째 자리 숫자는 출발지역, 둘째 자리 숫자는

용하며, 주로 서울의 메인도로를 따라서 먼 거리를

도착지역이다. 예를 들어 760번 버스는 파주 금촌

운행한다. 사람으로 치면 중추신경과 같은 아주 중

에서 영등포까지 운행하는 간선버스다. 파주가 7

요한 버스노선이다. 다음으로 초록색 버스는 해당

번, 영등포가 6번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에서 간선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사람

번호가 붙은 것이다. 이런 지식을 활용하면 둘째

들을 위한 지선버스로, 네 자리 번호를 사용한다.

자리가 0번인 버스는 무조건 종로나 중구 쪽으로

파란색이 중추신경이라면 초록색은 말초신경인 셈

가는 버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문산에서 서울역으

이다. 파란색과 초록색이 흔한 반면, 노란색은 잘

로 가는 버스는 703번, 광명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보기 힘든 버스다. 원래는 도심에서 운행하는 순

버스는 505번인 식이다. 번호만 보고도 가고 싶은

환버스로 기획되었는데, 현재는 남산순환버스 3개

곳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사실 요즘은

노선밖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노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

으로 빨간색은 서울 도심과 위성도시를 급행으로

에 번호를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급하게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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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는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노선

사라진 직업, 버스 안내원

번호에 ‘N(Night)’이 붙은 버스는 자정부터 오전 5

버스안내양 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우

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다. 일명 ‘올빼미버스’라

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그에 따라

고 불리며, 지난 2013년 4월부터 운행이 시작되어

도시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하철도 없던 시절

현재 9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라 버스에는 늘 사람들이 넘쳐났다. 당시에는 버
스안내원을 ‘차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차장들은 만

시내버스의 진화

원버스 안에 승객들을 밀어 넣는 것이 중요한 업

일반인들이 보면 버스 모양이 전부 똑같은 것 같지

무였다. 일종의 ‘푸쉬맨’ 역할을 하였던 것. 그만큼

만 사실 시대에 따라서 버스 기종이 달랐고, 디자

당시에는 버스 안내원의 노동여건이 매우 열악하

인이나 성능 역시 제각각이었다. 간혹 드라마에서

였다. 사실 이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여

옛날 버스가 소품으로 등장하곤 하는데, 사실 과거

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으며, 버

의 버스들이 거의 사라져서 비슷한 버스로 대체하

스 안내원은 그 좁은 선택지 중 하나였다. 그래서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

1970년대 도시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

에 등장하는 시내버스에는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

을 보면 버스안내원이 자주 등장한다. 『영자의 전

으나 사실 이 시절에는 에어컨이 없었다고 한다.

성시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984년부

냉방시설은 1995년부터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당

터 버스에 하차지점 안내방송이 시작되고 승객이

시에는 주황색 버스가 에어컨 있는 버스였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벨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오래된 버스들은 엔진이 앞에 달려 있어서 소음이

서 변화가 찾아왔다. 요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심했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버스 엔진이 뒤로 이동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면서 소음도 많이 개선되었다. ‘오라이’를 외치던

당시에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버스안내양이라는 직

버스 안내양도 빼놓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 자료

업이 사라진 것이다. 1987년 말에 약 3만 여 명에

에 따르면 우리나라 버스안내원은 일제강점기였던

달했던 버스안내양은 1989년 4월 김포교통 소속

192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당시 기록

130번 버스안내양 38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

을 보면 버스안내원은 요즘으로 치면 항공승무원

리고 버스안내원을 반드시 탑승시켜야 한다는 「자

과 비슷한 이미지였으며, 여성들이 매우 선망하던

동차운수사업법」 33조 항목이 1989년 삭제되면서

직업 중 하나였다. 당시 운전기사가 최고의 직업이

버스안내원도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버스 안내양

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이 사라진 자리에는 안내 방송이 자동으로 흘러나

남성안내원도 잠시 등장하였으나 불친절한 서비

오는 스피커와 목적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

스가 문제가 되면서 1959년에 2월 서울 시내버스

있다. 버스기사 혼자서 굴절버스나 2층 버스를 운

600대의 차장 전원이 여성안내원으로 바뀌게 된

전할 만큼 많은 것이 자동화가 되었다. 자율주행

다. 우리가 기억하는 여성 ‘버스차장’은 이렇게 시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운전자까지 사라질 것

작되었다.

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버스기사가 사라진 자리
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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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공청회 개최
- 국가 항공정책 5개년 방향 수립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3차 항공정책기
본계획(2020~2024) 공청회」가 2019년 12월 17일(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다. 본원 오재학 원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외 항공분야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항공운송·안전·공항·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항공분야
전문가가 초대되어 현재까지 완성된 계획의 내용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다
한익현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루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 등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
로 포괄하는 항공분야 최상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2010년 제1차 항공정책기
본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항공산업의 미래상과 장기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왔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은 최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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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연구진의

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의 개념을 도입하

종합적인 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외에도 총 9

여 새로운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차례에 이르는 전문가 자문과 기관별 의견수렴 절

나라의 성공적인 공항 산업을 해외 진출 산업으로

차,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다가올 초고속 항공기 및

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한 정책도 추진한다. ‘스
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기조발표는 본 계획의 연구책임자인 본원 송기한

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항공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2차

것을 목표로 스마트공항,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

계획 기간(2015~2019년) 동안 우리나라 항공정책

자 정책,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이 추진된다.

추진성과, 대내외 여건 및 동향 등을 제시하였으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에서는 항공산

며, 제3차 계획의 비전으로는 ‘미래 항공 글로벌 선

업 정책을 생태계 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두 국가’로서 총 5개의 목표인 혁신, 스마트 서비

항공산업 중 기초이지만 부족하였던 항공금융·항

스, 종합생태계 지원, 공항의 플랫폼 역할, 신기술

공제작 및 정비·소형항공에 대한 산업의 크기와 지

을 적용한 안전 및 보안을 제시하였다.

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목표인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기존 공항의 역할, 특히 지방공항의 역할이 단순한

구축’에서는 총 9가지의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을

교통 거점의 역할이었다면, 본 3차 계획에서는 ‘공

추진하였다. 기존 항공네트워크 전략인 허브 공항

항을 지역경제·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을 목

전략 외에도 항공·관광 융복합 전략을 위한 다변

표로 하여 좀 더 넓은 네트워크와 이를 위한 공역

화된 노선 확대로 전환하며, 드론 및 무인기와 함

체계 개선을 물론이고 커뮤니티 SOC, 공항 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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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등 새로운 역할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활용한 정부 부처 간 정책 활용, 교통약자 및 다양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

성에 대한 이슈를 제안하였다. 김동민 한국항공우

여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

주연구원 부장은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위해서

현’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최근 4차산업혁명의 기

는 정부 지원을 통한 최초 개발과 시연의 중요성을

술을 접목한 안전방안과 항공안전문화 및 조직 개

강조하였으며, 비행데이터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

선을 다루었다.

마련을 제안하였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교수는 본
계획의 항공 네트워크 확장 외에도 공항을 연결하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항공운송, 공항, 항공기제작,
미래교통, 소비자보호 등 거의 모든 항공정책과 관
련된 전문가 9명이 참가하여 정책 토론을 이어나
갔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최근 항공운송산
업의 어려움과 성장 한계가 왔음을 토로하면서 조
인트벤처 정책 지원, 항공기금 활용방안, 항공부
품 관세 면제 등을 제시하였다. 최은실 한국소비자
원 지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항공 소비자 보호
정책이 매우 향상되었다 평가하면서도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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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공청회 개최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 등 항공정책 분야 전반을 체계적으로 포괄하는 항공분야 최
상위 법정기본계획으로서, 2010년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항공산업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왔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항공시장 대내외

를 동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기금에

여건, 중동 항공사와의 경쟁관계, 항공과 관광 융

서 항공분야 활용성과 항공생태계 정책을 지지하

복합 전략 등 기존에도 문제 시 되었던 이슈에 대

였다.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항공자유화 및 타

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요청하였다. 이근영 한

국가와 공항 경쟁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명확

국교통대학교 교수는 항공자유화와 오너십, 항공

화, 공항과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 공항산업의 예

정비산업(MRO)의 해외 경쟁력, 안전조직강화, 항

타 지침 변경 등을 제시하였다.

공기 리스, 소형항공 등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현안
을 다시 한번 지목하고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박용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네트워크
와 정책을 위해서는 체계 혹은 시스템 전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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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 한반도철도 중심축의 경쟁력 확보 위하여 경의고속선 건설 필요
- 투자비용 대비 효과, 장래 활용 가능성 등 고려할 때 기존선
활용보다 신규 고속선 건설이 합리적필요

제4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는 12월 18일 동아시아철도공동
체 포럼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 등 주요 인
사들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반도
철도의 중심축인 경의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존선 활용보다 신규로 고
강동운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속선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
이 진행되었다.
제4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는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
럼 공동대표의 환영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원장, 본원 오재학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기
조연설에서 “경의고속철도는 한반도의 철도주권 확보와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에 매우 중요한 사업” 이라고 말하였다.

그림 1•제4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VIP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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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그림 1•환영사 :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대표

그림 2•축사 :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그림 3•축사 : 본원 오재학 원장

그림 4•축사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그림 5•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전 통일부장관)

그림 6•주제 발표 :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의고속철도 추진방

교수, 구본로 ㈜유신 부사장, 김유은 한양대학교

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하여 경의선에 있어 기존선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재

을 활용하는 방안과 고속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비

준 세종연구소 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

교하여 교통수요, 투자비용 대비 효과, 장래 활용

로 참가하여 경의고속철도 추진 방안에 대하여 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경의 KTX 추진이 필요하다

띤 토론을 벌였다.

강조하였다. 경의고속철도는 한반도 고속철도의

김세호(前 국토부 차관), 오영식(前 코레일 사장)

중심축으로 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

공동대표는 “경의고속철도는 우리 철도시스템으로

요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국제철도와의 연계를 통

대륙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첫걸음으로,

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일자리

다가오는 2020 경자년에도 철도 관련 기관 및 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철도

주제발표에 이어서,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공동체 실현에 필요한 과제들을 계속 제안해갈 것”

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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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도시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전략
- Land Value Capture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경우 도시화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6 trillion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
의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
권영종 선임연구위원
ADB Senior Transport Specialist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연구본부

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본 글을 통하여 현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수행한
“Sustaining Transit Investment in Asia’s

머리말

Cities: A Beneficiary-funding and Land Value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미 경험한 것과 유사하

Capture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

게 오늘날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 또한 도시화

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주요 도시의

(Urbanization)와 자동차화(Motorization)의 진행

경험을 공유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

과 함께 교통혼잡의 심화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를 비롯한 선진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이미 입증된

한다.

바, 제한된 공간에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의 교통혼
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효율적 대

아시아 주요 도시의 경험: 대중교통 투자와

중교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문제는 철도, 버

토지가치 상승

스, 환승센터, 대중교통정보시스템, 통합요금체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DB는 현재 ‘STRATEGY

등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2030’을 통하여 가난 극복을 넘어 ‘Prosperous,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Inclusive, Resilient, and Sustainable Asia and

쉽지 않다는 데 있다.

Pacific’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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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STRATEGY 2030’s Seven Operational Priorities of ADB

있다. ADB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철도 역 반경 5km의 토지 가치는 총 58억 달러 증

7가지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번째 전략인

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Livable Cities’의 핵심 요소로 지속가능한 대중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철도거점 Dukuh Atas는

통 투자를 꼽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의 버스거점 지역에 비하여 토지 가

접근성(Accessibility)의 향상, 인프라의 투자, 토지

치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

용도의 변경 등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Land

년까지 토지 가치는 Dukuh Atas는 38.4%, 하노

Value)를 상승시킨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사례로

이는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한 결과, 도시철도 역의 영향권 내 주거지역의

필리핀 마닐라의 경우 1995년 MRT-3 프로젝트

자산 가치는 5%, 상업지역의 자산 가치는 30% 상

발표 이후, MRT-3역 반경 1km의 토지 가치는 역

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향권에서 멀

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 비하여 평방미터 당 주

어지면서 평균적으로 지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지역은 154달러, 상업지역은 545달러 더 높아진

데, 주거지역을 8%, 상업지역은 15% 감소하는 것

것으로 조사되었다. MRT-3 프로젝트에 따른 전

으로 나타났다.

체 토지 가치 증가분은 34억 달러로 추산되는 데,

태국 방콕의 경우 평균적으로 도시철도 역에 10%

이는 MTR-3 총 사업지 6억 5천만 달러의 약 5배

씩 가까워질수록 토지의 가치는 평방미터 당 23달

에 이른다.

러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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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Accessibility Improvement Drives Benefits
출처: ADB, Sustaining Transit Investment in Asia’s Cities, April 2019.

Land Value Capture: 개념과 원리
Land Value Capture(LVC)는 공공투자, 접근성

그림 3•The Virtuous Cycle of Value Capture
출처: ADB, Sustaining Transit Investment in Asia’s Cities, April 2019.

E. Direct

property-rail agency as developer in
the “East Asian” style.

향상,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증가되는 토

싱가포르과 홍콩, 중국 등의 경우 새로운 도시 개

지 가치를 환수하는 것이다. 앞서 아시아 도시의 사

발의 전략으로서, 위의 모든 LVC 메커니즘을 적극

례에서 보듯 대중교통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

활용하고 있다.

지 가치는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몇 배에 이
르므로, 증가된 토지 가치의 일부라도 적절하게 환

Land Value Capture: 전략과 실천

수할 경우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 된다.

LVC와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 도쿄,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대중교통 사업의 재원을 성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적 사례가 발견

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의 원칙하

되고 있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도 성공사

에 LVC의 메커니즘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례가 있다.

A. M
 ainstream taxation system을 통한 Value

홍콩과 중국의 경우 “Rail + Property” model이

capture: 재산세 인상 등;
B. S
 pecial fees and levies: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부담금 등;

있다. 철도의 건설과 기관의 수익은 주로 토지개발
과 임대사업에서 나오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제공 및 용도 변경 조치를 취한다.

C. Auction of development rights;

일본의 철도-도시개발 일체화는 홍콩과 중국의 경

D. A comprehensive TOD and urban renewal

우와 비슷하다. 다른 점은 일본의 경우 여러 철도

agency with value capture capabilities;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사람, 비즈니스, 경제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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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로 유치하는 데 있다.

이러한 LVC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재개발과 대중교통 네트워크

는 정부 관련 기관의 능력 향상, LVC 집행 전략

의 확장을 통합한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위원회는

의 수립 등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편익의 산출,

종합계획, rezoning, 공공인프라의 공급에 더하여

corridor zoning, 재산세 개편 등이 요구된다. 실

민간개발섹터와 공공섹터를 협력체계를 추구한다.

질적으로는 LVC를 프로젝트 재원 확보의 일환으

호주 멜버른의 경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도시

로 포함시켜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교외화와 함께 도심과 교외 주거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철도 네트워크를 연장하였다.

맺음말

미국의 경우 Value Capture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실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

용어이다. 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와 주에서 나

양한 LVC 기법을 도입하고 활용하여 왔다고 볼 수

타나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22억 달러 규모

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 즉 사업 후 필지

의 Transbay 터미널 프로젝트가 좋은 사례가 되고

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있다(www.tjpa.org).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호주 멜버른과 유사한 형태로 영국 런던의 20세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초 도시 교외화는 주택지 개발과 동시에 기존 도시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철도 연장이 추진되었다. 런던은 멜버른과 달리 정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개발법

부기구의 체계적 계획과 관리 하에 추진되었다. 21

제34조 체비지 등,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대

세기 현재 런던의 ‘Crossrail Project’가 대규모 대

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

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주의 적

적으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한다(대

극적인 지원과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

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근에는 ‘재
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재건축 사업 초

Land Value Capture: 도전과 과제

과이득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

LVC 기법을 도시계획과 공공 인프라 투자에 재원

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 있

공공투자로 인한 토지 가치의 상승분을 산출하는

어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투자를 하는 것은 필요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

고도 시급하다. 아시아 국가의 도시화에 따른 대중

보하는 것이다. 즉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

교통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에 부응하여 환수할 부분을 공평하게 산출해 내는

방안의 일환으로, LVC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

것이다.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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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긴급교통감시체제 구축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한 호우 재해가 늘어나면서 간선
도로에서도 토사 유출 등에 의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활동
은 그동안 정비가 진행되어 온 도로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역적인 분업체제의
확대, 다빈도 수송을 전제로 한 재고의 압축,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배달 등으
김재열 박사

로 평상시에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실이

FUJITSU
모빌리티시스템사업본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편의점과 슈퍼에서는 판매 관리·재고 관리의 전자화, 다빈도 구매가 진
행되면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 내에 음식을 비축하지 않고 있어 점포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순

그림 1•2018년 7월의 서일본 호우로 발생한 사카( )쵸 미즈시리(
도로·국도 31호·JR구레( )선의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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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히로시마(

)구레( )

일본의 긴급교통감시체제 구축

식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관

면서 클라우드 서버의 보급에 따라 전용 회선이 없

리자는 평소에 방재대책을 추진하면서 재해 시에

이도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딥러닝을 활

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구에

용한 영상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메라 이미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우회로 설정과 정체 대책 등

로부터 교통량, 차종, 차량속도 측정이 가능하게

을 실시하여 교통마비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

되었다.

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7월에 서일본 호우가 발생하

재해 시의 관측계측시스템 비교

면서 각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카(坂)쵸

기후 변화함에 따라 선형강수대와 같이 매우 강한

미즈시리(水尻)지구에서는 7월 6일 대규모 산사

강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러한 강

)구레( )도로·국도 31

우에 의한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는

호·JR구레( )선이 불통되었다. 7월 11일에는 응급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강우에 의한 도로

복구를 통하여 국도 31호를 복구하였지만, 히로시

의 피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다양

)구레( )도로·JR선 이용자가 국도 31호에

한 현장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감시·계측시

집중하면서 국도 31호의 감시·계측이 필요한 상황

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관리 현

이다. 본 글에서는 국도 31호에 시범 도입 중인 일

장에서는 재해 상황의 파악, 관계 기관과의 연락·

본의 카메라에 의한 긴급교통감시체제 사례를 소

조정, 응급 대책, 이용자 지원 등의 관련 업무에 인

개하고자 한다.

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설치·조정 작업이 용이하고

태로 인하여 히로시마(

마(

운용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필

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관측수단

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관측시스템의 특성

정확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교통 상황을

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관리 현장의 인력

영상처리방식 이외의 관측시스템은 설치작업에 현

감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시업무의 자동화가 필

장공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처리방식은 기존에 설

수적이다. 지금까지 감시업무에는 <표 1>의 관측수

치된 도로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

단이 활용되었으며,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을 파악

기 때문에 설치 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나 다른 방

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의 설치도 진행되어 왔

식에 비하여 선행 차량과 건물에 의한 차폐가 발생

다. 이러한 관측수단의 대부분은 상시 설치를 전제

할 수 있다는 점과 야간 관측 시에는 정밀도가 저

로 하고 있어 정체 다발지점 등 사전에 감시하고자

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에 노하우

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예측

가 필요하다.

하기 어려운 재해로 인한 교통류의 변화를 관측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처리

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체(차량·사람)

이런 가운데 ICT 기술의 발전으로 CCTV 카메라

의 검지·검출률이 향상되었으며, 야간이나 강우 시

수준의 내구성은 보장하지 못하지만 비교적 고성

등의 악조건과 설치 조건에 따른 카메라 화각의 차

능의 Web 카메라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

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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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도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관측수단
관측 원리

센서의
설치 위치

특징

①루프코일식

-차량 통과시의 전기 유도를 통하여
차량을 감지
-복수로 설치하여 차량길이·차량 속
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노면 아래

다른 방식에 비하여 정밀도가 높고, 계측
데이터가 안정
반면, 코일을 도로에 매설하여야 함

②초음파식

-펄스음 반사파의 귀착시간의 차이
를 검출
-차량길이·차량속도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있음

차선 위 또는
도로변

상시관측도입기종에서는 120km/h까지
계측가능하며, 차선에 설치 가능한 기종도
존재

③광학식

-광선의 차단, 반사의 검출
-주로 근적외선을 사용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길이·차량 속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

차선 위

상시관측도입기종에서는 120km/h까지
계측가능하며, 차선에 설치 가능한 기종도
존재

④원적외선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노면온도와
차량의 온도 차이를 검출하여 차량
을 검지

차선 위 또는
도로변

소비전력이 적어 태양열로 가동이 가능

⑤마이크로파식

주행하는 차량의 마이크로파를 반사
하여 차량을 검지

차선 위 또는
도로변

범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법의 규제로
인해 일본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적음

⑥지자기식

차량 통과로 발생하는 기장의 변화로
차량을 검지

노면 위 또는
노면 아래

미약한 지자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선·
맨홀·교량 구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

⑦영상처리방식

도로 상공 또는 도로변의 카메라로
차선을 촬영, 영상처리를 통하여
차량을 계측

차선 위 또는
도로변

-관리용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차간거리가 짧은 경우, 차량이 겹쳐 보여
차량대수와 차종 판별의 정확도가 저하
-야간에는 조도 저하로 정확도가 저하

⑧초음파루프코
일병용

초음파식+루프코일의 조합을 통해서
대수, 차량길이, 차량속도를 계측

노면 위 또는
노면 아래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음
-160km/h까지 계측가능

관측 방식

기기 이미지

면서 향후 교통량 측정뿐만 아니라 사고나 정체 등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계측시스템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

카메라에 의한 감시 ·계측시스템은 기존에 설치

을 것으로 기대된다.

된 CCTV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는 방식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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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각종 관측시스템의 특징비교
관측
방식

평가 카테고리 : 설치

평가 카테고리 : 운용

기기
설치 장소

교통류에 대한 영향

비용

도로변의 설비구조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계측
장소

비용

①루프코일식

노면 내
(매립)

최대
(노면공사 필요)

높음

노면 하부의 코일의
전압변화를 수신

노면의 손상 등으로 코일
이 절단될 가능성이 있음

도로변

높음

②초음파식

도로변 또는
Gantry

중
(통행규제가 발생)

높음

음파의 송수신 시간을 측정

음파의 발사각도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적설 시

도로변

높음

③광학식

도로변 또는
Gantry

중
(통행규제가 발생)

높음

빛의 송수신 시간을 측정

빛의 발사각도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적설 시

도로변

높음

④원적외선

도로변 또는
Gantry

중
(통행규제가 발생)

높음

적외선의 시간을 측정

빛의 발사각도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적설 시

도로변

높음

⑤마이크로파식

도로변 또는
Gantry

중
(통행규제가 발생)

높음

마이크로파의 시간을 특정

음파의 발사각도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적설 시

도로변

높음

노면 내
(매립)

최대
(노면공사 필요)

높음

노면 아래의
자기변동량을 측정

차량의 중량이 크게
변동할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함

도로변

높음

⑦영상처리방식

기존 카메라
또는 Web
카메라의 기존
설비에 설치

없음

낮음

이동체를 검출하여 계측점
을 통과한 단계에서 측정

야간(조도 저하)
대형차량의 그림자에
소형차량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

사무소

낮음

⑧초음파루프코
일병용

노면 내
(매립)

최대
(노면공사 필요)

높음

노면 하부 코일의
전압변화와 음파의
송수신의 시간을 병용

계측의 안정성이 높음

도로변

높음

⑥지자기식

Web 카메라를 설치·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각

복원)되고, 영상신호가 아날로그화 된 경우에는 디

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털화하여 AI계측소프트웨어로 계측된다.

CCTV카메라영상을 이용하는 방식

Web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

통과교통량 측정 등 기존의 CCTV 카메라 설치장

재해 시에는 재해 상황 및 통행 규제로 인해 종종

소에서 계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영상을 처리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

여 계측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다. 일반적

설의 CCTV 카메라로는 충분한 감시·계측이 이루

으로 도로변의 CCTV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은

어지지 못하여 교통 집중이 예상되는 우회로 등에

국토교통성 규격에 따라 압축된 영상이 국도 사무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간

소에 전달된다. 이 영상은 국도 사무소의 CCTV 영

의 이용을 전제로 한 CCTV 카메라에 비하여 재해

상수신시설에서 나누어져 디코딩(압축된 이미지의

시의 교통 감시·계측은 비교적 단기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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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향상된 Web 카메라를 이
용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Web 카메라를 이용하면 전용회선 확보 및 배선 공
사 없이 카메라 ~ AI계측서버(클라우드) 간을 4G/
LTE 회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관련
기기를 배터리로 이용하여 하루 정도 작동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의 자유도가 높다. 현재
사용 가능한 카메라 화질은 4G/LTE 회선의 통신
속도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향후 5G 회선이 보급
되면 이러한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CCTV 카메라 야간영상 (히로시마현 코야우라)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계측시스템의 시범도입
2018년 7월에 발생한 서일본 호우 이후, 국도 31

CCTV카메라를 이용한 감시·계측

호의 감시와 계측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기존의

국도 31호 피해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뿐만 아니라 교통 집중이 예상되는

의 영상을 국도사무소의 재해대책실로 전송하여 AI

구간에 Web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범적으

계측소프트웨어로 계측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로 감시·계측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측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Web카메라를 이용한 감시·계측

우회로 설정 등으로 교통 집중이 예상되는 곳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로 Web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을 AI서버
에서 계측을 실시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맺음말
최근 일본에서도 이미지 인식기술의 개발이 활발
그림 2•CCTV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계측시스템의 구성도

하게 진행되면서 도로행정·도로관리 업무에서 활
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쿄 신주쿠에 있
는 버스터미널에서도 이용자 수가 계획치를 초과
하게 되면 혼잡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AI 이
미지 인식을 통하여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버스 승
하차 수의 파악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도 AI 이미지 인식관련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하
면서 국토교통성도 2019년 8월부터 기존의 CCTV

그림 3•Web 카메라 영상을 활용한 교통량계측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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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CCTV 카메라를 이용한 계측결과(2018년 11월 21일)
시간대
(1시간)

계측
수법

상행선
소형

대형

하행선
전 차종

소형

대형

전 차종

CCTV

382

31

413

429

17

446

인적

466

73

539

438

143

581

검출률

82%

42%

77%

98%

12%

77%

CCTV

411

44

455

450

8

458

인적

496

84

580

461

61

522

검출률

83%

52%

78%

98%

13%

88%

13시

14시

•CCTV 카메라 영상은 아날로그로 충분한 화질을 얻을 수 없으며, 특히 야간영상은 빛이 반사되어 차량을 감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측정정밀도가 떨어진다<그림 4>
•CCTV 카메라는 도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설치위치가 높아 계측에 적합하지 않은 화각·설치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4•Web카메라를 이용한 계측결과(2018년 12월 25일)
시간대
(1시간)

계측
수법

상행선
소형

대형

하행선
전 차종

소형

대형

전 차종

CCTV

552

65

617

496

73

569

인적

560

66

626

501

70

571

검출율

99%

98%

99%

99%

104%

100%

CCTV

525

74

599

471

60

531

13시

인적

14시

553

79

632

502

65

567

검출율

95%

94%

95%

94%

92%

94%

•Web 카메라의 영상은 디지털이어서 CCTV 카메라 영상에 비해 해상도가 높고, 야간에도 빛의 반사를 억제할 수 있다<그림 5>.
•Web 카메라는 네트워크 회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만으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재해 시에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는 단기간의 설치도 도로점용물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시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에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사용허가 등의 신청이 필요하다.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조정이 쉬운 조명 기둥 및 도로 표지판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을 관측하는 ‘이미지인식형 교통량 관측장치’를 전
국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 비하여 자연재해
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교통감시체제 구축분야가 주목받고 있지 않지
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
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5•Web 카메라 야간영상 (히로시마현 오야바시)

출처
1.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前田陽一·青木賢司, 発災後の緊急交通監視体制の構築, JICE REPORT 第36号,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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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승강장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를 15개역에 확대 설

SOC 안전에 대폭 투자

치하고,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한 방음벽도 40개소

2020년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가 신설된다. 또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SOC를 더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도강화를 위한 투자가 대폭

욱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 터널(24개 권역)

강화된다(총 4.8조 원). 재난, 안전, 건강에 대한 국민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370억 원이 신규 투자될 예

들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반면, 1970~1980년대 건설

정이며, 도로 주변 산사태 감지시설 설치에 예산이

된 SOC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비중이 점차 증가하

2배 증액(15억 원→30억 원) 투자된다. 철도에서는

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점이 반영되

LTE-R 기술을 적용한 무선통신망을 확대(285억 원)

었다.

하여 열차지연의 최소화, 안전 모니터링·재난대응

우선, 출·퇴근과 주말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많이

역량의 향상이 기대된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열차의

이용하는 도로는 유지 보수 및 개량 투자를 강화한

고장 및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설치

다.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과

하여 열차 및 역사시설의 안전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터널은 2019년 8,188개소에서 2020년에 8,463개소로

대도시권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

관리를 확대하고, 약 2,100개소에 대한 점검·진단을

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통네트워크 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

축이 추진된다.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 더

를 위하여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60억

다양한 경험과 자기개발을 추구하는 최근의 국민 생

원)도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활패턴에 맞추어, ‘이동시간의 절약’에 방점을 둔 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2019년보다 4,392억 원이

양한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액된 1.2조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
고,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궤도
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

082

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전철의

월간 교통

자료 | 국토교통부, "수도권 2층 전기버스 투입, SOC 안전에 대폭
투자", 2019. 12. 23.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한눈에 보는 국토교통 예산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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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실시계획 승인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2조 6,694억 원 투입, 137.7km 고속도로 건설

47.9% 내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평택~부

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12월 23일 00시

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이하 ‘서부내륙 고속도

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되었다. 최장거

로’)는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1단계,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

공하고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준으로 인하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

이 노선의 요금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

대비 1.16배 수준으로 제안되었으나 운영을 개시하
는 시점까지 1.1배(부가세 포함) 이내로 낮춰, 재정
고속도로와 차이 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갈 계획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3개
도(경기, 충남, 전북) 7개 시·군(평택, 아산, 예산, 홍
성, 부여, 익산, 완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국토간
선도로망 남북1축 지선(익산∼서울)을 완성하고, 건
설 중인 서울-문산(2020년 개통 예정), 문산-도라산
(2020년 착공 예정)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통일
을 대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 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
시계획 승인", 2019. 12. 3

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
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
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었고,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
원)을 통하여 2019년 10월에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
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
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
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
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
∼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
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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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별로 제각각이던 표지 크기를 가로·세로 4미터로

한눈에 쏙, 고속도로변 관광지를

통일하였으며, 동일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병

그림으로 안내한다

기한 복잡한 설치 방식에서 ‘관광지’를 분리하여 출

영동선에 회화형 도로표지 시범설치, 국립공원,

구전방 1.5km 지점에 그림형 관광안내 전용표지로

세계유산 등 안내

안내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전자들
에게 주변 관광지 안내를 강화하고 안내표지 판독성

자료 | 국토교통부, "“한눈에 쏙”고속도로변 관광지, ‘그림’으로 안
내한다", 2019. 12. 19.

향상 등을 위하여 “그림형 관광지 안내표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국토교통부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그림형 표지를 도입하여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9개의 관광시설 안내를 12월 19일부터 시작한다.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국립공원, 세계유산, 관광단

12월 30일부터 서울역(용산)↔천안(신창 ·병점)

지의 3가지 유형과 9개 세부 항목으로 안내 대상을

34회→60회 확대 운행

명확히 하였고, 가로 4~6미터, 세로 1.5~3미터 등 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30일부터 서울
역(용산)↔천안(신창·병점)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
행전철의 운행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
회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 편의
와 급행전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수요가 많
은 금정역에 급행전철을 신규 정차하고, 운행구간도
현행 용산·서울역↔병점·천안·신창역에서 청량리
역↔용산·서울역↔천안·신창역으로 연장 및 일원
화한다.

그림형표지 사례: 국립공원

이번 급행전철 확대 조치로 급행전철의 운행시격이
평균 50분 → 3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30분 간격으
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급행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피
선 설치에 따라, 경부선 급행전철이 KTX·무궁화 등
여객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어 선
로공용에 따른 열차의 운행 비효율과 안전문제도 상
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급행전철 확대로 불

그림형표지 사례: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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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철 이용에 불편이 최

만 7천 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

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천 원

자료 | 국토교통부, "경부선 광역전철(수도권 1호선) 급행확대로
빨라진다!", 2019. 12. 16.

(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
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결정", 2019. 12. 13.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
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

국토교통부

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

도시 내 도로환경도 안전하게, 사람 우선

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하여 과로·과적·과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

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

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

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

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되었으

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12. 24.)하

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

였다고 밝혔다.

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

첫째,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

설계속도 저감이다.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임표가 공시된다. 이번에 공표되는 2020년 화물차

20~60km/h로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

안전운임은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

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

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

감되어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

(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다.

었다. 둘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

치 등 보행자 안전강화이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

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

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

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

대하여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

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

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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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셋째, 이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제공 등

나라의 미국행 승객이 보안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이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

제품·분말·액체류 등 추가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고,

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

연 14,100편의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가 항

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하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여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우리나라 공항 및 항공사

으며,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

에 대한 보안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왔으며,

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도로에서

이번 협력회의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넷

우리나라와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하였다.

째,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인

온화 시설 설치이다.

터뷰 및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사 등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업계 비용절감(업계추산 연간 약 200억 원)도 기대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

된다.

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 출입을 억제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 한-미 항공보안
체계 상호인정", 2019. 12. 11.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 내 도로환경도 안전하게 ‘사람 우선’",
2019. 12. 25.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088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

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

미국행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

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

가검색 면제 등 항공기 이용불편이 2020년 하반기부

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터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4~6일 미

하였다. 이번 법령개정은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

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

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

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그동안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테러위협에 대응하

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

기 위하여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

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으로 승객·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2017.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

6. 28~)를 요구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

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

여 왔으며, 이에 따라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우리

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동이 불편한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우선좌석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

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

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하여야 한다. 그

또한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효과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

된다.

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27일 착
공", 2019. 12. 26.

자료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
진다", 2019. 12. 6.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주·정차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주민신고제 필요

통행시간 34분 단축(108→74분),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85% 찬성

연간 7,404억 원 절감 기대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

국토교통부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

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

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

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84.8%가 찬성하

사를 12월 27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

였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

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하다고 답하였다.

된 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

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를 공개

총 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

하였다.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

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

(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

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

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

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

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

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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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들어

태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젖은 노면(2.7명)이나 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조 노면(1.9명) 등에 비하여 결빙 노면에서 3.05명이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

발생(사고 100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

행안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상

람을 통하여(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

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특별전문회의체’를 구

의 순이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성하고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함께 음성안내 서비스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를 준비하여 왔다. 이 결과 상습결빙우려가 높은 제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

설취약구간 1288개소와 결빙교통사고 다발지역 136

다고 답변하였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

개소를 선정하고 해당구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

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

축 및 안내멘트 음성 녹음 등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

답은 각각 24.6%를 차지하였다. 또한 4대 불법 주·

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상습 결빙도

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가 시범 실시하였다.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서비스 방식은 운전자가 상습 결빙구간에 진입 전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하였

내비게이션에서 결빙구간이라는 음성안내와 함께

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결빙구간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함께 표출된다.

전국 51개 구역을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에서

자료 | 행정안전부, ““전방에 결빙위험 구간입니다”… ‘내비’가 안
내한다”, 2019. 11. 29.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 2019. 12. 4.

서울특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줄인다,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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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

전방에 결빙위험 구간입니다,

기 위하여 12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

‘내비’가 안내한다

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

12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이 상습 결빙도로 구역의

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음성안내를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는 SK텔레콤(티

청과 협의도 완료하였다.

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등 민간 내비게이션 3사와 손잡고 내년 2월 29일까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

시한다고 밝혔다.

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노면상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

2014년 이후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였으나, 하락세가

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멈추었다. 이용 승객들의 최우선 개선 희망사항은

다. 이와 관련하여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배차간격 조정으로, 차량

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

대기 시간 감소, 차내 혼잡도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

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

로 추정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정류소 시설 개선을

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

위하여 최근 도입 중인 여러 가지 정류소 기능(에어

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

커튼·온돌의자·전자기기 충전 등)에 대한 시내버스

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

이용객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버스정류장

나 범칙금을 부과한다.

에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 ‘미세먼지 저감필터가 장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줄인다…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2019. 12. 12.

착된 냉/난방기’ 도입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에어커튼’,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
마트 터치스크린’ 등도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특별시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0년 중 스마트쉘터 모

올해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역대 최고기록

델을 확립, 버스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계

서울시가 2019년 시내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획이다.

2006년 시민 만족도 조사 시행 이래 매년 최고점을
경신하여, 81.84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다

자료 | 서울특별시, "올해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역대 최고기록…
편리성 가장 높은 평가", 2019. 12. 27.

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조사’

인천광역시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전년보다 0.6점 오른

에이아이(AI)로 대중교통을 보다 스마트하게

81.84점, 마을버스는 0.57점 오른 81.51점을 기록하였

인천시는 승객이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다. 공항버스는 점수 변동 없이 85.19점으로 만족도

버스경로가 생성되는 “부르면 달려오는 아이-모드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와 마을버

(I-MoD) 버스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아이-모드

스 모두 항목별 만족도 중 ‘편리성’ 항목에서 가장 좋

[(I-MoD)(Incheon Mobility on Demand)]는 대중교

은 평가를 받았다. ‘편리성’ 항목은 획득 점수도 가

통 취약지역에 실시간 수요에 맞추어 운행하는 서비

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점수 상승폭도 가장 컸다. 편

스로, ‘국토교통부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리성 항목에서 시내버스는 1.02점 오른 84.19점, 마

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은

을버스는 1.07점 오른 83.6점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아이-모드(I-MoD)(버스)와 아이-제트[I-ZET(전동

시내버스의 경우 만족도 조사 분야 전반에서 전년대

킥보드)] 서비스로 진행된다.

비 점수가 상승하여 서울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이

아이-모드(I-MoD)(버스) 서비스는 앱을 통하여 버

전반적으로 향상 됐음을 알 수 있었다. 공항버스는

스를 부르면 버스정류장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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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요에 맞춰 버스 경로가 생성되는 서비스로 영종
국제도시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개월

하이에어, 내년 1월부터

간 시범 운영된다. 영종국제도시(115.4㎢ 면적)는 인

울산~김포 노선 매일 왕복 3회

천광역시 전체면적(1,062㎢) 대비 10.8% 비중의 넓

울산시는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하이에어’가 2020년

은 지역으로 대중교통현황 조사결과 덕교동(2.93㎢)

1월 1일부터 울산~김포 노선을 매일 왕복 3회(6편)

을 제외한 영종국제도시(112.5㎢) 전 지역이 대중교

정기 취항한다고 밝혔다. 하이에어는 지난 2017년 12

통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번 시

월 설립하여, 2018년 12월 소형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범사업 기간에는 쏠라티(16인승) 중형버스 운행으로

취득하였고, 2019년 12월 9일 안전 운항 능력에 대

운행유지 비용이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기

한 모든 검증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

사 16명을 배치하여 4개조로 새벽 4시부터 24시까지

명(AOC)를 발급 받았으며 12월 12일부터 울산~김포

교대근무하며 운임요금은 시내버스 카드 요금기준

노선을 매일 왕복 1회(2편)씩 부정기편으로 운항 중

1,250원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

이다.

‘아이-모드(I-MoD)’를 통하여 목적지를 설정하고 버

하이에어 항공기재는 유럽 양대 항공사인 프랑

스 도착시간에 맞춰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아이-

스의 에어버스(Airbus)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모드(I-MoD)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는 모든 정류장

(Leonardo)의 합작사인 에이티알(ATR)사의 72-500

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하여 가

기종이다. 이 기종은 동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장 빠른 경로로 이동하고 이동 경로 중 다른 이용승

과 연료비를 40% 정도 줄이는 친환경 기체이며, 기

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승한다. 또한, 정류장에서

존 72석의 좌석을 50석의 프리미엄급 좌석으로 개선

집 앞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이-제

하여 이용객에게 경제적인 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

트[I-ZET(전동킥보드)]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어 아

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23

이-모드(I-MoD)(버스)와 함께 시민의 대중교통 이

년까지 에이티알(ATR) 72-500 시리즈를 매년 2대씩

용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

총 10대를 도입하여 울산~김포 노선뿐만 아니라, 울

한다.

산~여수와 울릉도 등 국내 노선 확대와 일본, 중국

아이-제트[I-ZET(전동킥보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단거리 국제선 노선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울

앱을 통하여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전동킥보드에

산공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울산~김포 구간을 매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찍어 이용한 후 반납하는

일 왕복 8회(16편) 운항하고, 울산~제주 구간을 매일

서비스로 이미 2019년 11월부터 운서동에서 서비스

왕복 4회(8편) 운항한다.

되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0년 1월
까지 3개월간 실증한다.
자료 | 인천광역시, “에이아이(AI)로 대중교통을 보다 스마트하게,
인천시,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 서비스(I-MOD) 시범 실시”,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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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울산광역시, “하이에어, 울산공항 정기 취항”,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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