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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발
The Study on Guideline of Demand Analysis for Global Transport Project

이훈기ㆍ김희경ㆍ정승환ㆍ이현정

서 문

신남·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원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택
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글로벌 교통사업을 선정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수요분석과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
니다. 특히 민간투자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 신
뢰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지침 개발은 불가피
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
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교통사업 수
요분석에 요구되는 글로벌 교통자료의 구축 및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현행 지침
은 활용상에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신남ㆍ북방 정책 기조에 따라 글
로벌 교통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교통
사업 수요분석 방법론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현행 지침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지침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수요분석에 요구되는 교통자료 입수가 쉽지 않아 애를 먹
는 경우가 빈번하고, 분석 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가 어
려워 사업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글
로벌 교통사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의 체계적인 구축 방

안 및 수요분석 지침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요분석 방법론과 결
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체계적
인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이 마련되고, 글로벌 교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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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개요
신(新)남·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2010년 1,173백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7년 2,201백만 달러
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원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 역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
시개발지원공사)를 2018년에 신설하였고, KIND는 국내 민간기업의 글로벌
PPP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도 많은 ODA 사업과 PPP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업
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와 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ODA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한 교통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PPP
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에 기반한 글로벌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
화된 교통사업 분석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이 있지만 국내 지침을 단순화하여 제공하고 있
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교통
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기존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표준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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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현지 특성상 교통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
여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우리나라는 KOICA, EDCF,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교통 ODA 사업을 추진
해 왔다. KOICA는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 EDCF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형태로 원조 지원을 해왔다. 2005년부터는 국토교통부도 국토교
통 ODA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등 국
토교통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ODA 사업 중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KOICA의 ODA 사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
요분석 특징을 살펴보았다.
KOICA가 지원한 교통 ODA 사업 중 최종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는 24개의
교통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교통수요분석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지표
기 수행된 교통분야 ODA 사업에 활용된 사회경제지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석모형에 사용된 사회경제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인구는 가장 기초
적인 사회경제지표로 모든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인구를 제외
한 사회경제지표로 GDP는 국가 단위의 분석에 자주 사용되고, 고용자수와 학생
자수는 도시 단위의 분석에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는 모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 차량등록대수가 수단선택모
형에 활용되고 있다. 모형에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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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현실묘사성은 떨어지고, 예측오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수원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장래 사회경제 목표치와 현실 간의 괴
리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산출된 장래 사회경제지표
는 과다 추정되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다 추정된 값을 적용하면
장래 교통수요도 당연히 부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화물 수요와 관련되는 사회경제지표 활용이 미흡하다. 국가 단위의 교
통분석에서 화물 수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화물 수요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1개 교통사업을 대
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는 화물차 등 차량 단위로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때문
에 품목별 화물 수요의 분석 필요성이 낮아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활용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은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별 화물 수요 구축이 요구된다.

2) O/D 자료
기존에 구축된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측 O/D와 관측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O/D 자료를 구축한다. 이 방법은 노측 O/D 자료를 토
대로 표본 O/D 자료를 만들고, 관측교통량에 맞도록 표본 O/D 자료를 전수화하
여 O/D 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 수행된 다수의 교통사업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약점은 중복 산정(double counting) 문제이
다. 예로 출발지 A에서 목적지 B까지의 경로 상에 2개 이상의 노측 O/D 조사
지점이 존재하고 단순히 이를 합산하여 O/D 자료를 만들게 되면 동일한 통행이
중복 반영되어 O/D 자료가 과다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논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수의 교통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 노측
O/D 조사와 교통량조사에서 구축된 O/D 자료에 Gradient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O/D 자료를 추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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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의 O/D 구축 유형
O/D 구축 유형

기
존
자
료
無

기
존
자
료
有

특징

1-

PT 조사 시행

- 도시 단위에 적용
- 국내의 글로벌 교통사업에 적용한 사례 부재

1-

노측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용 사례 다수 존재
- 조사 위치 및 지점 개소 등에 대한 지침 미흡

1-

노측 O/D + 관측교통량
+ Gradient 방법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일부 적용 사례 존재
- Gradient 방법의 O/D 신뢰도 제고 검토 필요

2-

기존 O/D 그대로 활용

- 일부 적용 사례 존재
- 기존 O/D 구축 시점과 분석 시점 사이의 변화 미반영

2-

기존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다수 적용 사례 존재
-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주변에 교통량조사 지점 다수
- 분석가의 자의적 판단 필요

2-

기존 O/D + 노측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다수 적용사례 존재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주변에 교통량조사 지점 다수
- 분석가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2-

기존 O/D + 관측교통량
+ Gradient 방법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일부 적용 사례 존재
교통조사 비용 절감
Gradient 방법의 O/D 신뢰도 제고 검토 필요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점의 O/D 자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다. 기존에 구축된 O/D 자료를 보정 없이 사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분석 시점의 교통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산제약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 외에 노측 O/D 자료나
관측교통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추정방법은
유사하나 기존 O/D 자료를 반영함으로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Gradient 방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조
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다 신뢰도 높은 O/D 자료가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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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교통수요분석에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는 GIS나 구글지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던 시기에는 현지 지도를 입수하여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만 최근 들어오면서 개발도상국에서도 구글지도나 GIS 자료 이용이 가능해지
면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행배정 등 시뮬레이션 분석에 필요한 링크 용량이나 초기 속도를 설정하
는 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교통 ODA 사업은 링
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기 국내 지침의 값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지침
을 적용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도로 상황은 교통흐름이 국
내와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내 지침에서는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는 같은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
를 설정하지만, 동일한 위계의 도로라도 포장상태, 도로폭, 도로변 토지이용상
태 등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같은 값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국내에서 동일한 위계의 도로는 물리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은 동일한 위계의 도로라도 구간마다 도로상
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통수요분석 모형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대부분이 4단계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경우
에 따라 직접수요모형을 적용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최근에는 통행행태와
사회활동의 상호의존관계를 반영한 Activity-Based Model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Activity-Based Model은 모형구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자
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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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 수행 교통사업 보고서의 분석항목별 활용빈도
항목

이용자료/분석방법

사회
경제
자료

MP

FS

인구

++

++

++

++

고용자수/학생자수

--

--

+

+

GRDP

++

++

-

-

차량등록대수

-

-

-

-

화물수요 관련 지표

-

-

--

--

PT 조사

--

--

--

--

노측 O/D 조사

++

+

++

+

관측교통량

++

++

++

++

O/D
기존 자료 有

품목별 화물수요

-

--

--

--

PT 조사

--

--

--

--

노측 O/D 조사

+

-

+

-

관측교통량

++

++

++

++

품목별 화물수요

-

--

--

--

GIS 자료
용량 및
초기속도
발생모형(4단계)
분포모형(4단계)

수단선택(4단계)
교통
수요
모형

도시
FS

기존 자료 無

네트
워크

국가
MP

통행배정(4단계)

+

+

+

+

국내 지침 적용

+

+

+

+

기존 보고서

+

+

+

+

자체 산정

-

-

-

-

원단위법

-

-

-

-

회귀분석모형

++

++

++

++

중력모형

+

-

+

-

Fratar 모형

+

+

+

+

집계형 모형

-

-

-

-

비집계형(로짓)

+

+

+

+

SP 모형

-

-

+

+

Equilibrium

++

++

++

++

Incremental

--

--

--

--

Transit 통행배정

+

-

+

+

-

-

--

--

직접수요모형
통행시간
지체함수
통행시간가치

BPR

++

++

++

++

QV 함수식

--

--

--

--

임금률법

-

-

-

-

로짓모형

-

-

+

+

기존 보고서

++

++

++

++

주: -- 매우 낮음, - 낮음, + 높음, ++ 매우 높음

요 약

xxi

나.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1) 글로벌 교통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 사례조사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시 참고하는 국내 지침으로는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
가지침, KTDB의 국가교통조사지침 및 O/D 구축방법론 등이 있다.
EDCF 지침의 경우, 타당성 조사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타당성 조사의 전
과정별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범위는 교통분야뿐 아니라 상
하수도, 수자원개발, 폐기물, ICT, 직업훈련, 병원, 전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
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부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
편이며, 특히나 교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수요분석
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지역여건과 사업특성, 자료수집
환경 등이 다양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에 분석가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수행과정의 일관성이나 교통수요분석
중간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EDCF 지침이 글
로벌 교통사업 분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조사규모는 글로벌 교통사업 관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15명), 대학교수(6명), 교
통분야 업계전문가(14개 기업 41명) 총 62인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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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문항별 응답 순위
문항

순위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의 애로사항

1.
2.
3.
4.
5.

기초자료 입수
장래교통수요 추정
예산규모
교통조사 시행
과업기간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와
난이도

1.
2.
3.
4.
5.
6.

O/D 관련 조사
장래 수요예측
네트워크 조사
교통량 조사
모형 및 계수 산정
사회경제지표 및 상위계획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

1.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2. 예산 투입을 통한 자체조사 시행
3. 한국이나 타국가의 자료를 활용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 항목의
중요도

1.
2.
3.
4.
5.
6.

교통량 조사
노측 O/D 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중교통 조사
SP 조사
통행속도조사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교통수요
추정 시 애로사항

1. 수요예측을 위한 현지 입력값 설정 곤란
(통행시간가치, 링크용량/초기속도 등)
2.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 모형 구축 한계
3. 수요추정 결과의 검증 곤란
4. 4단계 모형 이외의 수요모형 활용 한계
5. 도시개발 등 유발수요 반영 곤란
6.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한계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

1.
2.
3.
4.
5.

기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1. 교통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교통자료 구축 및 관리 위한 예산 배정
3. 모바일 자료 등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글로벌
교통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수행
4. 교통자료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5. 관련 법 개정

O/D 자료구축방법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현지에 맞는 수요분석모형식 및 원단위 적용방법 제시
과거 유사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교통조사 유형과 규모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수요 결과에 대한 개략적 검증 매뉴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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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앞선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해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지침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지침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요분
석과정에 맞춰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표 4>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의 문제점과 지침 개선방향
교통수요
분석과정

문제점

기초자료의
수집
(사회경제지표,
교통현황자료)

자료 입수 곤란
및 체계적인
조사방법 부재

교통수요
분석용 자료의
구축

관련 지침상
분석자료
구축방법론
부재로 사업별
구축방법론 상이

장래 교통수요
예측

현지여건에
맞지 않은 장래
수요예측모형의
적용

개선방향
기 구축된 기초통계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자체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방안 마련

추진전략
현지 및 국제기구
통계사이트 공유
유사사업 자료 축적 및 공유
교통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수집 구축방안 모색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사업유형에 따른 구축방
법론 마련

대상국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정 수요예측 모
형 적용

유형별 분석자료 구축 가이
드라인 마련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방법
론 마련
수요예측모형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국가의 지침 공유

분석결과의
검증

교통수요분석용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의
관리

수요분석결과
검증방안 부재

사업 시 구축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미흡

구축과정의 객관성 검증

과정별 체크리스트 마련

장래 불확실성 고려 방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구축결과의 검증방안 마련

국내외 유사사업 결과공유

글로벌 교통DB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교통DB 통합관리시
스템 구축
전담 관리기관 지정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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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
1)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화 및 지침 개선 중점항목
국내자금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크게 교통 마스터플랜 사
업과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은 국가 단위
로 시행되는가 아니면 도시 단위에서 시행되는가에 따라 적용 방법이 차별화된
다. 따라서 공간적 위계를 국가 단위와 도시 단위로 구분하여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과 공간적 위계를 고
려하면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5> 수요분석 지침 개선을 위한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마스터플랜

국가 단위

대상시설

사업유형

종합교통

1-

도로 및 ITS

1-

철도 등 대중교통

1-

종합교통

2-

도로 및 ITS

2-

도시철도, BRT 등 대중교통

2-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타당성조사

각각의 사업유형에 따라 교통수요분석에 요구되는 자료와 분석의 상세 정
도가 달라질 수 있고, 수요분석을 위한 적용방법도 차별화된다. 이에 글로벌
교통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통수요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앞에서 제시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개선방향과 추진전략과 관련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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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지침 개선 중점항목
교통수요
분석과정

기초자료의
수집

교통수요
분석용 자료
구축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개선방향
기 구축된 기초통계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자체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방안 마련
사업유형에 따른
구축방법론 마련

대상국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정 수요예측 모형 적용

추진전략

지침 개선
검토항목

현지 및 국제기구
통계사이트 공유
유사사업 자료축적 및 공유
교통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수집 구축방안 모색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유형별 분석자료 구축 가이드
라인 마련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방법론
마련
수요예측모형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국가의 지침 공유

구축과정의 객관성 검증
분석결과 검증

장래 불확실성
고려 방안 마련
구축결과의 검증방안 마련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관리

글로벌 교통DB
관리체계 마련

주: 본 연구에서의 지침 개선 검토수준:

과정별 체크리스트 마련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외 유사사업 결과공유
글로벌 교통DB 통합관리방안
마련
전담 관리기관 지정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낮음),

(보통),

(높음)

2)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 개선방안
① 사회경제지표 자료
사회경제지표가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
상국에서는 이러한 자료수집조차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대상국가별 유사사업에서 확보된
자료를 DB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다. 더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현지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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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 통계 사이트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사회경제지표는 국가 단위 교통사업인지 도시 단위 교통사업인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료의 중요도가 다소 상이하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 수요분석
에는 인구와 경제 관련 자료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존
(zone) 단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전제와 가정 하에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존(zone)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는 방
법과 사례를 지침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7> 국가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항목

취득용이성

자료활용성

적용가능 사업유형

인구

- 인구
- 산업별 취업인구

1- , 1- , 1-

경제

- 지역총생산(GRDP)
- 1인당 GDP

1- , 1- , 1-

차량

- 차종별 등록대수

1- , 1- , 1-

화물

- 품목별 생산량

-

주: 1) 취득용이성 : (곤란),
(보통),
(용이)
2) 자료활용성 : (낮음),
(보통),
(높음)
3) 화물의 품목별 생산량은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시 요구되는 자료이다.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과 유사하지만 인구지표
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인구지표는 도시 단위에서 통행발생 및 통행유
인 모형에 중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되며 연령대별 인구, 종사자수, 학생수 등
자료가 존재하는 한 인구를 세분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1) 다만 개발도상

1) 국내의 경우 인구 관련 자료가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등 모든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및 통행유인
모형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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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총 인구를 제외한 연령대별 인구, 고용자수, 학생수 등의 인구지표
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존(zone)별 인구지표가 존재할 것이라는 기
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일정한 가정 하에 존 단위의
인구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8> 도시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항목

취득용이성

자료활용성

적용가능 사업유형

인구

-

인구
연령대별 인구
고용자수
학생수

2- , 2- , 2-

경제

-

지역총생산(GRDP)
1인당 GDP
사업체수
산업구조

2- , 2- , 2-

차량

- 차종별 등록대수

주: 1) 취득용이성 :
2) 자료활용성 :

(곤란),
(낮음),

(보통),
(보통),

2- , 2- , 2(용이)
(높음)

② O/D 자료
O/D 자료는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위한 가장 필수적 자료이다. 신뢰성 있
는 O/D 자료가 확보 가능하면 교통수요를 보다 수월하게 또한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O/D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O/D 자료를 구
축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은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PT
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 노측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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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존 O/D 자료의 활용여부에 따른 O/D 자료 구축 방법
구축방법

소요비용

PT 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

高

작용가능 사업유형

추천

222기존
O/D
자료 無

11노측조사 + Gradient

中

122211-

기존 O/D + 노측조사
+ Gradient

中

122-

기존
O/D
자료 有

211기존 O/D + Gradient

低

1222-

주:

적극 추천,

보통,

비 추천

PT 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은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에 유용한데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지원 사업에서는 직접 PT 조사를 실시하여 O/D 자료를
구축한 사례는 없다. PT 조사에 기반하여 구축된 O/D 자료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대상도시의 교통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적극 추천되는 방법이다. 다만 도시
단위의 타당성조사에서는 PT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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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국가 단위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PT 조사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노측조사에 기반을 둔 방법이나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O/D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O/D 자료, 노측조사,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기존 O/D 자료
와 노측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은 투입비용이 다소 높고,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은 투입비용이 저렴하다.

③ 네트워크 자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물리적 링크와 노드 자료는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어렵
지 않게 구축할 수 있다. 다만 교통수요분석을 위해서는 링크와 노드 자료 이
외에 도로 및 대중교통의 속성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경우 교통량-지체함수를 결정하는 도로연장, 차로수 등 도로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철도의 경우 철도역 위치, 노선 연장, 운행속성 등의
철도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통량-지체함수 유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도의 비포장도로 비율이 높고, 포장도로의
경우에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2차선 비율이 높은데 도로폭이 5m 이하인
경우부터 10m 이상인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차로수로 교통량-지체
함수 유형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이용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와 같이 교통량-지체
함수 유형을 단순화할 수 없고 도로용량과 초기속도에 영향을 주는 도로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형태의 교통량-지체함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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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분석 개선방안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4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개발도상
국에 적용하기 위한 교통수요모형의 적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글로벌 교
통사업 유형별 교통수요분석의 수행단계를 살펴보면, 국가ㆍ도시 단위와 상관
없이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4단계 모형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야 한
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의 경우 이전에 수행된 교통사업에서 통행발생과 통행
분포 모형을 구축해 놓은 경우에는 두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
는 타 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미미하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수단선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은 대부분의
수요가 도로교통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수단선택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여객뿐 아니라 화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
시 화물통행을 다루어야 하지만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여객에 중점을
두어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10>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교통수요분석의 수행단계
공간위계

국가
단위

사업특성

대상시설

마스터플랜

종합교통

통행발생

도로/ITS
타당성조사
철도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종합교통
도로/ITS

타당성조사
대중교통

주:

: 필요,

: 기존 자료 존재 시 불필요, ×; 불필요

통행분포

수단선택

여객+화물(품목)
×
여객+트럭
여객+화물(품목)
여객+트럭
×
여객+트럭
여객

통행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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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사회경제지표는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중요한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장래 사
회경제지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는 교통수요분석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EDCF 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함에 있어 단순한 추
세연장(extrapolation)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사회경
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국의 사회경
제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경제지표 예측모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장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저성장, 중성장, 고성장 등 시나리오
별 예측을 수행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대상국의 사회경제 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 인구와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시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추정된 교통수요는 과대추정의 요인이 되곤 한다. 현실적인 교
통수요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에서 설정한 장래 인구 및 경제
지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② 교통수요모형 개선방안
- 통행발생모형
통행발생 분석모형으로는 원단위, 증가율, 회귀분석모형이 사용된다. 글로
벌 교통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모형
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객통행은 화물통행과 비교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 화물품목에 대한 통행발생 모형개
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
랜 사업에서는 화물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선별하여 논리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화물의 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화물품목별 생산량(production)과 소비량(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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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로 표현되는 잉여량(surplus)과 부족량(deficit)을 통행발생모형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GDP 성장에 따른 화물품목별 탄력성 계수를
활용하여 화물통행 발생량을 산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개발도상국 현지 여
건에 따라 자료입수 여건이 다르지만 그러한 상황가운데서 활용 가능한 자료
를 활용하여 화물의 통행발생량을 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지원으로 수
행된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에서는 여객통행에 비중을 두고, 자료 입수
의 곤란, 방법론의 복잡성 등으로 화물통행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에는 화물통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료활용 및 분석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 통행분포모형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프라타
모형의 적용 사례가 많고,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중력모형
의 적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
절한 통행분포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의 경우 마스터플랜 사업이
기 시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마스터플랜 사업에서 개발된 모형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1>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통행분포 추천모형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가. 마스터플랜

1. 국가 단위

대상시설

추천모형

종합교통

프라타 모형

도로/ITS

프라타 모형

철도

프라타 모형

나. 타당성조사
가. 마스터플랜
2. 도시 단위

종합교통

중력 모형

도로/ITS

중력 모형

대중교통

중력 모형

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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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선택모형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사용된 수단선택 모형에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
서는 집계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사례가 많고,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비
집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 집계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로와 철도뿐 아니라 항공, 내륙수운,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존에만 존재하는 교통수단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는 나뭇가지 구조방식의 네스티드 로짓 모형(NLM,
Nested Logit Model)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수단선택모형을 적용하여 선택확률
을 산정할 것을 추천한다.

<표 12>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수단선택 추천모형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대상시설

마스터플랜

종합교통

국가 단위

도로/ITS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철도

종합교통
도로/ITS

타당성조사

대중교통

추천모형
- 기본모형: 집계형 NLM
-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불필요
- 기본 모형: 집계형 NLM 혹은 비집계형 MNL
-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 기본모형: 비집계형 MNL
-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불필요
-기본모형: 비집계형 MNL
-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주: NLM: Nested Logit Model, MNL: Multinominal Logit Model, ILM: Incremental Logit Model,
ALM: Additive Logit Model

- 통행배정모형
국내에서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보통 도로부문에는 이용자 균형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한다.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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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통량-지체 함수로 미국 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에서 개발한
‘BPR 함수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링크 자유통행시간과 링크용량은 네트워
크 속성을 통해 산정할 수 있지만 BPR 수식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 와
는 개발도상국 현지 여건에 맞게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현지에 맞는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에서
교통량 관측조사와 통행속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입
수된 관측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BPR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
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 지원으로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교
통량-지체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산정하려 시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향후 글로벌 교통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지향형 교통량-지체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통행배정(transit assignment)은 국내에서는 emme3에서 제공하는
최적전략(optimal strategy) 통행배정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통행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분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변수를 분석할 수 있고, 분석성능이 우수한 프로그
램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교통정책 외에도, 대중교통의 요금체계를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자 하는 교통정책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정책 등 소프트 정책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수요
분석 프로그램 선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4)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방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은 분석과정이나 추정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분석가의 주관적 관점과 가
정에 따라 수요분석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교통
사업의 수요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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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가 필요하다.
적정성 검토항목과 검토사항은 앞서 제시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개
선방안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사업개요, 기초자료분석, 관련계획, 교통수요분
석, 자료입력값 등 대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대항목은 중항목과 소항목
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술하였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적정성 검토는 발주처에서 대상 교통사업의 수
요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3>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항목
- 사업 추진배경
- 사업개요

- 사업 추진배경이 타당한가?
- 사업개요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기준연도
목표연도
분석 영향권
내용적 범위
과업수행절차

-

교통현황

-

도로망 및 대중교통망 현황
노측면접 자료
교통량 자료
통행속도
대중교통 운영/이용 현황

-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교통조사 표본율은 적절한가?
- 통계자료의 출처가 명확한가?
- 노측조사/교통량 관측 지점도가 제시되었는가?
- 교통수요분석 입력자료로 충분한가?

사회경제
지표 현황

-

인구지표
경제지표
교통지표
기타

-

상위계획

-

국가
지역
도시
기타

-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 구체적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개발계획

- 택지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계획
- 기타 관련계획

-

교통계획

- 도로시설
- 대중교통시설
- 기타

-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연구배경
사업
개요

시간범위
공간범위
내용범위

기초
자료

관련
계획

검토사항

단위 상위계획
단위 상위계획
단위 상위계획
상위계획

기준연도 설정이 적절한가?
목표연도 설정이 적절한가?
영향권 설정이 적정한가?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과업수행절차가 제시되었는가?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추세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통계자료의 출처가 명확한가?
존별 자료수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구체적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통행발생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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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 항목<표 계속>
검토항목

검토사항

- 존 설정
- 존 세분화

- 존 설정은 적정한가?
- 존 내역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존 세분화 방법은 적절한가?

- 기준연도 O/D 자료

- O/D 자료 생성 방법은 적절한가?
- 기존 O/D 자료 출처는 적절한가?

기준연도
네트워크

- 기준연도 네트워크

- 존 세분화에 맞게 적정하게 구축되었는가?
- 링크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도로속성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대중교통 운영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사회경제
지표 예측

- 예측 방법 및 결과
- 기존 결과와의 비교

- 예측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 기존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는가?

통행발생

- 통행발생 모형식
- 통행발생량 및 증가율
- 유사사업 결과치와의 비교

-

통행분포

- 통행분포 모형식
- 통행분포 대존 간 O/D

-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수단선택

- 수단선택 모형식
-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
- 신규 교통수단

-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통행시간/통행비용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 신규 교통수단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통행배정

- 링크 용량 및 초기속도
- 통행배정 모형식
-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 적절한 모형식을 적용하고 있는가?
- 적절한 교통량-지체함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 링크용량과 초기속도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오차정산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화물통행
(국가)

- 품목별 O/D
- 수단별 적재용량
- 수단선택모형

- 화물품목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화물 O/D 자료 생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화물품목별 수단선택모형은 제시하고 있는가?

- 차종별 PCU 단위
- 차종별재차인원
- 통행시간가치

-

존 체계

기준연도
O/D 자료

교통
수요
분석

자료입력값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장래 관련계획을 반영하였는가?
사회경제지표 증가율과 비교하였는가?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입력자료값을 제시하고 있는가?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유사사업 입력자료값과 비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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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및 교통자료 관리방안
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방안
국내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을 발주하는 주요기관은 KOICA, EDCF, 국토교
통부, KIND이다. 4개 기관 중 EDCF에서만 타당성조사 지침을 갖추고 있고
다른 기관은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지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
로 수요분석과 사업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지침 기준에 따라 판단
할 수 없고 분석가 관점과 전제에 따라 수요분석과 사업평가의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요분석과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ICA는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은 물론 타당성조사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항목이 보고서 상에 기술되어 있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지만,2) 수요분석과 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KOICA가 안고 있는 현
안과제로는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이 없어 분석 방법 및 과정의 객관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기 수행사업의 자료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 수요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다는 점, 주도적으로 교통사업을 발
굴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
침을 적용하면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사업에
기존자료를 최대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요분석 결과의 적정
성을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개발도상국 현지의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
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DCF는 타당성조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내용이 빈약하여 지침으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또한 수요분석 결

2) KOICA, KOICA 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를 위한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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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기 수행사업의 자료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현안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을 개선함으로
지침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 수행사업에서 축적된 자료를 유사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
하고 분석결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KOICA와 유사하게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부터 타당성조사 사
업까지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부재하여
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요분석 결과에 대
한 적정성 검토도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 수행사업의 자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교
통사업 중 수원국 요청으로 신속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사업의 경우에도 지
침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안과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침은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
성을 확보하고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KIND는 KOICA, EDCF, 국토교통부와는 다르게 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
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수반되는 수요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바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함으로
수요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글로벌 교통자료 관리방안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통
자료 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교통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교통DB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면 활용성과 효과성
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글로벌 교통DB를 효율적으
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입수하여 통합관
리하도록 한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발주기관인 KOICA, EDCF,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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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는 해마다 20여 건의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200억 원의 예산이 글로벌 교통사업의 마스터플랜이나 타당
성조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
된 자료는 매우 유용한 교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기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입수된 교통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유사사업에 활
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중소도시에 교통조사 예산을 확대하여 교통자료를 구축
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 대도시는 JICA, ADB, WB 등의
국제기구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 간 교통인프라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
에 국내 ODA 예산으로 이러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갖고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한계
가 있다. JICA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PT 조사 등 다양한 교통조
사를 시행하여 상세한 교통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교통사업을 발
굴하고 단계적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JICA에서 구축해
놓은 교통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적인 교통사업 발굴 및 추진
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타 원조기관에서 선점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에 역점을 두어 주도권을 갖고 교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도
상국 중소도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S, BRT 사업 등의 개발수요가 크기 때
문에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중점대상국의 교통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점
대상국 이외의 국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에 우선권을 두고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의 교통DB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를 매칭하여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추진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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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대상국으로 확대하여 교통DB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통신자료나 내비게이션 자료 등 교통기술 및 빅데이터의 활
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교통조사
를 통해 교통DB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기술
및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입예산을 절감하면서 신뢰성 있는 교통DB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빅데이터 구매를 위한 별
도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융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현재 국내 법령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교통수요분석에 대한 내용을 직
접적으로 관할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외 건설업 대상 타당성 평가의 세부내용
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사업성 분석이나 타당
성 조사의 내용도 구체적 방법론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내용을
활용한 법령 개선사항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분석을 관할하
는 법제도가 미비한 것은 과거 국내의 경험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교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내 교통사업에서도 교통조사와 교통수요분석 등 타당성 평가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IMF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일환으로
시작된 전국교통조사사업의 정례화와 함께 교통시설의 종합적 계획과 광범위
한 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과정이 일괄적으로 교체법을 통해 법령화 되었다.
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또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통해 교통조사
의 활용 및 교통수요분석과정의 표준적 절차가 확립되었다. 물론 국내의 경우
와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이 가진 공간적·분
석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특정 법령에서 관할하도록 주문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ODA 교통사업 또는 그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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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 교통 민자사업이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
요분석 과정을 관할하는 국내 법제도와 표준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건설 사업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해외건설촉진법」의 시행령
19조의5 제2항을 보다 실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 시행령은 타
당성조사의 결과만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실
질적 자료정보의 구축을 위해서 그 내용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표 14>
와 같이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동법 시행령의 앞선 구절의 현지 정보
와 자료 등을 포함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으로 관할
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타당성 평가기관
선정 등을 기술한 제10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지침의 마련을 추가하는 것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조사 기관에
따라 수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

<표 14> 관련 법령 개선안
관련법

개선 전

개선 후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5(해외
공사 관련 정보)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자료 및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합
리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타당성 조사 지침을 고시하여
야 한다.

해외인프라개발
사업발굴및관리에
관한지침
제10조(타당성
평가 기관 선정 등)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및관리에관한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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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 제언
글로벌 교통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침을
개선하고, 법제도를 마련하여 활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교통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용역을 통한 지침이 마련되면, 글
로벌 교통사업 시행자는 교통수요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발주기
관은 수요분석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침 개발과 함께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한 교통자료를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교통자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교통수
요분석용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통사업은 단순한 보고서 파일의 보관 수준이 아니라 교통수요분석용 자료를
관리하여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핵심 플랫폼으로
하되, 분야별 분석용 자료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구축하고 관리하여 해외건설
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관
리운영으로 자료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후속 유사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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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신(新)남·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나
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ODA통계에 따르면, 2010년 1,173백
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7년 2,201백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하였다.1) 이
러한 정책기조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조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다양한 원조사업이 형성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ODA
사업이 추진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나
아가 선정된 사업의 적정한 원조규모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
계화된 글로벌 사업의 수요분석과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이 요구된다.
원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민간기업의 글로벌 시장 수주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1)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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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KIND)를 2018년에
신설하였다. KIND의 주요 기능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KIND가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
업은 원칙적으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을 취하
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규 글로벌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주도의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ODA 예산 증가로 글로벌 교통사업이 활성화되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와 수요분석 결과
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ODA사업
의 경우에는 적정한 교통 인프라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PPP사업의 경우에는
글로벌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글로벌 교
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통사업 분석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
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
하 EDCF)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이 있지만 국내 지침을 단순화하여 제
공하고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표준지침이 미흡하
기 때문에 교통조사, 수요분석, 사업평가 방법이 국가별로 혹은 사업유형별로
상이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에 제약이 뒤따른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사
업 추진을 위해, 또한 글로벌 민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요분석 및 사
업평가 결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기존 표준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표준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교통
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을 개선함으로 수원국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하고 글로벌 교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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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교통
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에 따른 교통자료 구축 및 분석 방법을 체계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교통사
업의 수요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는 교통사업 수요분석에 요구되는 글로벌 교통자료의 구축 및 통합관
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수원국 현지 특성
상 교통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통자료
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신규 사업 발굴 및 효율적 교통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글로벌 교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이란 용어는 원래 세계 모
든 국가를 지칭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글로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ODA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원국에 한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글로
벌 교통사업은 ODA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원국의 교통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내 교통분야의 ODA사업은 통상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2), EDCF3),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
다. KOICA와 국토교통부4) ODA사업은 무상원조로 추진되는 반면, EDCF 사
2) KOICA는 1991년에설립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및우호협력관계증진, 국제사회
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목적에기반을두고있다. (KOICA홈페이지, http://www.koica.go.kr(2020.05.31.))
3) EDCF는 1987년부터시행되었으며개발도상국의산업화및경제발전을지원하고한국과이들국가간경제교류
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을 의미한다. (ODA통합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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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유상원조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KOICA, EDCF, 국
토교통부의 유무상 ODA 사업을 주요 대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KIND에서 추진하는 PPP사업도 ‘부분적으로’ 본 연구 대상사업에 포
함된다. KIND에서 주도하는 PPP사업은 수원국에 국한하지 않는다. PPP사업
의 특성상 분석 방법 및 내용이 ODA사업보다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사업 타
당성이 중요하다 보니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등 여러 요인을 치밀하
게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준지침이 KIND주도의 민
간사업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등 원조 대상국에
서 추진되는 PPP사업은 ODA사업과 공통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성과를 일부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KIND에서 추진
하는 PPP사업도 ‘부분적으로’ 본 연구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등 원조대상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와 다르게 자료 입수나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최선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지침 관련 문헌이나 자료를 검토하여 표준지침 마
련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KOICA, EDCF 등 국내 원조기관은 물론 다자간개
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나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에서 제공하는 문헌이나 자료
를 활용한다.
둘째,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의 사례 분석을 시행한다. KOICA, EDCF, 국토
교통부, KIND 등에서 수행한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사례를 선정하여 교통자료

4) 국토교통부 주관 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통, 신도시,
물 산업 등 한국형 인프라 ODA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후속사업 연계 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초청연수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83(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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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방법 등에 대한 특징 및 현안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사전/사후 평가 비교에 따른 수요분석 비교 및 오차 원인 등도 검토하도록 한다.
셋째,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적용지침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링크교
통량에서 O/D 교통량을 추정하는 개략적 교통분석모형(Simplified Transport
Model)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실무 적용 지침 등을 제시한다.
넷째, 글로벌 교통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교
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등을 설정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등 수원
국 현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시행한
다. 이를 통해 실무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점, 현행 지침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
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성과 및 보고서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6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선행연구
와의 차별성 등을 논한다.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현황 및
과제를 검토한다.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과 수요분석의 특징을 분석하여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현안과제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 지침의 특
징을 검토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통자료의 구축방안에 대해 논하고,
교통수요모형의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또한 교통수요모형에서 산출된 교통수
요분석 결과의 검증방안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글로벌 교통자료 및 분석지침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교통자료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성과를 글로벌 교통사업에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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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기술한다.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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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개발도상국의 현황분석,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선진국
교통사업 투자평가, 국제협력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지형 외(2011)5)는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이하 TOD)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흥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TOD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진수
외(2011)6)는 철도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오재학 외(2013)7)는 글로벌
교통사업 투자평가 지침 개발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편익산정
을 위해 반영하고 있는 편익항목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진광성 외(2014)8)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통한 국제협력 강
화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KSP 사업을 위한 기
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훈기 외(2014)9)는 ODA와 PPP를 연계하여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교통사업 사례분석 및 국내외 지침연구를 검토하고, 여
기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5) 박지형, 성현곤, 황보희(2011),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문진수, 김덕광(2011),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7) 오재학 외(2013), 글로벌 교통사업 투자평가지침 개발: 1단계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8) 진광성, 권영인, 이훈기(2014), 교통부문 국제협력사업 체계화 연구- KSP 사업과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9) 이훈기, 김희경, 조용훈(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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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아시아대도시권의대중교통중심개발
(TOD) 효과분석및종합편익 산정에관한연
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 ): 박지형, 성현곤, 황보희(2011)
1 - 연구목적: TOD 개발 시 종합적 편익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TOD 적용 의사 결정에
필요한실증적증거제시및신흥아시아개발
도상국가에 적합한 TOD 적용방안 도출

- 문헌조사
- 통계및계량경제학적분석
- 국가간 TOD 효과경제성
비교분석

- 국내외 TOD 정책동향및아시아대
도시 특성분석
- 서울 대도시권 TOD 통행행태 효과
분석
- 서울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 분석
- 방콕 대도시권 통행행태 효과 분석
과 비교
- 마닐라 대도시권 TOD 종합편익분
석과 비교

- 과제명: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 ): 문진수·김덕광(2011)
- 연구목적: 해외 철도사업의 동향을분석하고,
애로사항및여건 진단등을 통하여우리나라
2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
략과 세부 추진방안 제시

- 문헌조사
- 국외세미나참석통한동
향 파악
-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
- 해외 철도사업 경험이 있
는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 SWOT 분석

- 해외 철도시장 현황과 동향
- 우리나라철도산업해외진출여건진단
- 우리나라철도산업해외진출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시

주
요
선
- 과제명: 글로벌 교통사업 투자평가지침 개발: - 문헌조사
- 글로벌 교통투자 현황과 전망
행
1단계 연구
- 전문가 자문
- 국내외교통사업투자평가체계분석
연
- 연구자년도
( ): 오재학 외 3인(2013)
- 통계및계량경제학적분석 - 글로벌교통사업투자평가지침평가
3
- 연구목적: 국가 수준별로 적용가능한 투자평
요인 및 방법론 검토
구
가지침 개방방안 제시

- 글로벌투자평가지침구성체계개
발/검증

- 과제명: 교통부문 국제협력사업체계화연구- - 문헌조사를통한동향분석
KSP 사업과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 외부 전문가 자문
- 연구자년도
( ): 진광성·권영인·이훈기(2014)
4 - 연구목적: 한국이보유하고있는교통관련정
책과기술분야의 KSP 사업을수행하는데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수립, 교통부문국제
협력사업의 기본방향 정립
- 과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
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 이훈기·김희경·조용훈(2014)
5 - 연구목적: ODA와 PPP를 연계하여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
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동향
- 신흥국가들과의교통부문국제협력
사업 방향 수립
- 해외 교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 문헌조사
- 선진공여국의 ODA와 PPP 연계 사
- 해외 ODA 및 PPP 사업전 례분석
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 - ODA와 PPP 연계 이론적 검토
상으로 한 설문조사
- ODA와 PPP 연계 전문가 설문조사
- ODA와 PPP 연계사업의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 문헌조사
하기 위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 통계분석
본
개선방안 제시
- 외부 전문가 자문
연구 - 교통사업 수요분석에 요구되는 글로벌 교통
자료의 구축 및 통합관리 방안 제시

- 글로벌 교통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
제점 검토
-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
선방향 제시
- 글로벌교통자료수집및관리방안제시
- 글로벌교통사업수요분석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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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1. 교통분야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ODA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원국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원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교통사업은
ODA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ODA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교통
사업도 이와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2010년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ODA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31백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7년 2,288백만 달
러로 연평균 12.1%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분야에 초점을 맞추면 2007년 54백
만 달러에서 2017년 210백만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은 14.5%로 증가하였으며,
ODA 총액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교통분야의 ODA 규모는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다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통분야 유상원조는 도로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가
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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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사업이 부각되면서 도로사업 개발수요가 감소하고 도시교통이나 철도사
업의 개발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나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과 같은 MDB는 도로사업에 편
중되었던 지원 비중을 철도와 도시교통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
적으로 교통분야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지
속가능한 원조개발 기조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교통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면 향
후 교통분야에 대한 ODA 규모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대적
원조기조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사업 개발
을 위해서는 교통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 수행이 요구되는 바, 이를 체계
적으로 또한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지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우리나라 ODA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연평균증가율

ODA 총액

731

850

1,369

1,820

1,995

2,288

12.1

교통분야

54

89

241

256

222

210

14.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2020.06.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2020.06.02.)

<그림 2-1> 우리나라의 ODA 규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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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PPP 사업 확대
글로벌 시장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사업 수주
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기업의 수주실적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내기업의 수주금액은 현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수주건수는 변화가 없지만 수주금액은 급격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중
국과 일본 등 경쟁국은 자국의 지원정책과 공격적인 해외진출 전략으로 글로
벌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글로벌 시장 환경으로 국내기업
은 글로벌 사업 수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
유를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2020.06.01.)

<그림 2-2> 전체 수주금액과 수주건수

교통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교통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토목분야의
수주실적은 2013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기업의 수주실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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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2020.06.01.)

<그림 2-3> 토목분야의 수주금액과 수주건수

국내기업의 저조한 수주실적과는 달리, 글로벌 인프라 투자규모는 2012년
다소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료: World Bank, “PPI 사업 관련 통계”, http://ppi.worldbank.org/(2020.06.01.); 이상민 외(2019) 재인용

<그림 2-4> 글로벌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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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인프라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1997년에 밀어닥친 아시아 경제
위기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
으로 2016년에 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로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원조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철도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도 PPP제도가 정비되고, PPP 사업에
대한 정부 보증이나 지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통인프라 투자규모 확대라는 결과
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World Bank, “PPI 사업 관련 통계”, http://ppi.worldbank.org/(2020.06.01.); 이상민 외(2019) 재인용

<그림 2-5> 글로벌 교통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실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2018
년에 KIND를 설립하였다. KIND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PPP 사업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타당성조
사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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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가. KOICA
KOICA는 우리나라에서 수원국에 지원하는 ODA 사업 중 무상원조 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KOICA의 ODA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366.7백만 달러였던 ODA 규모는 2018년 617.5백만 달러까
지 늘어났다. 다만 사업건수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는
데, 이는 사업 분류기준의 변경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09
년에서 2014년 사이에 ODA 사업건수는 증가하였다가, 2015년 이후 일정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그림 2-6> KOICA의 ODA 사업 추진현황
<표 2-2> KOICA의 ODA 사업 추진현황
구분

(단위: 백만 달러, 건)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사업금액

366.7

532.6

501.2

570.2

597.9

617.5

사업건수

2,872

4,350

6,014

7,726

2,804

2,998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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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에서 시행한 교통분야 ODA 사업금액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
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교통분야 ODA
사업건수도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는 점, 국토교
통부의 ODA 사업이 KOICA의 교통분야 ODA 사업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ICA는 수원국에 필요한 교통분야
ODA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교
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조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그림 2-7> KOICA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표 2-3> KOICA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구 분

(단위: 백만 달러, 건)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사업금액

5.4

10.4

15.8

18.2

16.8

9.1

사업건수

20

121

138

125

139

125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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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DCF
EDCF는 ODA 사업의 유상원조를 주로 담당하고, 유상원조로 추진되는 대
부분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이용수요와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원조규모를 결정한다.
EDCF에서 집행하는 ODA 사업금액과 사업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OECD 통계에 따르면 EDCF의 사업금액은 2009년 347.3백만 달러에서
2018년 814.3백만 달러로 2.3배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건수도
2009년 98건에서 2018년 155건으로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그림 2-8> EDCF의 ODA 현황
<표 2-4> EDCF ODA 현황
구 분

(단위: 백만 달러, 건)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사업금액

347.3

442.3

604.7

619.4

718.3

814.3

사업건수

98

104

119

129

149

155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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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에서 교통분야에 투입하는 ODA 사업규모는 2010년 DAC에 가입한
이후 사업금액과 사업건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EDCF의 교통분
야 ODA 사업규모는 285.3백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고, 사업
건수도 같은 기간에 15건에서 28건으로 2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
다. 2019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를 신설하여 수원국에 필요한 ODA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
것이 성과로 이어진다면 교통분야를 포함한 유무상원조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그림 2-9> EDCF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표 2-5> EDCF의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구 분

(단위: 백만 달러, 건)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사업금액

114.4

141.2

234.9

225.5

256.9

285.3

사업건수

15

21

29

27

32

28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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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국토교통 ODA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제개발협
력 종합시행계획10)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양자 간 국토교통
ODA 금액은 2015년 56.7억 원에서 2019년 156.8억 원으로 3배 가깝게 증가
하였으며, 사업 건수는 2015년 11건에서 2018년 18건까지 늘어났으나 2019
년에는 1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사업금액은 증가하나 사업건수는 감소하
는 이유는 사업 1건에 배정되는 사업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마
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마스터플랜이나 타
당성조사에 시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1개 사업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2016,2017,2018,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을 토대로 저자작성

<그림 2-10> 국토교통부 ODA 현황
<표 2-6> 국토교통부 ODA 현황

(단위: 억 원,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금액

56.7

63.7

127.7

127.7

155.3

사업건수

11

11

14

18

12

주: 양자 간 ODA에 한정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2016,2017,2018,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을 토대로 저자작성

10) 관계부처합동(2015,2016,2017,2018,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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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교통과 토지정보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의 경우 2018년까지 전체 ODA 규모 대비 20~30%의 비중으로
점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 들어와서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국토교통 ODA
사업에서 교통분야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도로, 철도, 도시교통,
ITS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2016,2017,2018,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을 토대로 저자작성

<그림 2-11> 국토교통부 ODA 분야별 현황

라. KIND
2018년에 KIND가 설립된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PPP 사업
을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 KIN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총 23건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가 39.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분야가 30.4%로 뒤를 잇고 있다.
23건의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94.2억 원으로 평균 타당성조
사 1건당 4.1억 원 정도가 배정되고 있다. PPP 사업은 민간부문의 막대한 자
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ODA 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
구되며,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PPP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할 필요
가 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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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KIND에서 수행하고 있는 PPP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분석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분석결과의 신뢰
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KIND 내부자료 토대로 저자작성

<그림 2-12> KIND의 교통분야 타당성조사 비중

KIND는 PPP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KIND에서 발굴한 PPP 사업에 민
간기업과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PPP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
하여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이 요구되
며, 더불어 PPP 사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방안이 요구된다.
Availability Payment(이하 AP)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방식의 사업계약 확대,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축
소, 용지매수에 대한 대상정부의 지원 등 PPP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KIND 내부 방침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평가 시에도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
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2장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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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PPP 사업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KIND의 내부방침
범주

설명

수익

주무관청과 AP(Availability Payment) 또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계약을 하여 수요 감소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환율 인플레이션
리스크

수익의 일정 부분은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고려해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용지 매수

용지 매수는 원만한 처리와 비용효율을 위해 투자자가 아닌 주무관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권장한다.

건설업 면허와
인허가

건설업 면허와 인허가는 주무관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법 개정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 또는 관세
조정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

계약해지

중도 계약 해지시 투자자가 받을 수익과 미지급 채무 잔액의 적절한 보상
은 계약 기관이나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

불가항력

정치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관이 정치 불가항력 사건의 발생으로 받지
못한 기정 지급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보증

계약기관에서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정부는 연체료를 납부 의무를 인
수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부의 정식 보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 KIND 내부자료

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사례 검토
1. 기 수행 교통사업 보고서 검토
우리나라는 KOICA, EDCF,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교통 ODA 사업을 추진
해 왔다. KOICA는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 EDCF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형태의 원조지원을 해왔다. 2015년부터는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
ODA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등 국토교
통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ODA 사업 중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
성조사와 관련된 KOICA의 ODA 사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

22

석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KOICA가 지원한 교통 ODA 사업 중 최종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는 24개의
교통사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특징을 검토하였다. 24개
의 교통사업은 199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아시아 국가의 교통사
업이 주류를 이루지만 일부 중남미 교통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24개의 사업
중 15개 사업이 도로교통이고, 7개 사업이 철도교통이다. 도시교통 사업은 2개
사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후변화나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단위
의 교통사업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 단위의 원조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KOICA 자금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교통 사업에는 ITS와 대중교통 등 도시 단위
의 교통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향후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KOICA 지원 교통 ODA 사업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교통사업과 MDB(다자개발은행) 발주 사업
중 국내기업이 수주한 교통사업 보고서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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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에 활용한 KOICA 지원 교통사업
연도

국가

사업명

예산
(억 원)

199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섬 도로망 개발 타당성 조사

5.6

199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롬복섬 도로망 개발 타당성 조사

6.4

1996

중국

중국 미산-당비 간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3.2

1997

네팔

네팔 칸티 국도 개량 타당성 조사

6.7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PA라말라시 도로 건설 지원 사업

18.4

1998
2001

캄보디아

2002

네팔

2003

스리랑카

캄보디아 도로 개보수 실시설계

6.5

네팔 칸티국도 개량 실시설계 사업

9.9

스리랑카 푸탈람-트린코말리 도로 타당성 조사사업

6.7

2004 아시아 5개국 아세안 5국(태국, 미얀마)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

10.8

2004

4.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회도로 건설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2005

베트남

2005

스리랑카

2006

필리핀

2007
2009

나짱-호치민간 철도 복선화 타당성 조사 사업

4.7

스리랑카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량 실시설계 사업

8.0

필리핀 주요국도 건설 및 개선 타당성 조사

6.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27.1

베트남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사업

20.1

2009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바쿠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15.4

2011

캄보디아

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9.4

2011

파라과이

파라과이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

21.7

2012

파라과이

파라과이 국도 1,2,6,7호선 개량 타당성 조사사업

24.9

2013

미얀마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32.3

2015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 조사 사업

30.3

2015 아시아 2개국 라오스-베트남 연결철도타당성 조사 사업

19.5

2016

라오스

라오스 아시안하이웨이 라오스구간 개량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31.2

2016

몽골

몽골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을 위한 MP 수립사업

27.8

자료: KOICA 도서관, 각 사업별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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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지원 24개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교통수요분석 특징을 개략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에서 수집된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통수요분
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기초자료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석모형 구축과 신뢰
성 있는 결과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교통조사에 투입된 비용과 시간이 제한적이다. 현황 파악 및 모형 구
축을 위해 교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통조사의 내용을 보면 투입되는 비
용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
사에서 교통조사를 위한 예산이 작게 책정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교
통자료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통조사에 대한 예
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주체에 따라 분석방법에 격차가 크다. 분석방법은 현지 사정, 사
용가능한 자료, 예산제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교통사업에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석방법
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해외 보고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24개 교통사업 보고서를 들여
다보면 MDB나 JICA에서 기 수행된 교통사업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하
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현지 사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지 않고 국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매우 많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입력자료와 적용방법을 고안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자료 및 보고서 효율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KOICA 지원 교통사업 보고서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동일 국가의 유사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존에 구축된 교통자료
를 활용할 수 없어 예산 낭비, 성과 향상 곤란, 이중 작업 등의 비합리성 문제
가 발생한다. 교통자료 및 보고서의 효율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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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 수행 교통사업 보고서의 분석항목별 활용빈도
항목

이용자료/분석방법

사
회
경
제
자
료

인구

MP

FS

MP

FS

++

++

++

++

--

--

+

+

GRDP

++

++

-

-

차량등록대수

-

-

-

-

화물수요 관련 지표

-

-

--

--

PT 조사

--

--

--

--

노측 O/D 조사

++

+

++

+

관측교통량

++

++

++

++

O
/
D
기존 자료 有

품목별 화물수요

-

--

--

--

PT 조사

--

--

--

--

노측 O/D 조사

+

-

+

-

관측교통량

++

++

++

++

품목별 화물수요

-

--

--

--

+

+

+

+

국내 지침 적용

+

+

+

+

기존 보고서

+

+

+

+

자체 산정

-

-

-

-

원단위법

-

-

-

-

회귀분석모형

++

++

++

++

중력모형

+

-

+

-

GIS 자료
용량 및
초기속도
발생모형(4단계)
분포모형(4단계)

교
통
수
요
모
형

도시

고용자수/학생자수

기존 자료 無

네
트
워
크

국가

수단선택(4단계)

통행배정(4단계)

Fratar 모형

+

+

+

+

집계형 모형

-

-

-

-

비집계형(로짓)

+

+

+

+

SP 모형

-

-

+

+

Equilibrium

++

++

++

++

Incremental

--

--

--

--

Transit 통행배정

+

-

+

+

-

-

--

--

직접수요모형
통행시간
지체함수
통행시간가치

BPR

++

++

++

++

QV함수식

--

--

--

--

임금률법

-

-

-

-

로짓모형

-

-

+

+

기존 보고서

++

++

++

++

주: -- 매우 낮음, - 낮음, + 높음,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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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지표 자료
교통수요는 사회경제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수요’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의 특성 때문에 사회경제지표는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통행발생량과 통행유입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행발생과 통행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를
적절히 선정하여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형에 반영되는 설명변수가 많아질수록 대체로 모형의 현실묘사력은 개선
된다. 따라서 통행의 발생과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는 설명변
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모형에 반영되는 설명변수가 너무 많아
져 모형이 복잡해지면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의 장래값을 예측하
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모형의 예측오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형의 복잡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의 장래값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자료: 太田勝敏(1991), 交通システム計画 , p. 187, 技術書院.

<그림 2-13> 모형의 복잡성과 예측오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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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복잡성과 예측오차 관계를 토대로 기 수행된 교통분야 ODA 사업에
활용된 사회경제지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석모형에 사용된 사회경제지표가 매우 제한적이다. 인구는 가장 기초
적인 사회경제지표로 모든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인구를 제외
한 사회경제지표로 GDP는 국가 단위의 분석에 자주 사용되고, 고용자수와 학생
자수는 도시 단위의 분석에 종종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는 모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 차량등록대수가 수단선택모
형에 활용되고 있다. 모형에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석
모형의 현실묘사성은 떨어지고, 예측오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교통DB(이하 KTDB)에
서 구축한 수도권의 통행발생모형에서는 통행을 통행목적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사
회경제지표를 고려하고 있으며, 전국 여객의 경우에도 통행발생모형에 다양한 사회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ODA 사업으로 수행된 교통사업의 분석모형과 비
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구조가 단순할 수밖에 없지만 예측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0> 국내 수도권 통행발생모형에 활용되는 사회경제지표
목적 구분
가정기반 통근통행

가정기반 학원통행
가정기반 쇼핑통행

발생모형
취업자수
7~18세 인구
19~23세 인구
7~23세 인구(학령인구)
15세 이상 인구, 소득

가정기반 기타통행

15세 이상 인구

비가정기반 업무통행

총 종사자수
3차산업 종사자수
총 수용학생수
3차산업 종사자수
총 수용학생수

가정기반 통학통행
가정
기반

비가정
기반

비가정기반 쇼핑통행
비가정기반 기타통행

유인모형
총 종사자수
총 수용학생수
학원관련 종사자수
3차산업 종사자수
3차산업 종사자수
총 수용학생수
총 종사자수
3차산업 종사자수
3차산업 종사자수
총 수용학생수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제2권,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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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전국 여객 통행발생모형에 사용한 사회경제지표
목적

발생모형

유인모형

총인구
취업자수
5~24세 인구
5~19세 인구
총인구
총 종사자수
총인구
총 종사자수
15세 이상 인구

총인구
종사자수
초중고 수용 학생수
초중고 수용 학생수, 대학생수
총인구
총 종사자수
총인구
총 종사자수
15세 이상 인구

귀가

총인구
총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초중고 수용 학생수
총 종사자수 + 초중고 수용 학생수

총인구
취업자수

여가

총인구
취업자수

총인구
취업자수
총 종사자수

기타

총인구
총 종사자수

총인구
학원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출근
등교
업무
쇼핑

주: 6대 광역권 제외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9),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제2권, p. 147.

둘째, 수원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장래 사회경제 목표치와의 괴리이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매우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장래 사
회경제지표를 예측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산출된 장래 사회경제지표는 과다
추정되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다 추정된 값을 적용하면 장래 교통
수요도 당연히 부풀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예로 베트남 다낭시의 경우 2017
년 기준 거주인구가 100만 명을 조금 넘지만 다낭시 예측치에 따르면 2020년
거주인구는 160만 명, 2030년 거주인구는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11) 과거 인구증가 추이와 비교할 때 이러한 인구증가는 현실적으로

11) 한국수출입은행(2019),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 계획 및 운영 지원 ,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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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 어렵지만 다낭시는 모든 계획에 다낭시에서 제시한 장래 사회경제지
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낭시 사례 외에도 기 수행 교통사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예측오차를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장래 교통수요를 제
시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
치를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화물수요와 관련되는 사회경제지표 활용이 미흡하다. 국가 단위의 교
통분석에서 화물수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화물수요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1개 교통사업을 대상
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는 화물차 등 차량 단위로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때문에
품목별 화물수요 분석 필요성이 낮아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지표 활용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은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품목별 화물수요 구축이 요구된다.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 복선화
타당성조사12)와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조사13)는 품
목별 화물수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업은 일본 JICA에서 수행한
VITRANSS14)의 교통자료와 분석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VITRANSS에서는
화물 품목을 13개 품목으로 구분하여15) 각 존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화물수요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
조차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 화물실태조사를 실시하여도 화물의 움직임을 정확
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화물수요 분석모형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
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물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정립과 함
께 이에 필요한 교통자료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13)
14)
15)

KOICA(2006), 베트남 나짱~호치민 철도복선화 타당성조사 사업
KOICA(2007), 베트남 하노이~빙 철도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조사 사업
JICA(2000), VIETNAM National Transport Strategy Study(VITRANSS), p. 2-1.
VITRANSS에서는 ①Rice and Other Food Crops, ②Sugar, ③Wood, ④Industrial Crops, ⑤
Fishery Products, ⑥Animal Meat, ⑦Steel, ⑧Construction Materials, ⑨Cement/Clinker, ⑩
Fertilizer, ⑪Coal and Other Mining, ⑫Crude Oil and Refined Oil, ⑬Manufacturing Goods
등 13개 품목으로 화물수요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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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 자료
O/D 자료는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장원재(2009)16)
는 O/D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를 통한 전수화 방법, 통행발생/통행분
포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 관측교통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12> 기종점 통행량 추정방법론 비교
방법

개요

장단점

가구통행
실태조사
기반

가구 단위의 방문조사를 통해
가구특성과 통행특성을 표본조
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수화

결과물의 신뢰도는 높으나 비
용이 많이 들고 비일상통행의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음

노축조사
기반

존 경계에서 면접을 통해 표본
조사한 후 이를 전수화

조사 자체가 어렵고 비용도 비교
적 많이 소요됨. 비일상적 장거리
통행에 대한 조사가 용이함

통행발생·분포모형 이용

존별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
여 발생/도착량을 추정하고 중
력모형과 같은 분포모형을 이
용하여 기종점 통행량을 산출

비용이 저렴하나 개략적인 추
정에 그침

관측 교통량 및
통행배정모형 이용

관측교통량을 이용하여 기종점
통행량을 추정. 기존 O/D(prior
O/D)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O/D의 패턴을 유지하도록 조정
할 수 있음

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프라가 갖
추어진 경우 비용이 매우 저렴.
링크에서의 관측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 간의 차이가 작게 나타남.
기존 O/D의 이용이 바람직하며
기존 O/D의 정도에 따라 결과물
의 차이가 큼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전수화하는
방법

자료: 장원재(2009), 통과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p. 4.

기 수행 사업에서는 통행발생/통행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O/D 자료를 구축
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O/D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
렴하지만 구축된 O/D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채택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건설협회의 해외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는

16) 장원재(2009), 통과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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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을 제외하면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의 O/D 자료 구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3>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의 O/D 구축 유형
O/D 구축 유형

기
존
자
료
無

기
존
자
료
有

특징

1-

PT 조사 시행

- 도시 단위에 적용
- 국내의 글로벌 교통사업에 적용한 사례 부재

1-

노측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용사례 다수 존재
- 조사 위치 및 지점개소 등에 대한 지침 미흡

1-

노측 O/D + 관측교통량
+ Gradient 방법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일부 적용 사례 존재
- Gradient 방법의 O/D 신뢰도 제고 검토 필요

2-

기존 O/D 그대로 활용

- 일부 적용 사례 존재
- 기존 O/D 구축 시점과 분석 시점 사이의 변화 미반영

2-

기존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다수 적용 사례 존재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주변에 교통량조사 지점 다수
- 분석가의 자의적 판단 필요

2-

기존 O/D + 노측 O/D +
관측교통량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 다수 적용사례 존재
-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주변에 교통량조사 지점 다수
- 분석가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2-

기존 O/D + 관측교통량
+ Gradient 방법

-

국가 단위 및 도시 단위 적용 가능
일부 적용 사례 존재
교통조사 비용 절감
Gradient 방법의 O/D 신뢰도 제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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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구축된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측 O/D와 관측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O/D 자료를 구축한다. 이 방법은 노측 O/D 자료를 토
대로 표본 O/D 자료를 만들고, 관측교통량에 맞도록 표본 O/D 자료를 전수화하
여 O/D 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 수행된 다수의 교통사업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장 큰 약점은 중복 산정(double counting) 문제이
다. 예로 출발지 A에서 목적지 B까지의 경로 상에 2개 이상의 노측 O/D 조사
지점이 존재하고 단순히 이를 합산하여 O/D 자료를 만들게 되면 동일한 통행이
중복 반영되어 O/D 자료가 과다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하고 논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수의 교통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노측
O/D 조사와 교통량조사의 조사지점을 늘리면 O/D 자료 신뢰도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이에 수반되는 조사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고려하여 적
절한 조사지점 개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노측 O/D 조사와 교통량조사에서 구축된 O/D 자료에 Gradient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O/D 자료를 추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 수
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17)과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18)
에서는 노측 O/D 자료와 관측교통량 자료를 토대로 O/D 자료를 구축한 후
Gradient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O/D 자료를 추정하고 있다. Gradient 방법을 적용
하면 앞서 언급한 중복 산정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Gradient 방법을 적용한 경우 O/D 자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에 대해
서는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점의 O/D 자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다. 기존에 구축된 O/D 자료를 보정 없이 사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분석시점의 교통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산제약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 외에 노측 O/D 자료나
관측교통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추정방법은

17) KOICA(2009),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18) KOICA(2015),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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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나 기존 O/D 자료를 반영함으로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Gradient 방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조
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다 신뢰도 높은 O/D 자료가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지원 교통 ODA 사업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PT(Person Trip) 조사, 혹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PT 조사는 대상도시 거주인구의 일정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모
든 가구원의 하루 동안의 통행행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조사비용과 분석시
간을 요한다. 국내 지원 교통 ODA 사업은 PT 조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PT 조사를 수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JICA에서 지원하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에서는 기본적으로 PT 조사19)를 수행하
여 O/D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20) JICA는 이미 개발도상국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공통적으로 PT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개
발도상국에서 JICA가 주도권을 갖고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조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원조사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원조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통
자료 구축을 위한 ODA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글로벌 교통사업 추진이 요구되
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O/D 자료 구축방법에 따른 소요비용과 신뢰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T 조사에 의한 O/D 자료는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만 신뢰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사비용을 줄이면서 O/D 자료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노측 O/D 조사, 교통량조사, Gradient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국가 단위인지 도시 단위인지에 따라, 또한 마스터플랜인지 타
당성 조사인지에 따라 적절한 구축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19) 일본 JICA에서 시행하는 PT 조사에 적게는 2400만 엔(필리핀 세부 도시교통 MP), 많게는 1억 2,500만 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교통 MP)을 투입하고 있어 교통자료 수립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20)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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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2-14> O/D 자료 구축 유형에 따른 소요비용과 신뢰도의 관계

4.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교통수요분석에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는 GIS나 구글지도 사용이
용이하지 않던 시기에는 현지 지도를 입수하여 구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
만 최근 들어오면서 개발도상국에서도 구글지도나 GIS 자료 이용이 가능해지
면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행배정 등 시뮬레이션 분석에 필요한 링크 용량이나 초기 속도를 설정하
는 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교통 ODA 사업은 링
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기 국내 지침의 값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지침
을 적용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도로상황은 교통흐름이 국
내와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내 지침에서는 동일한 위계의 도로에는 같은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
를 설정하지만, 동일한 위계의 도로라도 포장상태, 도로폭, 도로변 토지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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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같은 값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국내에서 동일한 위계의 도로는 물리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지만 개발도상국은 동일한 위계의 도로라도 구간마다 도로상
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의 경우, 특히 JICA에서 수행하는 교통사업의 경우에는 포장상태, 차
선수, 도로폭원, 여유폭,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포함하는 도로 인벤토리(Road
Inventory) 자료를 구축하고 이러한 요인을 보정계수로 하는 링크 용량 및 초기
속도 산출식에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에 사용되는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 베트남 전국 교통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VITRANASS21)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와 같은 도로용량편람22)이 구비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이 흔치 않아 적용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JICA 사업에
서는 유사국가의 HCM(Highway Capacity Manual)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다.
국내 지원 글로벌 교통사업은 국내 지침의 절차와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
문에 도로 인벤토리 자료를 바탕으로 링크 용량과 초기 속도를 설정하는 사례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전보다는 GIS 자료 입수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 도
로 인벤토리 정보를 수집 혹은 갱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교통수요분석 모형
교통수요분석 모형은 분석자료, 행태현상, 분석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집계모형
(Aggregate Model)과 비집계모형(Disaggregate Model)으로 나눌 수 있고, 행태현
상이 확률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확률형모형(Stochastic

21) JICA(2000), VIETNAM National Transport Strategy Study(VITRANSS), p. 4-10.
22) 국토해양부(2013), 도로용량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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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과 비확률적모형(Deterministic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절차
의 기준에 따라서는 동시형모형(Simultaneous Model)과 단계형모형(Sequential
Model)으로 정의할 수 있다.23)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대부분이 4단계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경우
에 따라 직접수요모형을 적용하는 사례도 일부 존재한다. 전통적인 4단계 모형은
집계-비확률-단계형 모형에 해당되지만, 4단계 과정 중 일부 단계에서는 비집계
모형과 확률형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른 명확한 분류가
어렵고, 여러 형태의 모형이 합쳐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통행행태와 사회활동의 상호의존관계를 반영한 Activity-Based
Model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Activity-Based Model은 모
형구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한다.
글로벌 교통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직접수요모형, 집계형 4단계모형, 비집
계모형을 접목한 4단계모형, Activity-Based Model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직
접수요모형은 조사와 분석비용이 적게 들지만 현실묘사 능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교통정책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분석한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글로벌 교통사업
에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Activity-Based Model은
모형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적용에는
시기상조이다. 결과적으로 비집계모형을 접목한 4단계 모형이 글로벌 교통사업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지원 교통 ODA 사업에서 직접수요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국가와 국가
를 연결하는 교통사업을 분석하는 경우24), 실시설계를 중심으로 교통수요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25),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유사사업의 분석방법을 적

23) 太田勝敏(1991), 交通システム計画 , pp. 179-183, 技術書院.
24) KOICA(2007), 아세안 5개국 철도연결 타당성조사(태국~미얀마 구간)
25) KOICA(2006), 스리랑카 빠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시개량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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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2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대상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산의 한
계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수요모형을 적용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모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표 2-14> 주요 교통수요모형의 성능 비교
시공간
표현 성능

개인/가구
특성 표현

다양한
정책 반영

계산
부하

조사
부하

비용

기술
이전

직접수요
모형

--

--

--

++

++

++

++

집계형
4단계모형

-

-

-

-

--

--

+

비집계형
4단계모형

+

+

++

-

+

-

+

ActivityBased Model

++

++

++

--

-

-

--

주: -- 매우 열악, - 열악, + 양호, ++ 매우 양호
자료: Castigilione J., Bradley M. and Gliebe J.(2015)27)를 토대로 저자작성

국내 지원 글로벌 교통사업은 대부분 4단계모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발생모형은 대부분이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모형에
사용되고 있는 설명변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자
료 입수가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으로
Home Base/Non-Home Based별 통행발생모형, 목적별 통행발생모형 등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단순한 모형에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를 다양화하여 모형
적합성과 장래 예측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통행분포모형은 중력모형과 Fratar 모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Fratar 모형보다 중력모형이 선호되는 경향이 엿보인다. 기존의 중력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중장기 계획에서 대규모 교통인프

26) KOICA(2007), 필리핀 주요국도 건설 및 개선 타당성조사
27) Castigilione J., Bradley M. and Gliebe J.(2015), Activity-Based Travel Demand Models,
SHRP 2 Report S2-C46-RR-1, T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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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충 및 신도시개발에 따른 일반화 비용의 변화가 O/D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단선택모형은 로짓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사례28)에서는
국내 지침에 따라 로짓모형의 보정더미를 산출하여 현상 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JICA 지원 교통사업에서 구축된 모형을 그
대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Nested Logit Model이
선호된다. 특징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교통수단의 교통수요를 분석하는 경우에
는 SP(Stated Preference) 조사를 통한 로짓모형을 구축하여 신규 교통수단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北村隆一 외(2002)29)는 SP 조사
의 신빙성과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30) SP 조사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통행배정모형은 사용자균형(User Equilibrium) 통행배정 모형이 주로 활용
되고 통행시간 지체함수로는 BPR 함수를 이용하고 있다. BPR 함수의 계수값
을 개발도상국에 보정 없이 활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만 특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계수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KTDB 사업에서 국내용으로 개발된 BPR 함수 계수
값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JICA 지원 교통사업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QV 함수식31)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JICA 지원 교통
사업에서도 사용자균형 통행배정 모형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8) KOICA(2011), 캄보디아 철도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 KOICA(2014), 파라과이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사업 등에서는 로짓모형의 보정더미를 산출하여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29) 北村隆一 외(2002), 交通行動の分析とモデリング-理論/モデル/調査/応用 , 技術堂出版
30) 신빙성의 문제로 응답자가 분석자의 의도에 맞게 응답하는 경우(긍정 바이어스), 이용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무제약 바이어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정당화 바이어스), 정책결정을 응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우(정책조작 바이어스)를 들고 있으며, 안정성 문제로 응답자의 피로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 저하, 최초의 응답결과가 나중에 응답한 결과에 비해 신뢰성 저하, 각각의 선택지 선택에
독립성 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31) 도로교통량(Q)과 통행속도(V)의 관계를 표현한 함수식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ncremental Trip
Assignment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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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현안과제
1. 글로벌 교통 MP/FS의 예산규모 확대 필요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는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성 있는 마스터플랜
과 타당성조사 성과는 교통분야 원조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교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마스
터플랜과 타당성조사에 적정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KOICA, EDCF, 국토교통부, KIND, ADB, JICA 등 국내외 원조기관에서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에 투입하는 예산규모를 보면, JICA에서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ADB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ICA와 국토교통부
발주 사업의 예산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외 원조기관의
예산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DCF와 KIND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배정하는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특히 KIND는 글로벌 PPP 사
업을 발굴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형의 복잡성과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고
려하면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예산이 타당성조사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기관별 MP/FS사업금액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그림 2-15> 국내외 원조기관의 글로벌 교통 MP/FS의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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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 개선 요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지원한 글로벌 교통사업의 특징으로 ①국
외 원조기구의 구축자료에 과다 의존하고 있다는 점, ②현지에 부적합한 국내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③분석 주체에 따라 접근방법 및 분석방법의 차이
가 크다는 점, ④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국내에서 작성된 글로벌 교통사업 타당성조사 지침으로는 EDCF의 지
침이 유일하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EDCF에서 마련한 타당성조사 지침은 국
내 지침32)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 수준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
로 예견된다. 교통사업의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지침의 본연의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저자작성

<그림 2-16>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 필요성

32)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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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교통자료 통합관리 시급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요분석에 채택된 모형은 이론적 및 기술적 한계보다는 자료 이용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차선의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 및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러한 교통자료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원 교통 ODA 사업에서
구축된 보고서와 교통자료는 원조사업 이후 분실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
다. 해마다 20건 이상의 교통사업 관련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교통자료만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현행 체
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교통자료가 별 쓰임새 없이 묻혀
버려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로 해외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
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글로벌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
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통합시스템에 포함되는 컨텐츠를 어떻게 입력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련되는 교통자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KOICA,
EDCF, 국토교통부, KIND의 글로벌 교통사업의 교통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론적으로 전화 기지국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O/D 자료를 구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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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관련 지침 및 연구 사례조사
1. 국내 관련 지침 및 분석방법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시 참고하는 국내 지침으로는 한국수출입은
행의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KTDB의 국가교통조사지침 및 O/D 구축방법론 등이
있다. 각 지침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상세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본 연구
에서는 교통수요분석 측면에서 EDCF 타당성조사 지침과 KDI 예비타당성조
사 지침, KTDB 지침 및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가.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33)
EDCF 지침의 목적은 “EDCF 차관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차
관(Development Project Loan) 사업의 선정 혹은 준비과정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데
있다. 타당성 조사는 EDCF의 입장에서 차관 등 유상원조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글로벌 사업의 타당

33)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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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를 위해 지침이 개발되었다.
이 지침에서 다루는 사업의 범위로는 교통분야뿐 아니라 상하수도, 수자원
개발, 폐기물, ICT, 직업훈련, 병원, 전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포함된다.
EDCF 지침 내용으로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자료수집 및 각종조사, 3)
기술적, 4) 경제적, 5) 정책적 타당성 분석과정, 그리고 6) 환경영향분석, 7)
EDCF 기타 심사항목, 8) AHP 분석에 대한 작성 및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여타
국내 지침과는 다르게 환경영향분석과 EDCF 사업심사를 위한 항목들(사업실
시기관 현황, 사업추진 준비상태, 재원조달방법, 구매계획, 토착민 이주계획,
빈곤퇴치효과 분석,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이전단
계 사업의 성과분석, 유사 ODA 지원사례 조사, 사전평가지표 설정)에 대한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중점 검토 사항이 되는 교통사업 중 도로사업을 예시로 하여 각 타당
성 조사 수행요소별 기본적인 방법과 작성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보니 교통분야 내 수요분석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도로 사업 시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와 교통수요
분석의 적용모형을 간략히 설명하는 수준이다.
도로사업 시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 목록은 <표 3-1>과 같이 정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집할 자료로는 국가 개요,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 SOC 시설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사업 수행 시 교통수요 예측관련 자
료 수집 목록으로는 해당 교통시설의 장래 이용수요 예측에 필요한 사회․경제
지표자료, 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도로망 자료, 수요분석에 필수자료
인 교통량 및 기종점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통행시간가치, 차량운행비 등의 내용도 수집할 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서는 도로사업의 교통수요예측과정을 <그림 3-1>과 같이 설명하고 있
으며, 적용할 교통수요예측모형으로 과거추세연장 또는 4단계 모형을 소개하고,
자료의 수집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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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DCF 지침상 도로사업 시 수집할 기본적 자료의 항목 및 방법 예시
구분
국가 개요
인구
토지이용
경제
SOC
시설
차량소유

-

항목
위치, 면적, 기후
지리
인구
고용자수
산업구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황
국내총생산 및 지역 총생산
수출 및 수입
산업구조

자료수집 방법
- 문헌조사(통계자료)
- 인터넷 검색

비고

- 문헌조사(통계자료)
- 인터넷 검색
- 문헌조사(정부문서)
- 현장조사

위치도 등
첨부

- 문헌조사(통계자료)
- 인터넷 검색
-

- 교통망체계
- 등록차량대수

문헌조사(정부문서)
인터넷 검색
현장조사
문헌조사(정부문서)
인터넷 검색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 p. 7.

<표 3-2> EDCF 지침상 도로사업 시 교통수요 예측 관련 수집할 자료항목 예시
구분
사회·경제
지표 자료

항목

비고

- 인구
- 국내 혹은 지역총생산

- 고용자수
-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망 자료

-

- 노선번호
- 설계속도
- 건설계획

교통량 자료

- 교통량 자료(가로 및 교차로)
- 기·종점(O/D) 자료

사업편익 자료

구간번호
출발도시 및 도착도시
차로수
차종별 교통량

- VOT(통행시간가치)
- VOC(차량운행비)

추세자료

- 국가별 설계기준
- 이용 실태

차로운영 자료

- 도로 통행료
- 유지관리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 p. 10.

현행 EDCF 지침을 교통사업에서 활용할 때의 한계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요예측 분석방법에 대해 개괄적 수준의 소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종점통행량을 비
롯한 교통DB가 기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종점통행량

제3장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45

을 구축하고, 수요분석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유상원
조 교통사업 진행의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교통수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부터 교통수요분석 전 과정의 일관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의 보완과 함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
업예산 설계 시 조사 및 DB구축 예산의 반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 p. 13.

<그림 3-1> EDCF 지침상의 교통수요 예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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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34)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을 수립하여, 현재는 일반지침과 함께 도로 및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부문,
정보화부문, 의료시설부문, 산업단지 부문, 문화·관광 부문 등 각 부문별 상세
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8)
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절
차와 방법론을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p. 3.

<그림 3-2>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 체계

34)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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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내용적 범위로는 1) 사업의 개요, 2) 기초자료 분
석, 3) 경제성 분석, 4) 정책적 분석, 5) 지역균형발전 분석, 6) 종합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석기법과 분석에 사용할 기초 파라미터 등을 제시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항목별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1)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35)
본 연구와 범위가 동일한 도로 및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한국개
발연구원, 2008)에서는 교통수요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지침에서는 4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4단계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로 “모든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
보다는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교통수요 추정과정의 단계적 일관성이 비전문가
라도 이해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적인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 추정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지침에서는 교통수요분석 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
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제공하는 기종점통행량 자료
(O/D)와 분석용 교통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기준연도와 장래연도 수단별 O/D를 제공하고 있기에,
기초 DB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지침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향
권 설정, 외부 존 처리방법, 존 세분화, 네트워크 수정과 같은 기본적인 국가교
통DB센터 자료의 수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관광수요 및
유발수요, 제로셀 보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세부단계별 분석 진행 시 활용가능한 파라미터와 적용방법을 명시
하고 있다. 교통수요분석방법과 평가방법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
라 분석과정의 일관성 확보와 그로 인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평가,
사업 간의 결과 비교의 객관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5)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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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p. 219.

<그림 3-3>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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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
하는 교통DB와 4단계 교통수요예측모형에 기반하여 설명되고 있기에, 국가교
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공고해지기 전인 과거에 연구된 예비타당
성조사 지침을 본 연구에서는 함께 검토하였다.

2) 도로 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36)
1999년의 최초 도로·철도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2001년의 3판
에 이르기까지 교통수요예측 모형으로 4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00)에서는 교통수요추정방법 구분을 <표 3-4>와 같이 구분
하고, 각 모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당시 지침에서는 4단계 수요예측모형과 함께 직접수요모형을 주로 소개하
고 있는데, 4단계 모형이 일상적인 통행분석에 적합한 반면에 지역 간 통행수
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수요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을 설명하고 있으며, 예시로 교통개발연구원(1999)37)에서 적용된 직접수요 모
형을 설명하고 있다.

<표 3-3> 직접수요추정 단계별 적용 지표 유형 예시
수요추정단계
통행발생 및 분포(직접수요모형)

사회·경제지표
· GRDP, 지역별 인구, 지역 간 통행시간, 도시화율

수 단 선 택

· 수단별 통행 및 접근시간, 수단별 운임

통 행 배 정

· 장래 개발계획(교통시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0),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 p. 69.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사회경제지표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지역총생산액, 지방세 및 기타 지표를 고려하였으며, 각 지표의 장래추정에 적

36) 한국개발연구원(2000), 도로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
37) 교통개발연구원(1999), 전국 교통량조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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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방법으로 <표 3-5>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3-4> 한국개발연구원(2000)의 교통수요추정방법 구분
추정방법

적용기법

통행발생

· 증감율법
· 원단위법
· 분류분석법
· 회귀분석법
· 기타

통행분포

· 성장인자모형
· 중력모형
· 엔트로피극대화모형
· 간섭기회모형
· 기타

수단분담

· 통행단모형
· 통행교차모형
· 개별행태모형
· 전환곡선법
· 기타

통행배정

· 전략배정기법
· 반복배정법
· 점증배정법
· 다중확률배정법
· 동시다중확률배정법
· 평형배정기법
· 기타

4단계
수요추정방법

직접수요 추정방법

· 전도성 모형: Baumol-Quandt 모형, McLynn 모형
· 수단경쟁 모형: Kraft-SARC 모형

개략수요 추정방법

· 과거추세연장법
· 수요탄력성법

개별통행행태모형

· 선택모형: 로짓모형(Logit model), 프로빗모형(Probit model)
· 회귀분석방법
· 판별분석방법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0),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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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사회경제지표 추정방법
지표
인구

추정방법
· 통계청 자료인용
· 콤페르츠 및 로지스틱 곡선식의 평균치

자동차보유대수

· 로지스틱 곡선식

지역총생산액

· 로지스틱 곡선식

지방세 및 기타지표

· 로지스틱 곡선식
· 콤페르츠 곡선식
· 적정모형식 개발 적용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0),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 p. 57.

한국개발연구원(2000)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분석절차에 대해 단계별 분석모형의 소개와 쟁점사항 등을 다루고 있
었으나, 최신지침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기초 DB를 활용
에 기본을 두고 있어 기종점통행량(O/D)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은 상
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시 4단계 모형의
사용이 굳어진 반면, 과거에 지역 간 통행분석의 경우 직접수요모형도 함께
병행하여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38)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국개발연구원
에서는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해외투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 해당국의
투자환경 분석에서 2) 시장분석, 3) 산업별 매출추정, 4) 해외사업으로 인한 국
내경제 파급효과, 5) 해외사업위험요인 분석 등의 내용이 국내사업 지침과는
다르게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지침의 내용이 주로 해외 발전사업 예시하여 소
개되고 있으며, 교통부문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38) 한국개발연구원(2013),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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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교통조사 및 국가교통DB(KTDB)39)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교통DB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
지 않기에, 국가교통DB센터의 KTDB 구축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KTDB 구축 이전에는 글로벌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통수요
분석을 위한 DB가 각 사업별로 구축이 되었으나, 구축방법의 일관성과 그로
인한 수요예측오차 등 결과의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배
경 속에 국가교통조사가 1998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최초로 시작되었다.
국가교통조사의 목적은 여객 및 화물 교통에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교통
수요분석 수행을 지원하고, 교통정책 및 사업분석에 활용 가능한 국가교통 데이터
베이스(KTDB)의 구축에 있으며, 국가교통조사에는 여객통행실태조사, 화물통행실
태조사,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교통유발원단위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교통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행되고 있다.
조사의 수행과 구축된 DB의 관리 등은 1999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
통DB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국가교통조사를 통
해 구축된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와 국가교통통계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빅데이터 플랫폼(View-T)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통행지표와 통행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와 관련
하여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는 여객 기종점통행량(전국
지역 간, 수도권 및 지방 5대 권역), 화물기종점통행량(전국 지역 간), 교통수요
분석용 도로 네트워크, 도로철도 통합네트워크, Transit 네트워크, 통행비용함
수, 유료도로가중치, 장래 여객기종점통행량 구축 시 활용된 장래 사회경제지
표 예측치, 승용차/버스 재차인원, AADT 환산계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T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중 국내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여객 기종점통행량 자료의 구축과정을
알아보고, 글로벌 교통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9) 국가교통DB 홈페이지, https://www.ktdb.go.kr(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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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목록
구분

전국 지역 간

지방 5대 권역
(부산울산, 대전세종충청,
대구, 광주, 제주권)

수도권

존 체계

전국
250개 시·군·구

전국
권역내부 : 읍·면·동
권역외부 : 시·군·구

전국
권역내부 : 읍·면·동
권역외부 : 시·군·구

- PA목적O/D(8개
- PA목적O/D(8개
- 목적O/D(7개 목적)
PA목적) : 가정기반
PA목적) : 가정기반
: 출근, 등교, 업무,
출퇴근, 등하교, 학원,
출퇴근, 등하교, 학원,
여객
쇼핑, 귀가,
쇼핑, 기타, 비가정기반
쇼핑, 기타, 비가정기반
기종점(O/D)
여가/오락/친지방문,
업무, 쇼핑, 기타
업무, 쇼핑, 기타
통행량
기타
- 주 수단O/D(9개 주
- 주 수단O/D(6개 주
(기준연도, - 주 수단O/D(6개 주
수단) : 도보/자전거,
수단) : 도보/자전거,
장래연도)
수단): 승용차, 버스,
화물/기타, 기타버스,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지하철,
일반/고속철도,
철도/지하철, 택시,
고속철도, 항공, 해운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지하철, 버스+지하철
화물
- 철도항공 수단별
기종점(O/D)
물동량
통행량
- 품목별 도로 물동량
(기준연도, - 톤급별 화물자동차
장래연도)
통행량

Network

-

-

-

Highway Network
Highway+Transit Network
Transit Line
부가자료

통행비용함수/
- 통행비용함수
유료도로
- 유료도로 가중치 : 유료도로 본선 가중치, 요금소 가중치(폐쇄식/개방식)
가중치
장래
- 인구, 5-24세 인구,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수, 종사자수, 초중고 수용
사회경제지표
학생수, 대학생수
재차인원

- 승용차, 버스 재차인원

AADT
환산계수

- AADT 환산계수

접근수단O/D

승용차, 버스

승용차, 택시, 버스

승용차, 택시

자료: 1) 한국교통연구원(2020), 교통수요 분석 기초자료 배포 설명자료(2018년 기준) , p. 4.
2)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2020), 2019년 수도권 교통분석 기초자료(2018년 기준)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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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분석과 교통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여객기종점통
행량 자료(Origin-Destination Matrix, 이하 여객 O/D)는 여객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여객통행실태조사는 1998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
로 수행되고 있고, 최근 2016년에 제4차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가 수행되었
다.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자료는 조사가 수행된 다음 해에 전수화 작업을
통해 구축되고 있으며, 이후 다음 조사가 수행되기까지 매년 보완·갱신(현행
화) 과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여객통행실태조사
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보완된 O/D를 매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국가교통DB센터(2018), 여객 통행실태 INDEX BOOK , p. 10.

<그림 3-4> KTDB 여객통행조사 및 O/D 구축 현황

여객통행실태조사의 준비에서 전국조사를 수행하고, 전국의 여객기종점통
행량(O/D)이 구축되기 까지는 총 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3년 동안의 전체적
인 흐름도는 <그림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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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래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1)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5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
2)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
3)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7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그림 3-5> KTDB 여객통행실태조사 및 여객O/D 구축 흐름도

5년마다 수행되는 여객통행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국 규모로 수행되는 대
단위 조사로서, 제2차 조사까지는 수도권과 지역 간 및 지방광역권이 각각 조사가
수행되고 O/D가 구축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전국을 통합하여 국가교통조사
및 O/D 구축이 이루어졌다. 여객통행실태조사에는 세부적으로 가구통행실태
조사, 여객시설물 교통조사, 교통량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연차별 세
부조사 항목은 고속도로 TCS(Toll Collection System) 자료나 버스 및 철도 수송
실적 자료, 교통량 자료, 시내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 등 O/D 구축에 활용가능한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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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국가교통DB센터의 연차별 여객통행실태조사 조사범위 및 세부조사 항목
구분

제1차 조사

제2차 조사

제3차 조사

제4차 조사

조사시기

1998~2001년

2005~2006년

2010년

2016년

전국

전국

조사범위

지역 간, 광역시 지역 간, 대도시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107천 가구,
(164천 가구,
(586천 가구,
(225천 가구,
표본율 3.5%)
표본율 2.5%)
표본율 3.4%)
표본율 1.3%)
-여객교통시설물
-여객교통시설물
-여객교통시설물
-여객교통시설물
조사(555개 지점, 조사(647개 지점, 조사(532개 지점, 조사(512개 지점,
210천 인)
209천 인)
91천 인)
78천 인)
-교통량 및
재차인원조사
(291개 지점)

-교통량조사
(1,160개 지점)

-교통량조사
(537개 지점)
-재차인원조사
(372개 지점)

-교통량조사
(861개 지점)

-고속도로 요금소 -고속도로 요금소 -고속도로 요금소
조사(326개 지점, 조사(310개 지점, 조사(323개 지점,
103천 대)
26천 대)
26천 대)

세부조사항목

-시외유출입지점조 -시외유출입지점조
사(1,001개 지점, 사(1,063개 지점,
255천 대)
713천 대)

-도로조사

-택시조사
-버스승하차인원
조사
-환승여건조사

-주말통행실태조사
-주말통행실태조사 (13천 가구)
(37천 가구)
-장거리통행실태조
-첨단교통조사
사(11천 가구)
(4천 가구+ 2천 인) -전세버스조사
(1,863대)

자료: 아래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1) 교통개발연구원(1999), 전국 교통량조사 지원사업 .
2) 교통개발연구원(2000), 1999년 전국교통DB구축 .
3) 교통개발연구원(2001), 2000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
4) 교통개발연구원(2002), 2001년 전국교통 DB구축사업 .
5) 한국교통연구원(2006), 2005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
6) 한국교통연구원(2007), 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
7) 한국교통연구원(2011), 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
8)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

교통수요 기초자료의 구축 측면에서 각 세부조사를 수행하는 목적과 활용
내용은 <표 3-8>에 소개되며, 이들 내용은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자료 수집에 어떠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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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여객통행실태조사 내 세부조사들의 여객기종점통행량 구축 시 활용내용
세부 조사

활용목적

수집내용

가구통행
실태조사

-지역 내 O/D 구축의 기본자료로, 가구 및 개인
가구 및 가구원 특성,
특성에 따른 통행행태 파악
가구원별 일주일간 통행일지
-승용차/택시 이용 시 재차인원 파악
(출·도착지, 통행목적, 교통수단등)

여객교통
시설물조사

-여객교통시설물에서 지역 간 교통수단(고속·
시외버스, 철도, 항공, 해운)을 이용자의 통행
통행목적,
목적 파악
출발/도착 여객교통시설물,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자료에서 알 수 없는 여객
통행의 출·도착지, 접근교통수단
시설물 이용자들의 접근통행분포 및 접근교통
수단 파악

교통량조사

-교통량이 수집되지 않는 시군별
시외유출입 지점 및 스크린 라인 지점의 수단별
통행량 파악
-지역 간 및 대도시권 O/D 구축 시 유출입량
보정 및 검토에 활용

교통수단(10종 분류별
) 24시간
방향별 교통량

고속도로
요금소 조사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목적 파악
-고속도로 TCS 자료에서 알 수 없는 요금소에서
통행의 출발/도착지까지의 접근통행분포 파악
-승용차 재차인원 파악

통행목적, 진입/진출 요금소,
통행의 출·도착지, 탑승인원

장거리통행
실태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는 조사되기 어려운
지역 간 장거리 통행에 파악을 통해 지역 간
O/D구축 시 활용

개인특성, 통행행태
(출·도착지, 목적, 교통수단 등)

-전세버스들의 통행행태 파악
-전세버스 재차인원 조사

전세버스 통행목적, 출·도착지,
탑승인원, 차종중형
( /대형)

전세버스조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을 토대로 저자작성

각 개별 조사의 표본수 산출과 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조사지침｣상의 방법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여객기종점통행량
(O/D)은 기본적으로 여객통행실태조사 자료와 사회경제지표, 교통수단별 수
송실적 등 해당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되어왔으
며, 구축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그림 3-6>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최근 2017
년에 수행한 여객O/D 전수화 과정으로, 2016년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를 기
반으로 ‘기준연도’ 전국 여객O/D를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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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7 여객 O/D 및 네트워크 배포 설명회 발표자료.

<그림 3-6> 2017년 KTDB 기준연도 여객 O/D 구축 과정

<그림 3-6>과 같이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지역 간과 대도시권 및 기타 권
역 각각의 1차 O/D 구축 후, 상호보완 및 결합하여 전국 O/D를 구축하고 있
다. 지역 간과 대도시권 O/D를 합치게 됨으로써, 각각의 O/D에서 누락될 수
있는 1) 지역 간 O/D에서는 내부존 통행, 2) 대도시권 O/D에서는 내부존과
외부존과의 통행 및 교통여객시설물로의 접근통행 등을 보완할 수 있다.
기준연도 여객기종점통행량(O/D)의 구축과정은 고속도로 TCS 자료나 수송
실적 자료, 교통량 자료, 대중교통카드 자료, 내비게이션 자료 등 O/D구축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늘어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통신자료를 활용해 O/D를 보완ㆍ구축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장래수요예측모형의 경우, 지역 간 O/D 예측 시 초창기는 인구수와 자동차
등록대수를 이용한 직접수요 모형을 사용하여 통행발생과 분포를 예측했으나,
최근에는 회귀모형과 프라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대도시권 장래교통수요
예측 시에는 기존에 목적별 회귀분석 및 카테고리 모형을 적용했으나,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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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 목적별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해 통행발생을 추정하며, 통행분포 모형
또한 최근에는 장래에 변화되는 통행저항이 반영될 수 있는 중력모형이 활용
되고 있다.

<표 3-9> KTDB의 장래교통수요예측 적용모형 변화
구분

지역 간

단계

초창기(2002년)

최근(2017년~)

통행발생 - 승용, 버스, 철도
/
: 직접수요모형
분포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 육상(승용, 버스, 철도, 기타)
1) 통행발생
: 목적별 통행원단위 모형 /
목적별 회귀모형
(취업자수, 종사자수, 인구수, 학
생수)
2) 통행분포
: 목적별 프라타모형

- 승용, 버스, 철도
: 다항로짓모형
수단선택
- 나머지 육상 수단
: 기준연도 분담률 적용

- 승용, 버스, 일반철도, 고속철도
: 다항로짓모형+보정더미
- 나머지 육상 수단
: 기준연도 분담률 적용

항공 및
해운

통행발생

-항공
: 회귀모형(GRDP)
+프라타모형

- 항공
1) 통행발생:
2) 통행분포:
- 연안해운
1) 통행발생:
2) 통행분포:

관련계획상 추정치
기준연도 분포
관련계획상 추정치
기준연도 분포

목적별 회귀분석 및 카테고리모형 PA 목적별 회귀분석 모형
(인구수, 종사자수, 학생수)
(인구수, 취업자수, 종사자수, 학생수)

통행분포 프라타모형

PA 목적별 중력모형
(수정혼합형 저항함수)

- 승용, 버스, 철도, 택시
: 다항로짓모형
수단선택
- 나머지 수단
: 기준연도 분담률 적용

- 승용차, 버스, 지하철(택시, 버스
+지하철)
: 점진적 로짓 + 다항로짓모형
- 나머지 수단
: 기준연도 분담률 적용

대도시권

자료: 아래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1) 교통개발연구원(2003),
2) 교통개발연구원(2003),
3) 한국교통연구원(2018),

정리
2002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 제4권 pp. 378-396.
2002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 제7권 pp. 90-105.
2017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제2권, pp. 2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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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관련 연구 및 분석방법
가. 일본국제협력단(JICA)40)
JICA는 최근까지 개발도상국 60개 이상의 도시에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
을 지원해 왔다. JICA(2018)는 60개 이상의 사업 중 12개 사업41)을 선별하여
교통자료 수집과 교통수요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JICA에서 지원한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
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이러한 교통조사에서 수집된 교통자
료를 바탕으로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 교통조사로 PT(Person
Trip)조사42)를 뽑을 수 있는데 대상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정 하루 동안의
통행행태를 파악하고 있다. PT 조사 외에 코돈 라인(cordon line) 교통량 조사와
스크린 라인(screen line) 교통량 조사, ADS(Activity Diary Survey) 등을 보완적
으로 시행하여 PT 조사에서 누락된 통행을 보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JICA에서 시행하는 PT 조사의 경우 도시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2~3%의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며, PT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데 1인당 5,000원
에서 1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2개 사업 중
6개 도시43)에서는 PT 조사를 2회 이상 시행하였다. JICA의 교통마스터플랜은
기초자료 수집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내의 지원 사업과는
크게 차별화된다.

40)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41) JICA(2018)에서 선정한 12개 사업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방글라데시 다카,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필리핀 세부, 코트디브아르 아비장, 미얀마 양곤, 스리랑카 콜롬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스탄불 터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케냐 나이로비이다.
42)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라 부른다.
43) 2회 이상 PT 조사를 시행한 도시는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케냐 나이로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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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JICA 지원 12개 도시의 교통마스터플랜 사업 개요

PT
조사

도시
국가

1
산타크루즈
볼리비아

사업 약칭

SCZMP

MUCEP

RSTP

인구(백만)

1.80

18.05

9.83

7.60

10.93

5
세부
필리핀
Metro
Cebu
2.91

가구수(백만)
시행년도
1회?

0.40
2016
Yes

5.10
2014
No

2.40
2014
No

2.06
2014
No

2.60
2014
No

0.65
2014
No

현지업체 비용(백만 엔)

40.81

20.31

27.19

43.00

17.76

5.0

9.0

2.0

3.0

2.5

총 비용(백만 엔)

53.99

44.03

32.46

50.91

24.35

가구

8,500

51,330

15,897

27,151 20,000

6,527

개인

34,000

177,489

66,246

100,168 60,551 29,675

2.00

1.01

0.67

가구당

4,407

858

2,042

1,080

3,731

개인당

1,102

248

490

317

821

1인 평균 통행발생량
ADS

1.74
Yes

1.97
No

2.26
No

4.00
No

3.25
No

2.97
No

코든라인조사
스크린라인조사
교차로통행량조사

Yes
Yes
No

Yes
Yes
No

Yes
Yes
No

Yes
Yes
No

Yes
Yes
No

Yes
Yes
No

대중교통O/D조사
주차조사
SP 조사

No
Yes
Yes

No
No
No

Yes
No
No

No
No
No

No
No
No

Yes
No
No

통행속도조사
화물O/D조사
도로속성조사

Yes
Yes
Yes

표본수

자료수집비용
(엔)

분석툴
분석단위시간
모형

METROS

JICA 전문가 투입(MM)

표본율(%)

기타

2
3
4
마닐라
다카
하노이 호치민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1.00

1.00

1.16

No
No
Yes
Yes
Yes
No
No
No
No
No
No
Yes
No
No
No
STRADA/
CUBE
CUBE STRADA STRADA STRADA
CUBE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ay

교통존
가구계층
통행목적

433
3
5

432
2
5

190
3
8

444
3
5

275
3
5

389
4
5

통행수단

4

5

5

5

4

5

자료: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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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JICA 지원 12개 도시의 교통마스터플랜 사업 개요<표 계속>
No.

6

7

도시

아비장

양곤

코트디
부아르
SDU
사업 약칭
GA
인구(백만)
4.90
가구수(백만)
1.17
시행년도
2013
1회?
Yes
현지업체 비용(백만 엔) 39.64

PT
조사

기타

총 비용(백만 엔)
표본수

콜롬보 자카르타

10
이스
탄불

11
다르에
스살람
탄자
니아

12
나이
로비

인도
네시아

터키

YU
TRA
5.69
1.24
2013
Yes
28.3

JUTPI

IUAP

DSM

28.00
7.30
2010
No
94.33

11.60
2007
No
-

3.03
0.71
2007
No
41.3

NIU
PLAN
3.66
1.13
2013
No
-

9.3

6.0

15.0

12.0

-

7.2

-

64.16

44.12

98.43

125.96

-

60.28

-

미얀마

케냐

가구

20,000 11,330 35,850 179,000 72,280 7,694 10,000

개인

74,309 44,980 125,000 657,000 263,768 26,687

표본율(%)
자료수집
가구당
개인당
비용(엔)
1인 평균 통행발생량
ADS

2.00
3,208
863
1.60
Yes

1.00
3,894
981
2.04
No

2.30
2,746
787
1.87
No

-

2.60
704
192
1.04
*2 Yes

2.20
No

1.70
7,835
2,259
1.51
No

1.02
2.19
No

코든라인조사

Yes

Yes

Yes

No

Yes

Yes

Yes

스크린라인조사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교차로통행량조사

Yes

Yes

Yes

No

No

Yes

No

대중교통O/D조사

Yes

Yes

Yes

No

No

Yes

Yes

주차조사

Yes

Yes

No

No

No

No

No

SP 조사

Yes

No

Yes

No

No

Yes

Yes

통행속도조사

Yes

Yes

Yes

Yes

Yes

Yes

No

화물O/D조사

Yes

Yes

Yes

No

No

Yes

No

도로속성조사

Yes

No

Yes

No

교통존

173

187

475

343

460

170

106

가구계층

4

2

3

3

1

2

3

통행목적

4

5

4

5

4

5

4

통행수단

4

4

5

4

4

3

5

분석툴
분석단위시간
모형

9

스리
랑카
CoM
Trans
5.80
1.50
2012
Yes
58.89

국가

JICA 전문가 투입(MM)

8

No
No
No
Trans
CUBE CUBE CUBE
CUBE
STRADASTRADA
CAD
one day one dayone day one day one dayone dayone day

자료: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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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PT 조사를 시행한 도시에 대해서는 1회 PT 조사에서 예측한 교통
수요와 2회 PT 조사에서 실측된 교통수요와 비교하여 예측치와 실측치의 차
이를 유발하는 오차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오차요인으로 장래 도시개발 시나
리오 예측오류로 인한 요인44), 교통조사 표본 추출에 의한 오차45), 교통수요
분석모형에 의한 오차46), 기타 외부요인으로 인한 오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오차요인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지표 설정, 교통조사방법, 교통수요분석
모형, 개발도상국의 요청사업에 부합하는 교통조사 및 수요분석 등에 대한 현
안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PT 조사의 경우 일본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개
발도상국에서는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개
발도상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목적 및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PT 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정보는 스마트폰 등
최신기기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47)
교통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래 도시개발 및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낙관적 사회경제 발전을 전
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장래 교통수요가 과대 추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지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 사회경제 발전 시나
리오를 설정하는 것도 교통수요분석에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요청사업이 다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교통조사 및 수
요분석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기존의 교통 마스터플랜이나 대규

44) 예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도시개발이 계획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실제 인구가 예측 인구를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45) 예로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고소득층의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46) 대표적으로 내부통행량 모형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예측치와 실측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이 외에도 4단계 모형의 단계별 분석에서 집계모형 적용에 따른 한계와 오차를 지적하는 경우와
도로정체와 교통수단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다.
47) 탄자니아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ADS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지 시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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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통인프라 타당성조사는 물론, 단기 교통인프라 정비계획, 교차로 개량
타당성조사, 교통수요관리 시책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유형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교통조사나 수요분석을 수행해야 하
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더불어 JICA 지원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에서 구축한 교통수요분석 모형은 집
계모형(aggregate model)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집계 모형은 다양한
정책변수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집계모형(disaggregate model)이
나 ABM(activity based model)의 적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에서는 도시철도나 BRT 등이 운영되지 않은 도시가 많아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
스 제공에 따른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SP(stated preference) 조사를 실시해
야 하는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은 JICA의 교통마스터플랜 사업
에서와 같은 PT 조사 등 대규모조사를 시행한 경우가 드물고, 교통조사에 투
입하는 비용도 크지 않다. 제한된 예산과 자료 하에서 수요분석을 수행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으로 글로벌 교통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요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JICA는 최근 연구에서 기존에 시행하였던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의 과제를 검토하고 사회적 및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교통조사와 교통수요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JICA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원 교통사업에도 사회적 및 시대적 변화에 따
라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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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JICA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마닐라(필리핀)
2014년

MMUTIS(예측)

MUCEP(실제)

실제 /
예측

인구(000)

13,617

12,461

0.92

총 통행량(000)

26,594

27,667

1.04

교통수단분담률(%)

19.8

53.4

26.8

30.8

45.9

23.4

-

내부통행 비율(%)

29.5

21.7

73.4
0

단면교통량(pcu/일)

2,435,042

2,036,898

0.84

하노이(베트남)
2013년

HOUTRANS(예측)

METROS(실제)

실제 /
예측

인구(000)

3,792

4,063

1.07

총 통행량(000)

9,359

10,571

0.88

교통수단분담률(%)

11.3

56.8

15.2

14.1

2.6

19.4 64.2

5.4

9.8

1.1

-

내부통행 비율(%)

29.0

46.8

1.60

단면교통량(pcu/일)

450,487

294,852

0.65

호치민(베트남)
2013년

HOUTRANS(예측)

METROS(실제)

실제 /
예측

인구(000)

10,726

10,910

1.02

총 통행량(000)

20,327

20,507

0.99

교통수단분담률(%)

58.7

12.1

28.1

0.1

89.9

3.6

4.7

내부통행 비율(%)

35.3%

48.7%

단면교통량(pcu/일)

1,221,873

2,142,583

1.7

-

1.75

주: 교통수단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대중교통, 자가용, 버스, 트럭, 도보+자전거를 의미한다.
자료: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p.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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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JICA 교통마스터플랜 사업의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표 계속>
자카르타(인도네시아)
2010년

SITRAMP(예측)

JUTPI(실제)

실제 /
예측

인구(000)

24,098

27,911

1.16

총 통행량(000)

23,698

28,920

1.22

교통수단분담률(%)

20.7

22.7

56.7

61.7

12.4

내부통행 비율(%)

26.2%

53.6%

단면교통량(pcu/일)

2,551,832

3,286,285

25.9

-

다르에스살람(탄자니아)
2017년

2008 M/P의 예측치

2017 M/P 개정시

실제 /
예측

인구(000)

4,230

5,782

1.37

총 통행량(000)

5,245

8,674

1.65

교통수단분담률(%)

27.2

-

15.1

57.7

39.6

4.9

3.7

51.2

-

내부통행 비율(%)

N/A

N/A

단면교통량(pcu/일)

200,000

232,000

1.16

나이로비(케냐)
2013년

NUTRANS의 예측치

NIUPLAN의 현황

실제 /
예측

인구(000)

2,768

3,142

1.13

총 통행량(000)

6,350

6,817

1.07

교통수단분담률(%)

Walk

Public

Private

Walk

Public

Private

46.2

34.2

19.5

45.6

40.9

13.5

내부통행 비율(%)

49.5%

28.8%

단면교통량(pcu/일)

N/A

N/A

-

0.6%

주: 교통수단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대중교통, 자가용, 버스, 트럭, 도보+자전거를 의미한다.
자료: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p.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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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DM448)
HDM4(Highway Development & Management)는 ADB, WB 등의 지원을 통
해 개발된 사업분석 도구로, 기존에 WB에서 도로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위해 사용해 왔던 HDM-Ⅲ(Highway Design and Maintenance Standards
Model)에 도로 관리 측면이 보완되어 개발되었다.
HDM-4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계획수립, 사업 프로그래밍 구
성, 사업 준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전략(Strategy) 분석, 프로그램
(Programme) 분석, 사업(Project) 분석이라는 3가지 세부 분석도구를 지원하고
있다.
전략 분석에서는 중장기적인 도로망 계획 달성에 필요한 예산 추정, 예산수
준 변경에 따른 중장기적인 도로망의 성능 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에 따른 재
원의 최적분배 등의 분석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통량, 포장유형, 포장
상태, 환경상황, 도로의 기능적 분류 등의 범주를 선택 또는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여러 도로 후보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
능을 제공하는데, 도로의 유지관리, 확장 등 개량, 또는 개발 기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후보사업별 총 생애주기비용을 추정하고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사업 분석에서는 1개 이상의 사업 또는 투자대안을 평가하는 기능
을 제공하는데, 이용자가 설정한 도로의 속성에 맞춰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로 포장상태에 따른 도로 성능과
도로상태 악화, 도로개선효과 및 비용에 대한 생애주기 예측, 도로 이용자 비
용편익 추정, 대안 간 경제성 비교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HDM4에는 위에서 설명한 분석기능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데
이터관리 모듈 및 분석모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기초자료입력을 위한 모듈
로는 1) 도로망의 도로구간 또는 분석지역의 물리적 속성을 정의하는 모듈과,
2) 분석도로망에 운행되는 차량의 특성을 정의하는 모듈, 3) 도로의 유지관리

48) PIARC(2000), Highway Development & Management : volum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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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량 수준에 대해 정의하는 모듈, 4) 기타 환경적 요인들을 정의하는 모듈
로 구분된다. 앞선 세 가지 분석기능에서 활용되는 분석모델로는 1) 포장의 악
화를 예측하는 RD 모델, 2) 포장상태에 따른 도로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WE 모델, 3) 차량운행비용, 도로사고, 통행시간을 추정하는 RUE 모델, 4) 차
량배기 및 에너지 소비효과를 추정하는 SEE 모델이 있다.

자료: PIARC(2000), Highway Development & Management : volume one.

<그림 3-7> HDM4의 아키텍쳐

HDM-4는 교통수요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는 아니나, WB, ADB 등에서
도로의 개량사업 등 일부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에 중장기 도로사업계획 수
립, 사업 간 우선순위를 도출, 대안 간 경제성 비교 등을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
하고 있다. HDM-4는 조사나 DB를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도로사업의 평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PPP나 유상원조 사업 등 보다 세밀한 교통수요분석
을 요구로 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본 도구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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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의 배경 및 목적
KOICA와 EDCF가 설립된 이후 ODA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국토교통부와 KIND에서도 부처
의 장점을 살려 국토교통 ODA 사업과 글로벌 PPP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원국에 원조를 제공한 이래 수많은 다양한 글로
벌 교통사업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교통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
금까지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어
왔는지 돌아보고, 향후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자료입수의 한계, 개발도상국만의 교통상황, 적용가능한 분석모형의 차별성
등 개발도상국만이 갖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글로
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
하고, 현행 EDCF 타당성조사 지침이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에 얼마나 효과적
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통
해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과 사업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나. 조사 대상 및 규모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과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EDCF 타당성평
가 지침의 현안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과 평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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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를 주요 설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설문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통
사업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교통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공기업 담
당자와 글로벌 교통사업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조사규모는 글로벌 교통사업 관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15명), 대학교수
(6명), 교통분야 업계전문가(14개 기업 41명) 총 62인을 설문조사 대상자로 설
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주요 설문 항목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 및 평가
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목적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설문 항목은 응답자의 개인속성이다. 응답자의 소속 및 직위, 해외
사업 근무 경력, 대륙별 글로벌 교통사업 참여 건수 등의 설문 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해외사업 근무 경력과 대륙별 교통사업 참여 정도에 따른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설문항목은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 수행 상의 애로사항
이다.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초자료 입수 용이성, 교통수요분석 구축 및 적용
차별성, 분석 결과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설문항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 지침 개선상의 중점항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설문항목은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의 활용도 및 개선방향이다.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의 주요 항목별 활용빈도를 질문하여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의 문제점과 더불어 타당
성조사 지침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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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설문항목은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 방안이다. 기 수행 교통사
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는 후속사업 혹은 유사사업 추진 시 매우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통자료가 효율적으로 보관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향후 교통자료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항목을 포함하였다.

<표 3-12> 주요 설문항목
내용

설문항목

응답자 개인특성

-

소속 및 직위
연령대
해외사업 근무경력
대륙별 해외 교통사업 참여 건수

글로벌 교통사업의
분석 및 평가의 애로사항

-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수행 중 애로사항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예산규모 평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자료수집에 대한 평가
자료 확보를 위한 대처방안

현행 타당성평가 지침의
활용 및 개선방향

-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 활용 빈도
- 현행 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선점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에 대한 의견

-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 관리 현황
-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설문지는 응답자 개인특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도록 설계되었다.

2. 설문조사 분석결과
본 조사는 글로벌 교통사업에 관련된 기업, 연구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전
문가 및 실무자 총 6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문항별 응답결과는 응답자들의 응답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상자그림
으로 표시하였으며, 상자그림에서 X는 평균값을, 상자의 위/아래 면은 각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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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 1사분위/3사분위 값을 의미한다.

가. 응답자 개인특성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는 50대가 54.8%, 40대가 33.9%를 주를 이루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응답자의 연령대 분포

응답자의 대부분은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응답자의 해외사업경력은 5년 미만부터 15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지침 개선방향

73

<그림 3-9> 응답자의 해외사업경력 분포

응답자의 해외사업 수행지역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
으며,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응답자의 해외사업 수행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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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의 애로사항
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사업예산규모, 과업기
간, 기초자료 입수, 교통조사 시행, 장래교통수요 추정 총 5가지 항목을 선정하
여 질문하였으며, 응답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가 보통(4점)보다 높게 나타
나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조사된 항목은 교통수요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장래교통수요 추정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문항 외 응답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응답한 기타 내용으로는 교통수
요모형 구축 및 수요 정산, 통행시간가치 등 편익 근거자료, 현지기관과의 협
의, 조사 현지 의뢰 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분석기준 모호한 점 등이 있었다.

<그림 3-1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표 3-13>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문항

척도

예산 규모
과업 기간
기초자료 입수
교통조사 시행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애로가 없다
<-->
(7) 애로가 크다

평균

표준편차

5.19

1.16

4.68

1.25

6.31

0.80

5.11

1.20

5.5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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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 만족도
국내 국제원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발주기관, 부처 중 교통 마스터플랜 사
업과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는 기관에는 KOICA, EDCF, 국토교통부, KIND가
있다. 본 설문에서 이들 기관의 발주예산 규모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으며,
응답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현지발주 또는 해외 국제원조기구인 ADB, WB, JICA에서 발주되는 사업 예
산에 비해 국내기관의 교통사업 발주예산이 낮은 편이라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했을 떄, 평균적
으로 KIND의 발주예산이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EDCF, 국토교통부, KOICA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서 2장
<그림 2-15>를 통해 소개했던 기관들의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에 투입하
는 예산규모의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3-12> 국내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4> 국내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KOICA
EDCF
국토교통부
KIND

(1) 부족하다
<-->
(7) 충분하다

평균

표준편차

3.15

1.44

2.71

1.30

2.82

1.37

2.5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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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에서 수행되는 과정을 <표 3-15>와 같이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되
었으나, 8개 항목 중에서도 O/D 관련 조사, 교통조사, 장래수요예측이 상대적
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반면, 모형 및 계수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5>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경제지표

5.66

1.01

상위계획 자료

5.27

1.04

6.00

0.87

5.69

0.92

5.76

0.95

모형 선정

5.03

1.19

계수 산정

5.11

1.04

장래 수요예측

5.76

0.84

O/D 관련 조사
네트워크 관련 조사
교통량 등 기타조사

(1) 중요도 낮음
<-->
(7) 중요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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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수행과정별 난이도
앞서 중요도와 동일한 8개 항목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요분석 수행과정에서
의 난이도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들은 O/D 관련 조사(기종점통행량 조사)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장래 수요예측, 계
수 산정, 모형 선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6>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경제지표

4.44

1.29

상위계획 자료

4.21

1.23

O/D 관련 조사

5.98

1.06

4.76

1.24

4.48

1.18

모형 선정

5.11

1.10

계수 산정

5.45

0.99

장래 수요예측

5.55

0.90

네트워크 관련 조사
교통량등 기타조사

척도

(1) 난이도 낮음
<-->
(7) 난이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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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관련 조사, 장래수요예측, 계수 산정 과정의 경우, 국내에서는 KTDB
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자료이나, 국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당 자
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교통사업에서 직접 구축해야 하는 항목이
며, 각 개별사업에서 구축에 필요한 만큼의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기 쉽지
않은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과정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함께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O/D 관련 조사가 중요도와 난이도가 가장 높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O/D 관련 조사 다음으로 중요도와 난이도가 동시
에 높다고 느끼는 분석항목은 장래 수요예측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지표 및
계획자료의 수집, 네트워크/교통량 조사는 중요도는 높으나, 이들 자료의 수
집 및 조사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모형 선정과
모형계수 산정 과정의 경우 중요도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느
끼고 있었다.

<그림 3-15>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와 난이도 응답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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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
글로벌 교통사업에서의 사회경제지표 및 기초 통계, 관련 개발계획 자료수
집과정에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조사를 시행 또는 국내
자료나 타 국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응답자들은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먼저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자료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으로 국내/국외 자료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7> 자료수집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조사 시행
한국이나 타 국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

(1) 아니다
<-->
(7)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6.13

0.76

3.53

1.74

4.3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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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을 시 조치방법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량, 여객기종점 통행량
(O/D),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며, 현장조사과정이란 이들 자료의
조사 및 수집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기존에 구축조사했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조사예산 투입하여 직
접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방법은 국내외
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주로 교통 네트워크의 초기속
도, 도로용량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7> 현장 조사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8> 현장 조사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조사 시행
한국이나 타 국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

(1) 아니다
<-->
(7)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5.87

0.98

4.44

1.77

3.6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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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형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없을 시 조치방법
국내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장래수요예측 모형으로 4단계 모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 각 단계별로 모형의
선택과 계수 추정이 필요하다.
장래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모형구축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없을 때의 조
치방법으로는 타 기관에서 구축한 관련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다음으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순위가 높게 조사되었다. 예산투입을 통해
자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8> 모형구축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표 3-19> 모형구축과정에서의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조사 시행
한국이나 타 국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

(1) 아니다
<-->
(7)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5.87

0.93

3.32

1.57

4.6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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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주로 시행하는 교통조사
국내와 달리 교통DB가 제공되지 않는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각 개별 사업
에서 각기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위해 수행되는 조사들의 빈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수요분석을 위해 해외사업 시 주로 시행하는 교통조사는 1) 교통량 조사, 2)
통행속도조사, 3) 대중교통조사, 4) 노측 O/D 조사, 5) SP 조사 순으로 나타났
으며, 대규모의 인원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로 하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활동
일지조사를 시행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시의 교통조사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0>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시의 교통조사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평균

표준편차

노측 교통량 조사(스크린/코든라인)

문항

6.29

0.76

노측 O/D 조사

4.89

1.48

3.13

1.48

4.74

1.50

2.69

1.47

통행속도조사

5.44

1.33

대중교통 승하차 조사 등

5.03

1.31

가구통행실태조사(특히 도시교통)
SP 조사
활동일지조사(Activity Diary Survey)

척도

(1) 전혀 미시행
<-->
(7)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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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효과적인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 항목의 중요도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조사들의 중요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수요분석을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조사로는 1)
교통량조사, 2) 노측 O/D 조사, 3) 가구통행실태조사로 나타났다. 교통량 조사
는 앞 문항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는 조사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조사로 응
답되었는데, 교통량 조사결과는 교통현황 파악, 여객 O/D의 보정, 네트워크
정산 및 분석결과 검증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앞
문항에서 수행 빈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요성은 높다고 응답되었다.

<그림 3-20>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1>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노측 교통량 조사(스크린/코든라인)

6.23

0.61

노측 O/D 조사

5.61

0.98

5.27

1.52

4.92

1.28

3.85

1.39

통행속도조사

4.74

1.55

대중교통 승하차 조사 등

4.95

1.30

가구통행실태조사(특히 도시교통)
SP 조사
활동일지조사(Activity Diary Survey)

척도

(1) 중요도 낮음
<-->
(7) 중요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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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추정 시 애로사항
연구진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 장래 수요추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6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수요예측모형의 구축과 관련 모형계수의 설정, 수요추정결과의 검증이 곤란하
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3-21>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추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2>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수요추정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장래 사회경제 지표 예측 한계

5.03

1.14

도시개발 등 유발수요 반영 곤란

5.07

1.20

5.66

1.01

5.10

1.30

수요예측을 위한 현지 입력값 설정 곤란
(통행시간가치, 링크용량/초기속도 등)

5.69

1.07

수요추정 결과의 검증 곤란

5.61

1.02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모형 구축 한계
4단계 모형 이외 모형은 활용에 한계

척도

(1) 아니다
<-->
(7)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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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EDCF 타당성조사 지침 활용도 및 개선방향
1) EDCF 타당성 조사지침 항목별 활용 빈도
EDCF 제공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지침의 글로벌 교통사업에서의 활용 빈도는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으며, 항목 중에는 보고서 목차나 EDCF 사업심사, 경
제적 타당성 분석내용에 대한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2> EDCF 타당성 조사지침 항목별 활용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3> EDCF 타당성 조사지침 항목별 활용 빈도에 대한 응답결과
평균

표준편차

자료수집

문항

4.23

1.41

각종조사

4.21

1.40

수요예측

4.54

1.43

기술적 타당성분석

4.49

1.58

4.90

1.63

4.52

1.52

3.63

1.51

EDCF 사업심사를 위한 항목

5.08

1.56

AHP 분석

4.31

1.53

보고서 목차 예시 등

5.54

1.06

경제적 타당성분석
정책적 타당성분석
환경영향분석

척도

(1) 거의 활용 안함
<-->
(7) 빈번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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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
현행 EDCF 타당성 지침과 관련, 본 연구진에서는 교통수요분석과 관련 <표
3-24>와 같이 개선필요사항 7개 문항을 선정하고,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 O/D 구축방법과 현지에 맞는 수요분석모형식/원
단위 적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침에서
과거 유사사업에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업유형화에 따
른 수요분석방안에 대한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에서 질문한 7개 문항 외 기타 의견으로는 현지여건과 사업특성에 부
합하는 조사지침의 유연성 부여 필요, 자료의 종합관리 및 공유 필요, 교통DB
구축 사업 필요, 사회경제지표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그룹화 및 경제성 평가지
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교통수요예측의 사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등이
있었다.

<그림 3-23>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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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개발도상국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과거 유사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5.74

0.85

수요분석 및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교통조사 유형과 규모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5.59

1.09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O/D 자료의 구축 방법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6.02

0.76

5.90

1.08

사업 유형화에 따른 개략적 수요분석방안 제시

5.74

0.89

기 확보된 교통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한
차기 유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75

1.04

교통수요 및 평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개략적 검증 매뉴얼 제시

5.31

1.23

개발도상국 현지에 맞는 수요분석모형식
및 원단위 적용방법 제시

척도

(1) 필요하지 않다
<-->
(7)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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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 방안
1) 기 구축된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여부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사업에서 구축했던 교통수요분석용 자료 및 결과가 효율적
으로 관리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리 측면에서 질문에서는 교통자료가 잘 관리되지 않고, 공유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림 3-24>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5>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척도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는 잘 관리되고 있다.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가
유사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내 원조기관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의 입수가 용이하다.

(1) 그렇지 않다
<-->
(7)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2.82

1.42

3.23

1.57

2.55

1.22

2.3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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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수집된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진은 효율적인 교통자료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5개 항목을 도출하여 질
문하였고, 응답결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별도 관리를 위한 예산배정, 적은 비용으로 교통자료 구축방법 연
구, 전담기관 지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표 3-26> 글로벌 교통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4.79

1.32

교통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5.23

1.18

5.89

1.07

5.50

1.04

5.39

1.25

교통자료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해마다 교통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전화 기지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글로벌 교통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척도

(1) 그렇지 않다
<-->
(7)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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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문조사 응답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별 응답순
위를 응답자들의 평균점수에 기반하여 <표 3-27>에 정리하였다. 글로벌 교통
사업 수요분석에서의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항목으로는 기초자료
입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래 교통수요 추정, 예산규모(예산부족) 순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
한 항목은 O/D 관련 조사, 장래 수요예측, 네트워크 조사 순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들 교통수요분석과정에서 자료 없는 경우 조치하는 방법은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교통사업 교통수요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교통조사 항목으로도 1) 교통량 조사, 2) 노측
O/D 조사, 3) 가구통행실태조사라고 응답해 O/D 관련 조사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장래교통수요 추정 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통행시
간가치나, VDF 파라미터 등 현지에 적합한 입력값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 모형구축, 수요 추정결과의 검증 순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수행 시 기초자료를 입수
하는 데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O/D의 구축과 현지
에 맞는 교통수요분석 모형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침
에서도 현지 사정을 고려한 O/D 구축방법과 수요모형 적용방법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이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기 구축된 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글로벌 교
통DB 구축 및 예산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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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설문문항별 응답 순위
문항

순위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의 애로사항

1.
2.
3.
4.
5.

기초자료 입수
장래 교통수요 추정
예산규모
교통조사 시행
과업기간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의 중요도와
난이도

1.
2.
3.
4.
5.
6.

O/D 관련 조사
장래 수요예측
네트워크 조사
교통량 조사
모형 및 계수 산정
사회경제지표 및 상위계획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없는
경우 조치방법

1.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2. 예산 투입 통한 자체조사 시행
3. 한국이나 타 국가의 자료를 활용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교통조사 항목의
중요도

1.
2.
3.
4.
5.
6.

글로벌 교통사업 장래
교통수요
추정 시 애로사항

1. 수요예측을 위한 현지 입력값 설정 곤란
(통행시간가치, 링크용량/초기속도 등)
2.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 모형 구축 한계
3. 수요추정 결과의 검증 곤란
4. 4단계 모형 이외의 수요모형 활용 한계
5. 도시개발 등 유발수요 반영 곤란
6.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한계

교통량 조사
노측 O/D 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대중교통 조사
SP 조사
통행속도조사

EDCF
타당성 조사지침
개선사항

1.
2.
3.
4.
5.

O/D 자료 구축방법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현지에 맞는 수요분석모형식 및 원단위 적용방법 제시
과거 유사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교통조사 유형과 규모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수요 결과에 대한 개략적 검증 매뉴얼 제시

기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1. 교통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교통자료 구축 및 관리 위한 예산 배정
3. 모바일 자료 등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글로벌
교통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수행
4. 교통자료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5.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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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1. 국내·외 동향분석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침으로 EDCF 타당성조사 지침49)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50)과, 국내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교통수요분석용 기초DB를 구축하는 과
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외 관련 연구동향 및 분석도구로, 일본 JICA에서 수
행했던 마스터플랜 사업들의 교통자료 수집과 교통수요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WB, ADB 등에서 소규모 도로의 개량사업 및 유지관
리사업의 검토 및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HDM4 모델을 소개하였다. 또한, 전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였다.
EDCF 지침의 경우, 타당성 조사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타당성 조사의 전 과
정별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
다. 타당성 조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범위는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 수자원개발, 폐기물, ICT, 직업훈련, 병원, 전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통부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 편이
며, 특히나 교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통수요분석에 대한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지역여건과 사업특성, 자료수집환경 등이
다양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에 분석가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수행과정의 일관성이나 교통수요분석 중간과정에
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으로는, 일반지침뿐 아니라 사업부문별 지침
이 존재하는데, 교통부문 지침에서는 국내 개별 교통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
한 상세적인 분석방법과 파라미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존 세분화나 관광수요
반영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49)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 .
50)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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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세부지침은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기반
이 된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분석 시 국가
교통DB센터에서 기 구축하고 있는 교통DB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통
DB 구축에 대한 내용은 결여되어 있는 편이기에, 교통DB 구축 관련하여 국가
교통DB(이하 KTDB)를 함께 검토하였다.
KTDB51)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국가교통DB센터에서 구축·관리
하고 있는 교통DB로, 1998년부터 수행된 전국 규모의 대단위 국가교통조사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왔다. 국가교통조사는 교통조사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고, 국가교통DB센터에서는 국가교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수요분석
에 필요한 기종점통행량(O/D), 네트워크 등의 자료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KTDB 구축 이전에는 국내에서도 현재의 글로벌사업과 같이, 각 개별사업에서
교통DB를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분석과정과 결과의 일관성 및 신뢰성 대
한 쟁점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국가교통 DB 구축과 함께 상세한 교통수요분석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교통투자시설평가 지침의 개발과 활
용은 교통사업 추진 시 교통수요분석 과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결
과적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가져왔다는 점은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JICA(2018)52)의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수행된 60개 이상의 도시교통 마스터
플랜 중 12개 사업을 선별하여 교통자료 수집과 교통수요분석 방법을 검토하
고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JICA는 지원한 도시교통 마스터플
랜 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통조사를 수행
하고, 이러한 교통조사에서 수집된 교통자료를 바탕으로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통마스터플랜 수립 시 기초자료 수집에
상대적으로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국내의 지원 사업과는 크게 차별화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원조사업의 유형에 부합하도록

51) 국가교통DB 홈페이지, https://www.ktdb.go.kr(2020.05.28.).
52)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94

적절한 교통조사나 수요분석 수행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PT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최신 통신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조
사자료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1) 기초자료를 수집/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기 구축된 자료도 수집하기 쉽지 않다는 점, 2) 기초자료 수집부터 수요예측까
지 교통사업 수요분석방법을 참고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하였으며, 3) 어렵게 구축된 교통수요분석자료가 사업 후 체계적으로 관리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국내·외 동향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
침이 필요한 2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지 교통DB의 수집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사부터 교통DB 구축방법
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교통
DB(교통네트워크 및 O/D 등)가 필수인데, KTDB에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들 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렵다. 또한, 개별
글로벌 교통사업 수행 시 국내 KTDB나 JICA와 같이 교통DB 구축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신뢰성 높은 교통DB의
구축이 필요하기에 글로벌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과정의 일관성이나 분석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측면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지침이 필요하다. 국내 표
준지침의 개발로 교통수요분석 과정 및 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국내에서 글로벌 사업과 관련한 유일한 지침인
EDCF 타당성 조사지침이 존재하나, 실제 사업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행행태,
사회경제발전, 인프라 수준 등 여러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침
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글로벌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상세한 글로벌 수요분석 지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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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향
앞선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해 글로벌 교통수요분석
지침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지침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요분
석과정에 맞춰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가장 선행단계는 기초자료 수집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용
이하지 않다는 점과 체계적인 조사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초자료란 인구, 종사자수, 학생수 등 사회경제지표와 도로의 교통량, 교통시
설 현황, 대중교통 노선 정보, 대중교통이용자 수 등 교통현황 자료가 포함된
다. 국내와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요분석에서 요구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취
득이 쉽지 않고, 교통수요분석에서 요구되는 행정구역별 지표나, 교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행량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타 기관/국가에서 수행한 동일 대상지 유사사업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거나 직
접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사업 사례의 파악
과 자료를 공유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조사규모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
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가별 통계지표는 신뢰성 있는 현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할 수 있
는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기구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지 기구에서 얻기 어려
운 자료들은 유사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의 축
적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자체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통조사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단계는 글로벌 교통사업에서의 분석자료 구축 단계로,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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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별도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보니 수요분석 자료 구축방법론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문제점이 된다. 여기서 교통수요분석자료란 여객 및 화물
기종점통행량(O/D), 교통분석용 도로철도네트워크, 재차인원 등 부속자료를
포함한다. 글로벌 교통수요분석자료의 구축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대상 지역이 다양하기도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범위에 따
라 개별 사업별로 분석자료 구축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을 기초자료의 수집범위나 사업 특성에 따라 유
형화하고,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장래수요예측모형 단계의 문제점은 현지여건에 적합한 수요예측모
형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모형은 4단계 수요예측모형으로 각 단계별 분석방법은 국내 지침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이륜차 이용이 많은 지역과 같이 국내와 통행특성이 상이한 경우 모형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와 달리 각 개별사업에서 장래 사회경제
지표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 또한 수요예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따
라 적정 모형이 선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교통수요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단계인데, 글로벌 교통사업에
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하며, 해당 절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누락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을 통해 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예측결과 역시 이상치의 검토나 장
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등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만 단계는 사업 종료 후 기 구축된 교통수요분석자료와 분석결과의 관리
단계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된 자료가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이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3-28>은 각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이 정리된 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에 기반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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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서의 문제점과 지침 개선방향
교통수요
분석과정

기초자료의
수집
(사회경제지표,
교통현황자료)

교통수요
분석용 자료의
구축

장래 교통수요
예측

문제점

개선방향

기 구축된 기초통계자료
의 활용방안 마련
자료 입수 곤란 및
체계적인
조사방법 부재

관련 지침상
분석자료
구축방법론
부재로 사업별
구축방법론 상이

현지여건에
맞지 않은 장래
수요예측모형의
적용

추진전략
현지 및 국제기구
통계사이트 공유
유사사업 자료 축적 및 공유
교통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자체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방안 마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수집 구축방안 모색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사업유형에 따른 구축
방법론 마련

대상국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정 수요예측
모형 적용

유형별 분석자료 구축 가이
드라인 마련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방법
론 마련
수요예측모형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국가의 지침 공유

분석결과의
검증

교통수요분석용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의
관리

수요분석결과
검증방안 부재

사업 시 구축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미흡

구축과정의 객관성 검증

과정별 체크리스트 마련

장래 불확실성 고려 방안
마련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구축결과의검증방안마련

국내외 유사사업 결과공유

글로벌 교통DB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교통DB 통합관리시
스템 구축
전담 관리기관 지정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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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화 및 지침 개선 중점항목
1.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국내자금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크게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과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은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가 아니면 도시 단위에서 시행되는가에 따라 적용방법이 차별
화된다. 따라서 공간적 위계를 국가 단위와 도시 단위로 구분하여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과 공간적 위계
를 고려하면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은 육상교통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다루는 타당성
조사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도 도시 내의 수송을
담당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
업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객통행에 비중을 두고 있다. 타당성조사 사업
에는 도로와 철도 등 특정 교통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각의 사업유형에
따라 교통수요분석에 요구되는 자료와 분석의 상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수요분석을 위한 적용방법도 차별화된다. 이에 글로벌 교통사업의 특징을 고
려하여 교통수요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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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수요분석 지침 개선을 위한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마스터플랜

국가 단위

대상시설

사업유형

종합교통

1-

도로 및 ITS

1-

철도 등 대중교통

1-

종합교통

2-

도로 및 ITS

2-

도시철도, BRT 등 대중교통

2-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타당성조사

2.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지침 개선 중점항목
3장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기초자료 수집에서는 기존 통계사이트와 자체 조사를 통해 자
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 중
유사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과 통신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방안
에 초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교통수요분석용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로 사업유형에 따른 분석
용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O/D 자료와 네트워크 자료는 글로벌 교통사업
에서 수요분석을 핵심적 자료라 할 수 있으나,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 확보에 가장 큰 애로점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선 글로벌 교통사업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사업유형별 O/D 자
료와 네트워크 자료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세 번째는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단계로 대상국가의 상황을 적절히 반
영할 수 있는 수요예측모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시 유의사항, 적절한 교통수요모
형의 선정 및 적용에 역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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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교통수요분석 결과의 검증 단계인데 객관성과 일관성이 확보되
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과정에서의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수요분석 과정에 검토항목이 적절히 반영되
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적정성 검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기 구축된 교통수요분석 자료와 결과의 관리단계로
글로벌 교통DB 통합관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글로벌 교통
DB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5장에서 제시한다.

<표 4-2>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지침 개선 중점항목
교통수요
분석과정

기초자료의
수집

교통수요
분석용 자료
구축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개선방향
기 구축된 기초통계자료의
활용방안 마련
자체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방안 마련
사업유형에 따른
구축방법론 마련

대상국가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정 수요예측 모형 적용

추진전략
현지 및 국제기구
통계사이트 공유
유사사업 자료 축적 및 공유
교통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초자료 수집 구축방안 모색
글로벌 교통사업의 유형화
유형별 분석자료 구축 가이드
라인 마련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방법론
마련
수요예측모형 추정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국가의 지침 공유

구축과정의 객관성 검증
분석결과 검증

장래 불확실성
고려 방안 마련
구축결과의 검증방안 마련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관리

글로벌 교통DB
관리체계 마련

주: 본 연구에서의 지침 개선 검토수준:

과정별 체크리스트 마련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외 유사사업 결과공유
글로벌 교통DB 통합관리방안
마련
전담 관리기관 지정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낮음),

(보통),

(높음)

지침 개선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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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 개선방안
1. 사회경제지표 자료

교통사업의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
해야 하는 작업이 교통수요분석에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사회경제지표이고,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활용된다.
사회경제지표가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
상국에서는 이러한 자료수집조차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대상국가별 유사사업에서 확보된
자료를 DB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다. 향후 시행되는 교통사업에서 보다 수월하
게 사회경제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현지 및 국
제기구 통계 사이트를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다.
사회경제지표는 국가 단위 교통사업인지 도시 단위 교통사업인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료의 중요도가 다소 상이하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 수요분석
에는 인구와 경제 관련 자료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존
(zone) 단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전제와 가정 하에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존(zone)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는 방
법과 사례를 지침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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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가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항목

취득용이성

자료활용성

적용가능 사업유형

인구

- 인구
- 산업별 취업인구

1- , 1- , 1-

경제

- 지역총생산(GRDP)
- 1인당 GDP

1- , 1- , 1-

차량

- 차종별 등록대수

1- , 1- , 1-

화물

- 품목별 생산량

-

주: 1) 취득용이성 : (곤란),
(보통),
(용이)
2) 자료활용성 : (낮음),
(보통),
(높음)
3) 화물의 품목별 생산량은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시 요구되는 자료이다.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화물품
목이다. 국내 자금으로 추진한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 사업에는 화물품목을
분석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국가 단위의 종합교통사업에서는 수송비용을 최
소화하는 교통수단 간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화물교통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화물품목을 포함하도록 지침에 규정해야 한다.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과 유사하지만 인구지표
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인구지표는 도시 단위에서 통행발생 및 통행유
인 모형에 중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되며 연령대별 인구, 종사자수, 학생수 등
자료가 존재하는 한 인구를 세분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53) 다만 개발도상
국의 경우 총 인구를 제외한 연령대별 인구, 고용자수, 학생수 등의 인구지표
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존(zone)별 인구지표가 존재할 것이라는 기
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일정한 가정 하에 존 단위의
인구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3) 국내의 경우 인구 관련 자료가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등 모든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및 통행유인
모형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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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1: 베트남과 미얀마의 화물품목 분류 사례
베트남과 미얀마의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화물수요
를 분석하기 위해 화물 품목을 각각 13개 및 16개로 분류하고 있다. 여객교
통과 달리 화물교통은 요일별, 월별, 계절별 수송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송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원조
기관에서는 화물품목별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교통
수단이 제공되었을 때 전환 화물 교통량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표 4-1>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의 화물품목 분류사례
베트남 국가교통1)

미얀마 국가교통2)

1.곡물 및 기타 농작물(Rice and other
food crops)
2.사탕수수와 설탕(Sugarcane and
sugar)
3.목재(Wood)
4.산업물품(Industrial crops)
5.수산물(Fishery products)
6.육류(Animal meat)
7.철강(steel)
8.건축 자재(Construction materials)
9.시멘트(Cement)
10.비료(Fertilizer)
11.석탄(Coal)
12.원유 및 석유제품(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13.제조물품(Manufacturing goods)

1.육류(Live animal & animal products)
2.수산물(Fish and aquatic products)
3.채소 및 과일(Vegetable and fruits)
4.곡물 및 농산물(Grain and grain products)
5.기타 농산물(Other agricultural products)
6.식량, 음료 및 사료(Foodstuff, beverage and animal food)
7.석유 제품, 유류 및 가스(Petroleum, oil and gas)
8.석탄, 광석, 석자재 및 모래(Coal, ore, stone and sand)
9.시멘트 및 건축자재(Cement, construction material)
10.비료(Fertilizer)
11.의복, 섬유 및 직물(Garment, textiles and fabric)
12.목재 및 목공품(Wood and wood products)
13.제지 및 인쇄물(Paper and paper matter)
14.철강 및 금속 제품(Metal and metal products)
15.산업 및 화학 제품(Industrial material, chemicals)
16.가정용품, 잡화(Household articles, miscellaneous)
17.기계 및 관련부품, 운송(Machinery and Parts,
Transportation)

자료: 1) JICA(2010), The Comprehensive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nsport
System in Vietnam, p. 5-20.
2) JICA(2014), The Survey Program for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Pla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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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는 도시 단위 교통사업에서는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도시
단위에서는 인구지표가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지표보다 크기 때문이
며, 현실적으로 도시 단위에서 존(zone)별 경제지표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
다. 다만 경제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차량등록대수 자료는 통행발생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륜차
이용률이 높고 이륜차 이용자의 평균 통행발생량도 높기 때문에, 교통수요 분
석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인구지표와
유사하게 차량등록대수 자료도 도시 단위 전체 자료는 존재하지만 존 단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가정 하에 존 단위의 차량등록대수
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54)

<표 4-4> 도시 단위의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자료
항목

취득용이성

자료활용성

적용가능 사업유형

인구

-인구
-연령대별 인구
-고용자수
-학생수

2- , 2- , 2-

경제

-지역총생산(GRDP)
-1인당 GDP
-사업체수
-산업구조

2- , 2- , 2-

차량

-차종별 등록대수

2- , 2- , 2-

주: 1) 취득용이성 :
2) 자료활용성 :

(곤란),
(낮음),

(보통),
(보통),

(용이)
(높음)

54) MAUR(2017)에서는 존별 소득수준은 존별 고용자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승용차
등록대수를 고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하여 존별 승용차 등록대수를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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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 자료

O/D 자료는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위한 가장 필수적 자료이다. 신뢰성 있
는 O/D 자료가 확보 가능하면 교통수요를 보다 수월ㆍ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O/D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해야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O/D 자
료의 중요성이 가장 높지만 O/D 자료의 구축 및 확보가 가장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O/D 자료를 구
축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은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PT
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 노측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PT 조사에 기반을
두는 방법은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용한데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지원 사업에서는 직접 PT 조사를 실시하여 O/D 자료를 구축한 사례는 없다.
PT 조사에 기반하여 구축된 O/D 자료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 대상도시의 교통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
터플랜 사업에서는 적극 추천되는 방법이다. 다만 도시 단위의 타당성조사에
서는 PT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되지는 않는다.
한편 국가 단위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PT 조사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노측조사에 기반을 둔 방법이나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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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O/D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O/D 자료, 노측조사,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기존 O/D 자료
와 노측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은 투입비용이 다소 높고,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은 투입비용이 저렴하다.

<표 4-5> 기존 O/D 자료의 활용여부에 따른 O/D 자료 구축 방법
구축방법

소요비용

작용가능 사업유형
2-

PT 조사(가구통행실태조사)

高

221-

기존 O/D
자료 無

1노측조사 + Gradient

中

122211-

기존 O/D + 노측조사
+ Gradient

中

1222-

기존 O/D
자료 有

11기존 O/D + Gradient

低

1222-

주:

적극 추천,

보통,

비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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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O/D 자료가 부재한 경우
1) PT 조사에 기반을 둔 방법
PT 조사에 기반을 둔 방법은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사업유형 2-①)의 O/D 자료를 구축하는데 적합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지만 자료 활용도가
크고 주도적으로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PT 조사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모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정한 표
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표본율이 낮으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본율이 높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太田勝敏(1991)에서는 인구규모가 100
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표본율을 1% 이상 확보하고, 인구규모가 50~100
만 명 사이인 경우에는 최소 표본율을 1.5%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4-6> PT 조사의 인구규모별 표본율
인구규모(만 명)

최소 표본율(%)

표준 표본율(%)

5 이하
5 ~ 15
15 ~ 30
30 ~ 50
50 ~ 100
100 이상

10
5
3
2
1.5
1

20
12.5
10
6.5
5
4

자료: 太田勝敏(1991), 交通システム計画 , 교통공학실무총서 제3권, p. 139.

국내에서는 1차 PT 조사에서 3% 정도의 표본율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 시행한 PT 조사에서는 표본율이 인구규모
와 반비례하고 최소 2% 이상의 표본율을 유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는 축척된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
겠지만 최소 2~3%의 표본율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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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래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1) 한국교통연구원(2007), 2006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 .
2) 한국교통연구원(2011), 2010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구축사업 .
3)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

<그림 4-1> 인구규모와 PT 조사 표본율(국내 KTDB 사례)

자료: 太田勝敏(1991), 交通システム計画 , 교통공학실무총서 제3권, p. 139.

<그림 4-2> 인구규모와 PT 조사 표본율(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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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통행 기입누락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PT 조사와 사회생활기반조사를 함께 실시한 일본의 사례에서
는 기입누락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5)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PT 조사에서는 기입 누락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오차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PT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GPS 기능을 활용하면 보유자의 통행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각
각의 통행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교통수요분석에 필요한 O/D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다. Trucano(2014)56)는 조
사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완성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을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유자가 추가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락하
는 경우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개발되었는데 대표적
으로 rMove57), MEILI58), FMS(Future Mobility Sensing)59)를 들 수 있다.
PT 조사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휴대전화위치정보자료
(CDR, Call Detail Record)를 활용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위치정보자료는 휴대
폰 이용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분석에 활용되는
O/D 자료를 구축하는 대체 자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PT 조사와 같이

55) 名取義和 외(2000), ｢パーソントリップ調査における回答誤差とその発生要因｣, 土木計画学研究 論
文集 , No. 17.
56) Trucano(2014), “Using mobile phone in data collection: Opportunities, issues and challenges”,
A World Bank Blog on ICT Use in Education.
57) rMove는 미국 RSG 회사에서 개발하였으며 뉴욕, 시카고 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58) MEILI는 스웨덴 대학에서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존재한다.
59) FMS는 SMART(Singapore-MIT Alliance for Research and Technology)에서 개발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몇 개 도시에 적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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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루에 머물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동을 위해
사용한 교통수단이나 통행비용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휴대전
화위치정보자료를 활용하여 O/D 자료를 구축하거나 PT 조사를 보완하는 방법
에 대해서는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예로 Ge & Fukuda(2016)60)는 기존에
PT 조사를 시행하여 PT 조사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휴대전화위치정보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O/D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종학(2018)61)
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의 O/D 자료를 구축
하였고, KTDB에서 구축된 O/D 자료와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결론짓고 있다.
휴대전화위치정보자료의 잠재적 활용가능성이 높지만 대상국가의 개인정
보보호 차원에서 정보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설사
휴대전화 위치정보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회사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구매비용이 비싸 휴대전화 위치정보자료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편차로 휴대폰 보급률
이 지역적으로 일정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또한
동일 이용자가 2대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62) 별도의 보정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자료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는 PT 조사를 보완할 수 있고, 특히
휴대전화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
대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60) Ge, Q and Fukuda, D.(2016), “Updating Origin-Destination Matrices with Aggregated Data
of GPS Trac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Vol. 69, pp. 291-312.
61) 김종학 외(2018),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 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p.i, 국토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62)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신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여 2대 이상의 휴대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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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
노측조사와 Gradient 기법63)을 병행하는 방법은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
플랜 사업이나 국가 단위의 타당성조사 사업의 O/D 자료 구축에 적합하다.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안전성 문제, 교통체증 유발, 무작위 표본 확보
곤란 등 현실적으로 노측 O/D 조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도시 단위
보다는 국가 단위 교통사업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현행
O/D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노측조사 및 교통량 관측 지점 선정
2단계: 노측조사 및 관측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O/D 자료 생성
3단계: Gradient 기법을 적용하여 O/D 자료 보정
4단계: 기준연도 O/D 자료 생성

<그림 4-3> Gradient 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절차

63) EMME3 등 최근 판매되고 있는 교통수요분석 소프트웨어에서는 교통량 자료에서 O/D 자료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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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의 핵심은 노측 O/D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전체의 O/D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노측 O/D 조사를 토대로 O/D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 번째 방법은 조사지점에서 수집된 표본자료의 표본율
을 이용하여 전수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 기종점  간 추정 교통량
여기서, 
 : 링크  노측조사 지점에서의  간 기종점 통행량
 : 링크  노측조사 지점의 표본율

 :  에서  로의 통행경로 중 노측조사 지점을 경유할 확률이 0보다
큰 링크의 집합
자료: 장원재(2009), 통과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p. 4.

국내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살펴보면
O/D 자료의 구축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이 위의 방법
을 적용하여 O/D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은 매우 단
순하지만 하나의 통행이 두 개 이상의 노측조사지점을 통과하거나 노측조사지
점을 통과하지 않은 통행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KTDB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출발 존 기반 혹은 도착
존 기반의 전수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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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존 기반의  간 통행량
여기서, 
 : 출발 존  의 유출 조사지점 집합
 : 노측 조사지점 K에서  간 표본 통행 수
 : 노측 조사지점 K에서의 표본조사 통행량
 : 노측 조사지점 K에서의 총 유출 통행량
자료: 장원재(2009), 통과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p. 5.




 

∈


 




 : 도착 존 기반의  간 통행량
여기서, 
 : 도착 존  의 유입 조사지점 집합
 : 노측 조사지점 K에서  간 표본 통행 수
 : 노측 조사지점 K에서의 표본조사 통행량
 : 노측 조사지점 K에서의 총 유입 통행량
자료: 장원재(2009), 통과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p. 6.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출발 존의 유출조사
지점 집합의 표본율과 도착 존의 유입조사지점 집합의 표본율의 가중치를 적용
하여 O/D 자료를 구축하는 것인데,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존에서 유출되는 모든 지점에서, 혹은
도착 존으로 유입되는 모든 지점에서 노측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
적으로 투입비용이 크고, 도로망 형태에 따라 중복 산정(double counting)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 방법은 Kuwahara & Sullivan(1987)64)이 제안한 방법으로 예산 제
약으로 노측조사지점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종

64) Kuwahara and Sullivan(1987), “Estimating Origin-Destination Matrices from Roadside
Survey Data”,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pp. 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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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간 통행이 링크 를 이용할 확률( )65)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종점
 간 통행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66)







∈



 

이 외의 방법도 존재하지만67) 개발도상국 도로망의 단순성을 고려하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요구되는 노측조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KTDB
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조사지점 개소가 한정되는 경우에는 Kuwahara & Sullivan의 방법으로 O/D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D 생성과정에서 오차가 내포되어 배정
교통량과 관측교통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Gradient 기법을 적용
하여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Gradient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통량 관측 지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O/D 자
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각 존의 경제지점을 통과하는 1개 이
상의 도로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위의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 전수화 방법은
논리성이 빈약하고 중복산정의 문제가 존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TDB 방법은 논리성을 확보하면서 상대
적으로 신뢰성 있는 O/D 자료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입비용이 높
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차량 내비게이션 자료가 존재하면 한정된 예산 하에서
도 적용이 가능하다. Kuwahara & Sullivan 방법은 조사지점의 이용확률 산정
을 위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논리성을 확보하면서 예산 투입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
65) 기종점  간 통행이 링크 를 이용할 확률(  )은 일정한 가정 하에 산정해야 하는데, 예로  간
최단경로의 일반화비용의 1.5배 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산출하고 각 경로의 이용확률이 일반화비
용에 반비례한다는 가정 하에 노측조사지점 링크 의 이용확률을 산정할 수 있다.
66) 노측조사지점에서의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전체를 두고 있다.
67) 예로 장원재(2009), 통과 교통 자료를 활용한 노측조사 기반의 기종점 통행량 추정모형 개발 , 교통연구,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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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노측조사 기반의 O/D 자료 생성 방법 비교
방법

장점

단점

추천

단순 전수화

-적용방법의 용이성
-저렴한 예산으로 적용 가능

-빈약한 논리성
-중복산정 문제 발생

비추천

KTDB 방법

-논리성 확보
-신뢰성 있는 O/D 자료 생성

-고가의 예산 투입
-중복산정 문제 내재

예산 확보 시
추천

Kuwahara
& Sulllivan

-논리성 확보
-저렴한 예산으로 적용 가능

-적용방법의 복잡성
-조사지점 이용확률 가정

예산 제약 시
추천

자료: 저자작성

노측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O/D 자료의 문제점은 내부통행량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내부 통행량 산정에 활용할 수 없다면 투입 비용 및 시간
대비 자료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측조사 지점은 존 경계지점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지점 개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속도로와 국도와 같은 간선도로와 존 경계가 접하는 지점에서는 노
측조사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다만 예산 제약으로 노측조사지점을 축소해
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O/D 자료의 신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노측조사에 기반하여 생성된 O/D 자료의 또 다른 문제는 O/D 통행이 0이
되는 셀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68) 특히 노측조사 지점이 제한되
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O/D 통행이 0인 셀(cell)은
Gradient 기법을 적용하여 보정해도 항상 0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보완책이 요
구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력모형 등을 적용하여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O/D 통행이 0인 셀이 다수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
력모형 등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9)

68) 보통 제로 셀(zero cell) 문제라고 일컫는다.
69) 구체적 적용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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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1) 기존 O/D 자료, 노측조사 및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
기존 O/D 자료, 노측조사 및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은 국가 단위
의 타당성조사 사업에 적합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 단위에서는 노측
조사 시행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노측조사는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상 도로 또는 철도
사업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에 한정하여 노측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성조사는 대상 교통시설의 교통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 교통시설이 통과하는 존 주변의 O/D 패
턴을 파악하여 기존 O/D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상 교통시설의 이용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기존 O/D 자료, 노측조사 및 Gradient 기법을 병행하여 기준연도 O/D 자
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기존 O/D 자료의 보정
2단계: 대상 교통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 선별
3단계: 대상 존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존 경계에서 노측조사와
교통량 관측조사 시행
4단계: 노측 O/D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권 내의 O/D 자료 보정
5단계: 교통량 관측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는 Gradient 기법 적용70)
6단계: 기준연도 O/D 자료 생성

70) 교통량 관측조사는 노측조사가 시행되는 지점 이외에서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Gradient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Gradient 기법은 O/D 통행패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존 O/D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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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존 O/D자료, 노측조사 및 Gradient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절차

1단계에서 기존 O/D 자료를 구축한 시점과 기준연도 시점 사이에 인구증가
및 경제 성장 등 사회경제 환경이 변화하면 총 통행발생량도 변화한다.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총 통행발생량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존
O/D 자료 생성 당시에 구축된 통행발생모형을 적용하여 총 통행발생량을 보정
하거나, 혹은 1인당 평균 통행발생량을 반영하여 총 통행발생량을 보정한다.
2단계에서 타당성조사의 분석 대상 도로나 철도 사업이 건설되면 전환수요
가 예상되는 기존 교통시설 주변의 존을 선별하고 이러한 존을 포함하는 영향
권을 설정한다. 이 영향권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와 존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노측조사와 교통량 관측조사 지점을 설정한다.
4단계는 노측 O/D 자료를 활용하여 영향권 내의 O/D 자료를 보완하는 단계
이다. 앞서 설명한 KTDB 방법이나 Kuwahara & Sullivan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다. KTDB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향권 내 존 유출 혹은 존 유입 지점에서
의 노측조사 지점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제약으로 노측조사 지
점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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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영향권 내의 O/D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하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상 교통시설의 교통수요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영향권 외 지역에 위치하는 O/D 통행은 교통량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Gradient 기법을 적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Gradient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측조사 지점 외에 영향권 외의 주요 간선도로 지점에서 교통량 관
측조사를 추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 단위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위한 기준연도 O/D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주:
대상 교통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존
자료: 저자작성

<그림 4-5> 노측조사에 의한 영향권의 O/D 자료 보정

2)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은 노측조사 시행이 용이
하지 않은 도시 단위의 타당성조사 사업에 적합하다. 이 방법을 통한 기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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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자료 생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기존 O/D 자료의 보정
2단계: 교통량 관측 조사 지점 선정
3단계: 교통량 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Gradient 기법 적용
4단계: 기준연도 O/D 자료 생성

<그림 4-6>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한 O/D 자료 생성 절차

1단계는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기존 O/D 자료를 보정하는 단계로 기존
O/D 자료 생성 시 구축한 통행발생모형을 적용하거나 1인당 통행발생량을 적
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2단계의 교통량 관측조사는 예산 제약상 중존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간선도
로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존 경계지점을 통과하는 간선도
로를 대상으로 하면 조사지점 개소가 너무 많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O/D 자료와 Gradient 기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노측조
사 대신 관측 교통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교통량 관측조사
지점 개소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에서는 기존 O/D 자료와 관측 교통량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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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기법을 적용하여 기준연도 O/D 자료를 생성하게 된다. 도시 단위의
타당성조사 사업에 Gradient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통행발생량이
높은 도심지역에 더 많은 교통량 관측조사 지점을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통행
발생량이 적은 외곽지역에는 최소한의 교통량 관측조사 지점을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목적통행(Linked Trip)의 고려
통행은 목적통행(Linked Trip)과 수단통행(Unlinked Trip)으로 구분된다.
목적통행은 이용수단에 상관없이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는 통행을 의미하
고, 수단통행은 기점에서 종점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는 통행을
의미한다.71) 따라서 수단통행량은 목적통행량보다 항상 크다. 수단통행은 대
중교통 통행배정 분석을 이용하여 교통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는 적절하
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용한 여러 교통수단 중 대표교통수단을 결정하여 수단
통행량이 목적통행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한다.
도시 단위에서 PT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용 교통수단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적통행량과 일치하는 수단통행량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철도, 항공, 해운 등은
대상국가로부터 역 간 O/D 자료, 공항 간 O/D 자료, 항만 간 O/D 자료 형태
로 자료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는 최초 출발지 혹은 최종 목적지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보정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주요 철도역, 공항, 항만 등에서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의 정보를 반영한 형태로 O/D 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노측 O/D
자료를 이용하여 O/D 자료를 생성하는 도로 O/D 자료는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정작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71) 예로 출발지 A에서 목적지 B까지 이동하는데 3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면 목적통행은 1 통행이지만
수단통행은 3 통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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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 지원으로 수행된 베트남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72)에서는 주요 철도역,
공항, 항만에서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최초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를 반영한 철도,
공항, 항만의 O/D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2-11.

<그림 4-7> 철도, 항공, 항만 O/D 자료의 보정 개념도

72)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2-11.

122

▪ 참고사례2 : 국가 단위 Linked O/D 자료 생성절차(베트남 사례)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2-3.

<참고그림 4-1> 베트남 국가교통에서의 Linked O/D 자료 생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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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자료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는 링크와 노드로 구성된다. 교통망을
형성하는 링크와 노드 자료는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
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네트워크 관련자료 입수나 작업은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만 교통수요분석을 위해서는 링크와 노드 자료
이외에 도로 및 대중교통의 속성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73)에서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 시 요구되는 검토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교통량-지체함수74)를 결정하는
도로연장, 차로수 등 도로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철도의 경우 철도역
위치, 노선 연장, 운행속성 등의 철도속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8> 교통 네트워크 자료에 대한 검토 사항
구분

검토내용

도로
기준
연도

장래
연도

-

도로연장: 실측치와 비교
차로 수: 실측치와 비교
링크 유형별 교통량-지체함수 검토
통행배정이 되지 않은 링크 확인: 링크속성 및 센트로이드 커넥터
연결 상태 확인

철도

- 철도역 위치
- 노선 연장
- 운행 노선 : Line Segment 검토

공통

- 기준연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

도로

- 장래 도로계획 반영여부 검토

철도

- 장래 철도계획 반영여부 검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p. 252.

73)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p. 252
74) 교통량-지체함수는 전국을 20개 유형으로, 수도권을 1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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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는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통량-지체함수 유형을 적용하
는데 한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도의 비포장도로 비율이 높고, 포장도
로의 경우에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2차선 비율이 높은데 도로폭이 5m
이하인 경우부터 10m 이상인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차로수로 교
통량-지체함수 유형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이용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와 같
이 교통량-지체함수 유형을 단순화할 수 없고 도로용량과 초기속도에 영향을
주는 도로속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형태의 교통량-지체함수를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앞서 예로 들은 베트남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75)에서는 인도네시아 도로용
량 매뉴얼(IHCM, Indonesian Highway Capacity Manual)을 적용하여 도로용
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 
여기서, C = 도로용량(PCU/hr)
C0 = 이상적 조건에서의 기본 용량(PCU/hr)
FCw = 차로폭 조정계수
FCsp = 방향별 교통량 비중 조정계수
FCmc = 오토바이 교통량 조정계수
FCsf = 도로마찰 조정계수
위의 수식에서 흥미로운 점은 오토바이 교통량 조정계수76)를 반영하여 도

75)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0.
76) 베트남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오토바이 교통량 조정계수가 0.82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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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용량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전체 교통량에서 오토바이 교통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오토바이 교통량 조정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고려한 오토바이 교통량(PCU/hr)77)
 =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고려한 총 교통량(PCU/hr)
위의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든 링크에 대
한 도로속성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도로위계, 도로연장, 도로폭, 포장유형, 포장상태, 지형, 도로주변 토지이용 등
의 도로속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도로용량을 산정하고 있다.78)
국내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교통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 사
업에서는 국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량-지체함수를 적용하고 있는 사
례가 적지 않다. 이는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
통수요분석이나 사업평가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량-지체함수에 반영되는 도로용량 및 초기속도 설정에 관
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지만 기존 연구결과나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
발도상국 현지 여건을 반영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77) 오토바이 차량의 승용차 환산계수(0.25)에 오토바이 교통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78) 도로속성을 반영한 조정계수의 상세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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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직접수요모형, 4단계 모형, Activity
Based Model 등이 존재하지만 4단계 모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
적인 4단계 모형은 집계모형(Aggregate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각 단
계에서 비집계모형(Disaggregate Model)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책변수를 분석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Activity Based Model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는 대량의 상세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4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교통수요모형의 적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4단계 모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79) 통행발생은 각 존에서 발생하거나 도착하는 통행량을 분석하고, 통행
분포는 존 간을 이동하는 통행량을 분석한다. 통행분석이 종료되면 존 간 여객
O/D 자료와 화물 O/D 자료가 생성된다. 수단선택은 존 간 이동시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를 산정하는 과정으로 수단별 O/D 자료를 생성한다. 마
지막 단계인 통행배정에서는 수단별 O/D 자료를 교통 네트워크에 배정하는
단계로 도로와 대중교통의 링크 교통량, 승하차 통행량 등을 산정한다.
국내에서는 KTDB 자료의 하나로 수단별 O/D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도로사업에서는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의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
고, 철도사업에서는 통행발생과 통행분포의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글로
벌 교통사업은 국내의 KTDB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료 입
수부터 4단계 모형의 계수추정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교통수요분석의 수행단계를 살펴보면, 국가·도시
단위와 상관없이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4단계 모형의 모든 단계를 수행

79)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분석 과정은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p. 21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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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의 경우 이전에 수행된 교통사업에서 통행발
생과 통행분포 모형을 구축해 놓은 경우에 한하여 두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로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는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과 유사하게 타 교통에서 도로교
통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미미하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수단선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은 대부분의 수요가 도로교통에서 전환
되기 때문에 수단선택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여객뿐 아니라 화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
시 화물통행을 다루어야 하지만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여객에 중점을
두어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4-9>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교통수요분석의 수행단계
공간
위계

사업특성

대상시설

마스터플랜

종합교통

국가
단위

통행발생

도로/ITS
타당성조사
철도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종합교통

도로/ITS
타당성조사
대중교통

주: : 필요, : 기존 자료 존재 시 불필요, ×; 불필요
자료: 저자작성

통행분포

수단선택

여객+화물(품목)
×
여객+트럭

여객+화물(품목)

여객+트럭
×
여객+트럭

여객

통행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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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사회경제지표는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중요한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장래 사
회경제지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는 교통수요분석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EDCF 타당성조사 지침서는 장래에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함에 있어 단순한 추
세연장(extrapolation)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80) 이는 개발도상국 사회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경제지표 예측모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장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저성장, 중성장, 고성장 등 시나리오
별 예측을 수행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시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대상국의 사회경제 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래 인구와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분석을 시행한다.
이러한 절차로 추정된 교통수요는 과대추정의 요인이 되곤 한다. 왜냐하면 대
상국에서 설정한 장래 인구 및 경제 지표가 과거추세와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장래 교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
에 다소 긍정적 시나리오에 입각해도 되지만, 타당성조사 사업은 신뢰성 있는
수요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는 장래 인구 및
경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수요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인 교통수요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서 설정한 장래 인구 및 경제 지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국과의 조율은 쉽지 않으며 대상국에서 설정

80) 한국수출입은행(2018), EDCF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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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래 인구 및 경제 지표를 반영하지 않으면 최종 결과를 대상국에서 수용하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통수요분석
에 반영하는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사례 3: 장래 인구증가 과다 추정 사례(베트남 다낭)
2015년 장래 인구 예측과 실제 인구 통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2020
년 인구 예측치와 2017년 인구 실측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낭市의 실제 인
구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매년 2만 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급격한 사회정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를 적용하면 2020년 인구는 11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
측된다. 이는 기존 MP에서 예측한 160만 명과 50만 명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다 추정된 장래 인구를 적용하면 장래 교통수요도 과다 추
정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다낭市에서 설정한 장래 인구를 반
영하는 경우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표 4-2> 베트남 다낭市의 장래 인구 예측 및 실제 통계 비교
(단위: 천 명)

2015

2017

실측치

1,026

1,064

예측치

1,156

2020

2030

1,600

2,5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 계획 및 운영 지원 ,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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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행발생
통행발생 분석모형으로는 원단위, 증가율, 회귀분석모형이 사용된다. 글로
벌 교통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모형
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객통행은 국가 단위나 도시 단위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통행발생모형 구축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다만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인
지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인지에 따라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인구, 도시인구, GRDP, 1인당 GDP와 같
이 인구지표와 경제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도시 단위의 교통사업
에서는 인구, 산업별 종사자수, 학생수 등 인구지표가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JICA 보고서(2018)81)에서는 사회경제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개발도상
국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통행발생모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모
형 상에 반영해야 한다.82) 더불어 도시 단위에서는 가정기반(home based) 통
행과 비가정기반(non-home based) 통행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통행
을 구분하여 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81)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82) 이륜차 혹은 사륜차 보유자는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인당 통행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이 통행발생모형에 반영되지 않으면 장래 통행발생량은 과소 추정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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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객통행은 화물통행과 비교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 화물품목에 대한 통행발생 모형개
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
랜 사업에서는 화물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선별하여 논리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화물의 통행발생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화물품목별 생산량(production)과 소비량(consumption)
의 차이로 표현되는 잉여량(surplus)와 부족량(deficit)을 통행발생모형의 독립
변수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83) GDP 성장에 따른 화물품목별 탄력성 계
수84)를 활용하여 화물통행 발생량을 산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85) 개발도상
국 현지 여건에 따라 자료입수 여건이 다르지만 그러한 상황가운데서 활용 가
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의 통행발생량을 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지
원으로 수행된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에서는 여객통행에 비중을 두고,
자료 입수의 곤란, 방법론의 복잡성 등으로 화물통행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
다. 향후에는 화물통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자료활용 및 분석방법이 지속적으
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3) JICA(2010),The Comprehensive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nsport
System in Vietnam, p. 5-19.
84) 미얀마 현지에서는 탄력성 계수 산정을 위한 자료 입수가 어려운 관계로 일본의 고도성장기 자료를 토대로
탄력성 계수를 산정하고 미얀마의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85) JICA(2014), The Survey Program for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Pla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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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4: 화물품목별 생산량 및 소비량 활용사례(베트남)
JICA 지원으로 추진된 베트남86) 국가 단위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화물품목별 생산량(production)과 소비량(consumption)을 산정하고, 산정
된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로 표현되는 잉여량(surplus)과 부족량(deficit)
을 교통존별로 계산하여 이를 화물통행발생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
다. 잉여량과 부족량 외에 GDP나 산업구조별 GDP 등의 경제지표로 구성
되는 화물통행발생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높고 계수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p. 3-20.

<참고그림 4-2> 화물품목별 생산량 및 소비량 예측

86) JICA(2010),The Comprehensive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nsport
System in Vietnam, 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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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5: 화물품목별 생산량 및 소비량 활용사례(베트남)
<참고자료 표 4-3> VITRANSS에 사용된 화물통행발생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품목
곡물 및 기타 농작물
사탕수수와 설탕
목재
철강
건축 자재
시멘트
비료
석탄
원유 및 석유제품
산업 물품
제조 물품
수산물
육류

발생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잉여 더미 변수, GRDP
잉여량, 2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잉여량 더미,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2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잉여량, 3차 GRDP

유입
부족량, GRDP
부족량, GRDP
부족량, GRDP
부족량, GRDP
부족량 더미, 2차 GRDP
부족량, 보조+3차 GRDP
3차 GRDP
부족량
부족량, 2차+3차 GRDP
부족량, 도시 인구
부족량, 2차 GRDP
부족량, 도시 인구
부족량, 도시 인구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p. 3-4.

<참고자료 표 4-4> 미얀마 국가 단위의 화물통행발생량 산정에 사용된 탄력성 계수
품목
1. 육류
2. 수산물
3. 채소 및 과일
4. 곡물 및 농작물
5. 기타 농작물
6. 식량, 음료 및 사료
7. 석유 제품, 유류 및 가스
8. 석탄, 광석, 석자재 및 모래
9. 시멘트 및 건축 자재
10. 비료
11. 의복, 섬유 및 직물
12. 목재 및 목공품
13. 제지 및 인쇄물
14. 철강 및 금속제품
15. 산업 및 화학제품
16. 가정용품, 잡화
17. 기계 및 관련부품, 운송

화물통행 발생
0.315
0.554
0.803
1.274
1.304
0.942
1.178
0.400
1.024
1.663
0.850
0.462
0.858
1.621
1.698
1.252
0.950

화물통행 유입
1.560
2.552
0.819
0.771
0.988
0.961
1.170
1.512
1.663
1.831
1.644
1.757
0.579
0.384
0.685
1.030
1.013

자료: JICA(2014), The Survey Program for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Pla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p.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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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분포
통행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 프라타(Fratar) 모형과 중력 모형
이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국가 단위의 통행분포량 산정을 위해서 프라타 모형
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 단위의 통행분포량 산정을 위해서 중력 모형87)을 사
용하고 있다. 국가 단위에서 프라타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 단위의 O/D
자료는 내부통행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고, 국가
단위에서는 통행분포 패턴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
하기 때문이다. 도시 단위에서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로 통행분포 패턴
이 바뀌고, 신규 교통인프라 개발로 인한 접근성 변화가 토지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력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프라타
모형의 적용 사례가 많고,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중력모형
의 적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통행분포 모형을 선정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의 경우 마스터 플랜 사업
이 기 시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마스터 플랜 사업에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0>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통행분포 추천모형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가. 마스터플랜

1. 국가 단위

나. 타당성조사
가. 마스터플랜

2. 도시 단위

나. 타당성조사

대상시설

추천모형

종합교통

프라타 모형

도로/ITS

프라타 모형

철도

프라타 모형

종합교통

중력 모형

도로/ITS

중력 모형

대중교통

중력 모형

87) 이중제약 혹은 삼중제약 중력 모형의 적용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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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단선택
수단선택을 위한 모형은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로짓 모형이 대세를 이
룬다. 로짓 모형은 계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 유형에 따라 집계형 로짓
모형과 비집계형 로짓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계형 로짓 모형은 수단별
O/D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값을 추정하고, 비집계형 로짓 모형은 별도의 면접
조사를 시행하여 개인 단위의 통행행태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값을 추정한다.
지금까지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사용된 수단선택 모형에서는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서는 집계형 로짓모형을 적용한 사례가 많고, 도시 단위의 교통사
업에서는 비집계형 로짓 모형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 국가 단위의 교통사업에
서 집계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도로와 철도뿐 아니라 항공, 내륙수
운,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존에만 존재하는
교통수단을 순차적으로 제외시켜 나가는 나뭇가지 구조방식의 네스티드 로짓
모형(NLM, Nested Logit Model)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국가 단위의 도로 타당성조사에서는 신규 도로사업의 교통수요는 기존 도
로에서 전환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별도의 수단선택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국가 단위의 철도 타당성 조사에서는 신규 철도의 이용수요
는 기존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전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수단선택모형
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 구축
된 NLM 모형을 적용할 수 있고, 별도로 승용차, 버스, 철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항 로짓모형(MNL, Multinominal Logit)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88) 이 경우
이용자 개인의 통행행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계수
값을 추정한다.

88) 국내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에서는 승용차,
버스, 철도를 대상으로 하는 MNL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에서 산출된 계수값을 사용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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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 6: 미얀마 국가교통 MP사업에 적용된 NLM 구조
미얀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사업89)에서는 5개의 교통수단에 대해
NLM 모형을 구축하여 각 교통수단별 선택확률을 산정하고 있다.

자료: JICA(2014), The Survey Program for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Pla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p. 8-16.

<참고그림 4-3> 미얀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 적용된 NLM 구조

장래 신규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철도사업의 이용 수요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로짓모형(ILM, Incremental Logit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 국내 지침에서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수단선
택 확률을 실측치에 맞게 보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후 국내 지침에서도 ILM
89) JICA(2014), The Survey Program for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Plan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p.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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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적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ILM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 사업 시행 시 수단 의 선택확률

 : 사업 미시행 시 수단 의 관측 부담률
∆ : 사업 시행 전 · 후 수단 의 효용 변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 p. 273.

다만 ILM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기준연도의 철도 선택확률이 0인 경우 장
래연도의 철도 선택확률은 0이 된다는 점이다. 즉 신규 철도사업이 추진되어
도 현재 철도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철도 효용(utility)이 향상되어도 장래
에도 철도 이용 수요는 없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이용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O/D 페어(pair)는 가법적 로짓모형(ALM,
Additive Logit Model)을 적용하여 신규 철도사업 건설에 따른 이용수요를 산
정한다.90) ALM 모형은 다음과 같다.91)

      
여기서,  : 사업 시행 시 수단 의 선택확률

 : 사업 미시행 시 수단  의 관측 부담률
 : 사업 시행 시 Logit 모형산출 분담률
 : 사업 미시행 시 Logit 모형산출 분담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 p. 274.

90) 기본적으로 ILM 모형으로 철도 확장에 대한 수단선택확률은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기준연도의 이용
수요가 0인 O/D 셀에 대해서만 ALM 모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91) ICM 모형과 ALM 모형의 적용 예시는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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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도의 확장이 아닌 신규 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SP 조사에 기
반을 둔 전환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단위에서는 종종 고속철
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교통수단은 SP
조사를 시행하고 전환모형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이용수단을 추정할
것을 추천한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이용수요 추정과정은 도시 단위
의 교통사업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도시 단위에서 신규 교통수단의 이
용 수요 추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시 단위의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는 비집계 자료에 기반을 둔 MNL 형
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내 지침에서도 도시별로 MNL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92)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사회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자가용 보유대수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수단
선택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93) JICA(2018)94)에서도 소득수준, 자가용 보
유대수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자가용 보유 여부95)에 따라 수단선택 행태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도시 단위의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는 국가 단위의 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와
유사하게 기존 도로에서 전환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별도의 수단선택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의 선택확률은 기존 대중교통수단을 확충
하는 경우와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대중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ILM 모형과 ALM 모형을 병행하여 산정하고 신
규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SP 조사 기반의 전환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철도, BRT 등 신규 대중교통수단의 도
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아 SP 조사 기반의 전환모형이 빈번히 적용된다.
92)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p. 267
93) 선진국에서는 사회경제가 안정화되어 소득계층, 승용차 보유여부 등의 요인을 수단선택 모형에 반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94)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及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 p. 55.
95) 개발도상국에서 승용차 보유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수단선택모형에 승용차
보유여부를 반영하므로 소득계층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로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사업에
서는 승용차 보유여부 더미변수를 수단선택 모형에 반영하여 승용차 보유계층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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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례7 : 도시철도 사업의 수단선택모형 적용사례(베트남 호치민)96)

자료: MAUR(2017), HCMC Urban Mass Rapid Transit Line 2 Investment Program, pp. 1-10.

<참고그림 4-4> 베트남 호치민의 도시철도 사업의 수단선택모형 적용사례
<참고자료 표 4-5> 신규 도시철도 사업의 MNL 모형 사례(베트남 호치민)
항목
통행비용(VND)
통행시간(분)
승용차 보유여부 더미변수
상수항(승용차)
상수항(오토바이)
표본 수


모형적합지수(  )

계수
-0.000035 (-7.05)
-0.017 (-3.18)
7.36 (17.7)
-3.46 (-8.67)
1.52 (3.59)
1,473
0.46

주: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한다.
자료: MAUR(2017), HCMC Urban Mass Rapid Transit Line 2 Investment Program, p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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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수단선택
모형을 적용하여 선택확률을 산정할 것을 추천한다.

<표 4-11>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수단선택 추천모형
공간적 위계

사업특성
마스터플랜

국가 단위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도시 단위
타당성조사

대상시설

추천모형

종합교통

-기본모형: 집계형 NLM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도로/ITS

불필요

철도

-기본 모형: 집계형 NLM 혹은 비집계형 MNL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종합교통

-기본모형: 비집계형 MNL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도로/ITS

불필요

대중교통

-기본모형: 비집계형 MNL
-기존 교통수단: ILM과 ALM 병행
-신규 교통수단: SP 조사 기반 전환모형

주: NLM: Nested Logit Model, MNL: Multinominal Logit Model, ILM: Incremental Logit Model,
ALM: Additive Logit Model

교통수단선택 모형에 반영하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은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산출
할 수 있다.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97)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산출된 통행시간
과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특히 버스의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는 모든 존
간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98) 철도역까지의 접근시간도 모든
존에서 철도역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99) 국내와 같이
버스노선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하에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를 산출해도 큰 문제
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

96) MAUR(2017), HCMC Urban Mass Rapid Transit Line 2 Investment Program.
97)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p. 270
98) 전국 지역 간 수단선택모형에서는 승용차 통행시간의 1.3배를 버스의 차내시간으로 하고, 40.53분 접근
시간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다.
99) 철도의 차내시간은 통행배정 후 산출된 통행시간에 별도의 접근시간인 33.44분을 추가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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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버스와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은
별도의 대중교통 라인(transit line)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통행배정(transit assignment)
에서 산출되는 통행시간과 통행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나 대중교
통 통합요금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방식으로는 적
용이 곤란하다. 통합요금제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
나도 통합하여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산정하고 이후 대중교통 통행배정으로 시행효과
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참고사례 8: 통합요금제 시행효과(페루 리마 사례)
페루 리마 사례100)에서는 통합요금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여 이용 수요, 요금수입, Km당 평균 지불요금, 사회적 편익효
과를 산출하여 모든 조건에서 시행효과가 큰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O/D 자료와 네트워크를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으로 구분하
고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은 대중교통 라인(transit line)에서 산
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요금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표 4-6> 통합요금제 시나리오별 시행효과
개편 전

S1

S2

S3

S4

S5

대중교통수요
(천 통행/일)

10,803

11,049

10,951

10,991

10,978

10,932

요금수입
(천S/일)

21,942

20,627

26,417

22,684

21,804

24,718

평균 승차횟수

1.65

2.00

2.00

2.01

2.01

2.01

km당 평균
지불요금(S/km)

0.321

0.288

0.376

0.317

0.303

0.347

1,025

705

984

963

822

사회적 편익효과
(천S/일)

자료: 국토교통부(2015), 페루 리마 및 까야오 첨단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pp. 156-160.

100) 국토교통부(2015), 페루 리마 및 까야오 첨단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pp. 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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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행배정
국내에서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도 보통 도로부문에는 이용자 균형
(user equilibrium)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한다.101)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에 사
용되는 교통량-지체 함수로 미국 공로국(Bureau of Public Road)에서 개발한
‘BPR 함수식’을 주로 활용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구간거리 × 가중치

여기서,

 : 링크 통행시간(일반화 비용, 분)
 : 링크 자유통행시간(시간비용, 분)
 : 링크 교통량(PCU/시)
 : 링크 용량(PCU/시)
 : 파라미터
가중치: (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 p. 285.

위의 수식에서 링크 자유통행시간과 링크용량은 네트워크 속성을 통해 산
정할 수 있지만 수식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 와 는 개발도상국 현지
여건에 맞게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산정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거나102) 국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현지에 맞는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에서
교통량 관측조사와 통행속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조사에서 입
수된 관측 교통량과 통행속도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BPR 함수의 파라미터

101) JICA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는 QV 함수식을 적용하는 점진적 통행배정(Incremental Traffic
Assignment) 모형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102) 미국에서 개발된 BPR 함수식에서는 파라미터 값 는 0.15, 는 4.0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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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
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 지원으로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는 교
통량-지체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산정하려 시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향후 글로벌 교통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지향형 교통량-지체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 통행배정(transit assignment)은 국내에서는 emme3에서 제공하
는 최적전략(optimal strategy) 통행배정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외
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중교통 통행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요분석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변수를 분석할 수 있고, 분석성능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
충하는 교통정책 외에도, 대중교통의 요금체계를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확
충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정책 등 소프트 정책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수요분석 프로그램 선정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통행배정모형을 정산하기 위해 도로 통행배정모형에서는 관측교통량과 배정
교통량을 비교하여 교통수요 분석모형의 현실 모사능력을 평가한다. 국내 예비
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차이를 사업대상 구간 인근
은 15% 이내, 기타 주요 도로는 30% 이내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O/D 자료 생성을 위해 Gradient 기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더불어 철도 통행배정모형에서는 역별 승하차 인원의 실측치와 예측치를
근거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104) 도로 통행배정모형과 달리 대중교통
통행배정 정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권고 수준에 머무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103)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 p. 300.
104)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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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방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은 분석과정이나 추정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분석가의 주관적 관점과 가
정에 따라 수요분석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교통
사업의 수요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정성 검토 리
스트가 필요하다.
적정성 검토항목과 검토사항은 앞서 제시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개
선방안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사업 개요, 기초자료분석, 관련계획, 교통수요분
석, 자료입력값 등 대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대항목은 중항목과 소항목
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술하였다.
사업 개요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기초자료에서는 사회경제 및 교통 현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자료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통계자료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여
사회경제 변화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계획은 대상사업의 교통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계획, 개발계획, 교통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고, 교통수요분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련계획은 구체적 계획
내용과 통행발생 원단위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요분석은 존 체계, 기준
연도 O/D 자료 생성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장래 사회경
제지표와 교통수요분석은 모형식, 통계적 유의성, 유사사업 결과치와의 비교
를 통해 교통수요 추정결과가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입력값도 출처, 산
정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 교통수요 분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적정성 검토는 발주처에서 대상 교통사업의 수
요분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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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항목
연구배경

- 사업 추진배경
- 사업개요

- 사업 추진배경이 타당한가?
- 사업개요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시간범위

- 기준연도
- 목표연도

- 기준연도 설정이 적절한가?
- 목표연도 설정이 적절한가?

공간범위

- 분석 영향권

- 영향권 설정이 적정한가?

내용범위

- 내용적 범위
- 과업수행절차

-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과업수행절차가 제시되었는가?

교통현황

- 도로망 및 대중교통망 현황
- 노측면접 자료
- 교통량 자료
- 통행속도
- 대중교통 운영/이용 현황

-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교통조사 표본율은 적절한가?
- 통계자료의 출처가 명확한가?
- 노측조사/교통량 관측 지점도가 제시되었는가?
- 교통수요분석 입력자료로 충분한가?

사회경제
지표 현황

-

인구지표
경제지표
교통지표
기타

-

상위계획

-

국가
지역
도시
기타

-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 구체적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개발계획

- 택지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계획
- 기타 관련계획

-

교통계획

- 도로시설
- 대중교통시설
- 기타

-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사업
개요

기초
자료

관련
계획

검토사항

단위 상위계획
단위 상위계획
단위 상위계획
상위계획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추세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통계자료의 출처가 명확한가?
존별 자료수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검토대상이 적절한가?
구체적 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통행발생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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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적정성 검토 항목<표 계속>
검토항목

검토사항

- 존 설정
- 존 세분화

- 존 설정은 적정한가?
- 존 내역을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존 세분화 방법은 적절한가?

- 기준연도 O/D 자료

- O/D 자료 생성 방법은 적절한가?
- 기존 O/D 자료 출처는 적절한가?

기준연도
네트워크

- 기준연도 네트워크

- 존 세분화에 맞게 적정하게 구축되었는가?
- 링크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도로속성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대중교통 운영속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사회경제
지표 예측

- 예측 방법 및 결과
- 기존 결과와의 비교

- 예측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 기존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는가?

통행발생

- 통행발생 모형식
- 통행발생량 및 증가율
- 유사사업 결과치와의 비교

-

통행분포

- 통행분포 모형식
- 통행분포 대존 간 O/D

-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수단선택

- 수단선택 모형식
- 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
- 신규 교통수단

-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통행시간/통행비용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 신규 교통수단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통행배정

- 링크 용량 및 초기속도
- 통행배정 모형식
- 관측교통량과 배정교통량

- 적절한 모형식을 적용하고 있는가?
- 적절한 교통량-지체함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 링크용량과 초기속도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오차정산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화물통행
(국가)

- 품목별 O/D
- 수단별 적재용량
- 수단선택모형

- 화물품목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화물 O/D 자료 생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화물품목별 수단선택모형은 제시하고 있는가?

- 차종별 PCU 단위
- 차종별 재차인원
- 통행시간가치

-

존 체계

기준연도
O/D 자료

교통
수요
분석

자료입력값

모형식을 제시하고 있는가?
모형식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장래 관련계획을 반영하였는가?
사회경제지표 증가율과 비교하였는가?
유사사업 결과치와 비교하였는가?

입력자료값을 제시하고 있는가?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유사사업 입력자료값과 비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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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방안
국내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을 발주하는 주요기관은 KOICA, EDCF, 국토교
통부, KIND이다. 4개 기관 중 EDCF에서만 타당성조사 지침을 갖추고 있고
다른 기관은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지침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
로 수요분석과 사업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지침 기준에 따라 판단
할 수 없고 분석가 관점과 전제에 따라 수요분석과 사업평가의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요분석과 사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ICA는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은 물론 타당성조사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항목이 보고서상에 기술되어 있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고 있지만,105) 수요분석과 사
업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KOICA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로는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이 없어 분석 방법 및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외에도 기 수행사업의 자료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
105) KOICA, KOICA 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를 위한 핸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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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수요분석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다는 점, 주도적으로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을 적용하면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사업
에 기존 자료를 최대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요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나아가 개발도상국 현지의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
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DCF는 타당성조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내용이 빈약하여 지침으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또한 수요분석 결
과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기 수행사업의 자료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현안과제로 지적할 수 있다.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을 개선함으로
지침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 수행사업에서 축적된 자료를 유사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
하고 분석결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KOICA와 유사하게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부터 타당성조사 사
업까지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부재하여
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요분석 결과에 대
한 적정성 검토도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 수행사업의 자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교
통사업 중 수원국 요청으로 신속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사업의 경우에도 지
침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안과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침은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
성을 확보하고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원국
요청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KIND는 KOICA, EDCF, 국토교통부와는 다르게 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
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수반되는 수요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바 수요분석 방법 및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함으로
수요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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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5-1>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에 대한 기관별 과제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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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글로벌 교통자료 관리방안
1. 교통자료 통합관리 필요성
최근 국내 교통인프라 시장의 포화로 인해 교통부문 민간기업의 해외교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서 겪
는 애로사항 중 전문인력 부재와 더불어 현지 정보수집 부족이 주요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에 교통인프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통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요분석에 필요한
교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민간기업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교통자료를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비
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타 원조기구 지원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
를 활용하여 수요분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 전문가
및 실무진 사이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 주도의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일부 개도국에서는 PPP
방식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 부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교통인프라의 경우 건설비용이 양자 ODA 또는 자국 재정 규모를 초과하므로,
건설 및 운영을 동시에 추진해줄 수 있는 해외 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유도하
고 있으며, 국내 민간기업 또한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PPP 사업을 주목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도의 해외사업 개발 및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 시스
템이 필요하다. PPP 사업은 ODA 사업과는 달리 경제성과 재무성을 모두 확보
해야만 민간자본 투입이 가능하므로 ODA 사업보다 더 신뢰성 높은 사업 분석
이 필요하다. 교통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교통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장래 실제 수요와 가장 근접한 예측 수요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수요분석에 필요한 양질의 교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5장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활용 및 교통자료 관리방안 151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ODA 규모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
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온 결
과, 해당 사업 관련 발주 기관 및 수행한 민간기업에서만 교통 기초자료를 소
지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
획(ISP) 수립용역’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ㆍ투자 정보를 통합하고 공
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건설 및 투자 정보가 통합관리되고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기초자료 관리 및 향
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민간 부문에서는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로벌 교통자료 제공 현황 및 과제
국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해외건설사업 자료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
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OVICE), KOTRA 해외시장뉴스 등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106)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국별 환경(국가별 진출환경 정보), 시장동
향(기고, 특집자료 등), 수주 통계, 대외기관, 해외진출(해외공사 현황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OVICE)107)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시장 및 진출환
경 동향, 사업 단계별(기획, 입찰, 설계, 사업관리 등) 정보, ODA 사업기관 및
거점국가 정보, 해외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106)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2020.06.15.).
107)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http://www.ovice.or.kr(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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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에서 제공하는 해외시장뉴스108)는 국별 일반, 무역, 투자, 현지 진출 성공
사례, 시장 특성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중점
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해외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사업정보시스템109)에서는 해외건
설사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①국별 환경 자료, ②시장 및 사업 정보 자료, ③사
업지원 자료, ④사업 분석 및 평가 자료, ⑤사업 참고 자료, ⑥네트워크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에서는 6개 유형화된 자료
중 사업 분석 및 평가 부분의 자료가 결국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의 추
진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 유형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교통자료에서는 사업 분석 및 평가 부분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제공이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분야 사업 분석 및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교통DB(KTDB)110)에서는 다양한 교통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
내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본래 KTDB는 사업 타당성 평가의 신뢰도와 호환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8년부터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교통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교통
DB를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해 국가교통 DB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DB 구축,
교통수요 분석 및 장래예측 DB 구축, 교통네트워크 조사, DB 시스템 및 사업
운영관리, 교통통계조사 및 분석 부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유관기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해양수산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별도로 생산·관리하
고 있는 교통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에는 KTDB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108)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020.06.15.).
109) 국토교통부(2019),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 pp. 179-185.
110) 국가교통DB 홈페이지,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139(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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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해외건설사업 자료 유형
자료 유형

내역

국별 환경

일반환경(국가 개요, 정치외교, 경제, 우리나라와 관계 등)
건설업제도(면허/허가, 입찰, 보증, 지사 설립, 시공관리 등)
건설산업현황(현지건설업체, 외국업체 진출, 인력시장, 자재시장 등)
외국기업진출환경(투자환경, PPP 투자실적, 조세제도, 금융, 통관 등)

시장 및 사업 정보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컨설팅 기관 정보 등)
지역별 시장동향
공고(예정)사업(제외공관정보, 공기업 주재원정보, ODA 발주정보 등)
마스터플랜(현지기관계획, 국내기관계획)
F/S(현지기관계획, 국내기관계획)

사업지원

시장개척지원(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현장훈련 및 교육지원(해외건설협회, 건설산업교육원 등)
마스터플랜지원(해외건설협회, KOICA, 국토교통부 등)
F/S 지원(해외건설협회, KOICA, EDCF, 국토교통부 등)
보증/보험지원(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현지보증보험 등)
금융지원(GIF/GIVF, KOIF, 현지회계/컨설팅기업, 현지금융기관 등)
해외진출 관련 법규(해외건설업신고, 현지법인 설립신고 등)

사업 분석 및 평가

수주통계(수주형태별, 발주형태별, 연도별, 공종별, 업종별 등)
성과분석(수익률 성과, 공기 달성 성과, 계약금액 변경 등)
정부정책자료(해외사업 수주지원지표, 해외시장 선행지표 등)
보증평가(디폴트 평가, 수익성 평가, 발주처 평가, 국가 리스크 평가 등)
사업성평가(사업화가능성평가, 매출타당성평가, 재무타당성평가 등)
파트너평가(발주처 평가, 로컬업체평가 등)
지식창고(공사비 증가 사례, 공기 증가 사례, 클레임 사례 등)

사업 참고

ODA 사업가이드(WB, ADB, EDCF, KOICA, JICA 등)
사업별 진출가이드(PMC, CM, 감리, 설계, 조달, 하도급 등)
주요 국가 진출절차(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계약관리와 클레임(계약관리, 클레임 등)
사업 참고문헌(법령 및 제도, 입찰, 코드 및 조사, 사업관리 등)

인적/물적
네트워크

공공인사 DB(재외공관, 해외주재관, 공기업, 한국국제협력단 등)
민간인사 DB(국내인력, 해외인력 등)
해외진출 현황 지도(재외공관, 해외주재관, 공기업, 건설기업 등)

주: 국토교통부(2019),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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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B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 및 평가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면 글로벌 교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자료는 국가 단위의 자료가 주를 이루기 때문
에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축적된 자료는 교통
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유사사업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는 향후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라 할 수 있다.

3. 글로벌 교통DB 컨텐츠
신뢰도 높은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교통기반시설의 구축 효과
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는 교통수요분석 및 사업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론 중 보편적으로 4단계 모형이 활용되고
있어 각각의 단계별 분석과정에서 요구되는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별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4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자료의 활용성이다. 교통자료 콘텐츠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한 목적하에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선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자료 취득 용이성이다. 국내 혹은 선진국에서 손쉽게 취득 가능한
자료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쉽게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에서 입수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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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글로벌
교통사업은 국가 단위를 시행되는 경우와 도시 단위로 시행되는 경우로 나누
어진다. 이러한 공간적 위계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또 분석에 요구되는
자료도 차별화된다. 이러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하여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정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교통수단의 사업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로, 철도, 도시교통 등
교통수단의 사업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자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별해야 한다.

자료: 저자작성

<그림 5-2>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선정요인

글로벌 교통자료 유형과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구
성은 다음과 같다. 공간적 위계는 국가 단위와 도시 단위로 나누어지며, 교통
자료 유형은 사회경제, 교통공급, 교통수요, 수요분석, 사업평가, GIS, 기타 자
료로 특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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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5-3>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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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료의 활용목적, 자료 취득 용이성, 공간적 위계, 교통수단별 사업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를 위한 글로벌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정하였다.
국가 단위의 교통자료는 국제기구111)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교통자료는 국가 단위의 교통자료
가 주를 이룬다. 국제기구별로 제공하는 교통자료 유형이 차별화되는데, 단순한
자료제공 수준에 머무는 경우와 성과지표 및 사업평가를 고려한 경우도 존재한다.
도시 단위의 교통자료는 국제기구 웹사이트에서 자료취득이 쉽지 않으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 단
위의 교통자료를 기 수행된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요분석에 요구되는 교통자료 콘텐츠는 KTDB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경제지표, 교통량 자료, 네트워크 자
료, O/D 자료, 통행발생 원단위,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등 다양한 교통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112) 다만 KTDB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
는 교통자료 콘텐츠는 개발도상국 현지상황과는 다르게 너무 상세한 교통자료
까지 반영하고 있어 글로벌 교통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자료 콘
텐츠를 선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에 요구되
는 교통자료 콘텐츠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111) OECD, ASEAN, WB,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개발도상국 교통관련 자료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교통자료는 대부분 국가 단위의 교통자료로 도시 단위의 교통자
료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12) KTDB센터에서 교통수요분석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활용한 수요분석
결과에서 실측치와 예측치의 오차율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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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글로벌 교통DB 콘텐츠(안)
국가 단위

사회
경제

교통
공급

교통
수요

수요
분석

사업
평가

GIS

기타
자료

도시 단위

-

연령별 인구(명)
도시화 비율(%)
고용자수(명)
GDP(USD)
1인당 GDP(USD)

-

인구(명)
고용자수(명)
학생수(명)
토지이용현황
GRDP(USD)
산업별 GRDP 비중(%)

-

교통망 도면
- 교통망 도면
도로연장(Km)
- 도로연장(Km)
포장도로연장(Km)
- 도시철도연장(Km)
철도연장(Km)
- 내륙수운(Km)
국내항만 개소 및 위치
- 대중교통 운행노선(노선수)
국제항만 개소 및 위치
- 대중교통 운행정보
국내공항 개소 및 위치
- 공항 개소 및 위치
국제항만 개소 및 위치
- 항만 개소 및 위치
차량등록대수(대)
- 자동차 등록대수(대)
도로수송(대km)
- 이륜차 등록대수(대)
철도 여객 수송실적(명, 인km)
- 버스 등록대수(대)
철도화물 수송실적(톤, 톤km)
- 지점 교통량(대/시)
항만여객 수송실적(명, 인km)
- 철도 이용객수(명)
항만화물 수송실적(톤, 톤km)
- 버스 이용객수(명)
항공여객 수송(명, 인km)
- 내륙수운 수송(명)
항공화물수송(톤, 톤km)
- 교통수단분담률(%)
교통수단분담률(%)
상위계획 상세내역
- 관련계획 상세내역
존 체계 도면 및 내역
- 교통수단별 O/D 자료
네트워크 자료
- 통행시간가치, 재차인원, PCU 단위 등
도로포장률(%)
- 평균통행거리(km)
도로밀도(km/km2)
- 평균통행시간(분)
철도밀도(km/km2)
- 평균통행속도(km/h)
평균통행거리(km)
- 교통사고비용 원단위
평균통행시간(분)
-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교통사고 비용
-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온실가스배출 원단위
도로속성: 링크연장, 차선수, 포장상태 등
철도속성: 운행노선, 표정속도, 운행시격 등

-

교통사고 발생건수(건수)
교통사고 사상자수(명)
대기오염배출량(톤)
온실가스배출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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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교통DB 구축 및 관리 방향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교통
자료 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교통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교통DB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면 활용성과 효과성
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글로벌 교통DB를 효율적으
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기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입수하여 통합관
리하도록 한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발주기관인 KOICA, EDCF, 국토교통부,
KIND는 해마다 20여 건의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200억 원의 예산이 글로벌 교통사업의 마스터플랜이나 타당
성조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수
된 자료는 매우 유용한 교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기
수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입수된 교통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유사사업에 활
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개발도상국 중소도시에 교통조사 예산을 확대하여 교통자료를 구축
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 대도시는 JICA, ADB, WB 등의
국제기구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지역 간 교통인프라의 경우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
에 국내 ODA 예산으로 이러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갖고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한계
가 있다. JICA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PT 조사 등 다양한 교통조
사를 시행하여 상세한 교통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교통사업을 발
굴하고 단계적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JICA에서 구축해
놓은 교통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적인 교통사업 발굴 및 추진
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타 원조기관에서 선점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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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점을 두어 주도권을 갖고 교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도
상국 중소도시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TS, BRT 사업 등의 개발수요가 크기 때
문에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중점대상국의 교통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점
대상국 이외의 국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에 우선권을 두고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의 교통DB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현지에서 필요로 하
는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를 매칭하여 신규 교통사업 발굴 및 추진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 국가 이외의
중점대상국으로 확대하여 교통DB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스마트폰 통신자료나 내비게이션 자료 등 교통기술 및 빅데이터의 활
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교통조사
를 통해 교통DB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기술
및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입예산을 절감하면서 신뢰성 있는 교통DB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프라이버시와 빅데이터 구매를 위한 별
도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융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교통DB에 포함되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수가 가능할 것이
다. 가장 활용성이 높은 교통자료는 기 수행된 교통사업의 교통자료를 확보하
는 것이다. 수요분석을 위해 구축된 교통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이 외에 국제기구 통계 웹사이트, 현지 통계연
부나 통계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경제지표나 교통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추가적으로 국내외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교통사업 수요분석과 사업평가
에 필요한 교통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수행 교통사업의 교통자료를
핵심 교통자료로 하여 국제기구 및 현지에서 제공하는 교통자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교통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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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5-4> 글로벌 교통자료 입수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입수된 글로벌 교통DB는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공개포털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교통, 스마트시티, 에너지 등 분
석 및 평가 자료는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자료: 이상민 외(2019), 2019 교통물류국제협력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p. 73.

<그림 5-5> 해외건설산업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162

교통분야의 분석 및 평가 자료는 수원국 요청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요
청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글로벌 민자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에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외(2019)113)에서는 글로벌 교통DB 구축을 위한 3대 구축 목표와 각
목표에 대한 2대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제도를 개정하여 교
통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교통DB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며, 예산지원을 통한 교통DB 정착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3> 글로벌 교통DB 구축 전략 및 추진 과제
구축 목표

목표 1.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통DB 구축

목표 2.
글로벌 교통DB
시스템 활성화

목표 3.
글로벌 교통DB 센터의
기반확립

구축 전략 및 추진 과제
1-1 계획에 근거한 체계적 DB 구축
-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자료 확보
- 글로벌 교통DB의 콘텐츠 발굴 및 체계화 지향
1-2 지속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 추진
- 글로벌 교통사업과의 기능연계 강화
- 안정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2-1 DB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
- DB 검색 및 다운로드 편의성 제공
2-2 DB 구축 및 관리 관련 연구 촉진
- 혁신기술 기반의 글로벌 교통DB 구축 R&D 시행
-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3-1 법제도의 정비
- 법제도화 방안 강구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3-2 글로벌 교통DB 센터 위상 정립
- 관련기관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기능 강화

자료: 이상민 외(2019), 2019 교통물류국제협력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p. 74.

113) 이상민 외(2019), 2019 교통물류국제협력사업 , 한국교통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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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가. 관련 법령 검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통SOC 등 건설사업을 포괄한다. 국내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을 명확히 관
할하는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해외 건설사업과 유관되는 법령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을 관할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의 목
적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
함”114)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해외공사는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
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말하고, 또한 해외건설공사는 “해
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정
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그 외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115)
「해외건설 촉진법」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건설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보다 상세단위의 교통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특히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지침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표 5-4>의 동법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은 교통사업을 포함하는
해외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그리
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교통수요분석 지침 활용,
교통자료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그리고 교통수요분석 전문가 양성에 관한 내
용으로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14) 해외건설촉진법 제1조(목적)
115)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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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해외공사의 지원 관련 법령 검토
관련법

내용

해외건설촉진법
제 15 조의 4( 해외
건설 정책 및 연구
개발 등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8조(기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
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
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3,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제8조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 따른 하위 법규정은 국토교통
부장관에 의해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성 분석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4>에서 보듯이 동법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등 지원)는 해외
건설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연계된 시행령
제19조의3에서도 해외건설 관련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19조
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토교통부훈령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에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인프라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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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과 시행령에 따른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동법 제
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와 관계된 타당성 조사 등의 수립 지원업
무를 포함하고 있다. 교통시설 건설부문에서 타당성 조사는 해당시설 및 주변
시설의 이용수요의 변화에 근거해야 하므로 교통수요분석이 필연적으로 요구
된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 제시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지침은 해외
건설정책지원센터의 타당성조사 수립 업무지원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5-5> 해외건설 사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령 검토
관련법

내용

해외건설촉진법
제 15 조의 7( 정보
체계의 구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5
(해외공사관련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
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7 및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5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은 해외공사의 전략적 지
원을 위해 다양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5-5>에서
보듯이,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2호에서는 “해외건설사업자가 수
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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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은 이 법령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는 <표
5-6>에서 보듯이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글로벌 교통사업을 위한 교통조사와 교통수요
분석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에 동법에
따른 시책을 통해 전문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및 적정성 검토 등이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령 검토
관련법

내용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2(해외건
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
유한 인력(이하 “해외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
하여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2

나. 주요 글로벌 교통사업 발주기관 관련 검토
국내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은 EDCF, KOICA, 국토교통부, KIND 4개 기관을
통해서 주로 발주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의 교통
수요분석 지침 등 제도적 측면의 검토와 개선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EDCF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에서 명시적인 교통수요분
석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EDCF는 개발차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작성방법의 가이드라인
으로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EDCF, 2018)을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사업
수요분석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지침은 타당성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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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별 기본적인 방법과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사업 중 도로사업
수행시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와 적용모형의 개략적 설명에 머무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글로벌 교통사업 발주 기관에서의 교통수요분석 지침 제공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제 교통사업 발주시 제안요청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EDCF는 F/S 수행계획에 단순히 기술적, 재무적/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전
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KOICA에서 발주되는 도로 F/S 제안요청서
에는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DCF의 경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개략적 수준이다.

<표 5-7> KOICA 도로사업 F/S 장래 수요예측 관련 내용
부문

내용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자료수집 및 조사 : 사회·경제지표 조사, 교통시설 현황 등
- 교통량 조사 : O/D표와 수단분담모형 구축, 교차로 등 통행특성 조사 등
세부 교통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단 및 사업관리자(PM)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목표 연도별, 구간별, 차종별 교통량
- 라오스 정부 의견을 반영한 수요 검증

자료: KOICA(2016), 라오스 아시안하이웨이 라오스구간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 p. 8. 저자 재구성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훈령으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 및 투자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
하고 있다.116) 특히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투자 등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대상 사업에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리를 위해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인프라사업 타
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 사업별로 7억 원 이

116)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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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표 5-8>에서 보듯이 해외건설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기초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본 타당성조사이다. 또한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및 적정성 검토 등
은 타당성조사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그 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활
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표 5-8>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법조항

내용

제5조
(신청사업)

해외건설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모집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가. 예비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신청기업의 기초 조사가 완료된 사업
나. 본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경쟁 입찰 방식
의 제안서 작성, 수의계약형 사업의 세부 제안서 작성, 금융기관의
투자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한 사업
2. 금융투자추천 사업 :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자본 또는 대출 등 금융투
자가 필요한 사

제9조
(사업선정)

실무위원회는 제4조제1항2호의 예산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을 선정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신청
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
위 사업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타당성평가 기관
선정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7억 원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실
시할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료: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5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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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교통사업에 있어서 교통수요분석은 주로 해당 국가 및 도시의 교통
마스터플랜 또는 개별시설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국내 법령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교통수요분
석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외 건설업 대상 타당
성 평가의 세부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사
업성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의 내용도 구체적 방법론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내용을 활용한 법령 개선사항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분석을 관할하
는 법제도가 미비한 것은 과거 국내의 경험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17), 이하 교체법)이 제
정되기 전에는 국내 교통사업에서도 교통조사와 교통수요분석 등 타당성 평가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IMF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국교통조사사업의 정례화와 함께 교통시설의 종합적 계획
과 광범위한 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과정이 일괄적으로 교체법을 통해 법령화
되었다. 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또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통해
교통조사의 활용 및 교통수요분석과정의 표준적 절차가 확립되었다. 물론 국
내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이 가진
공간적·분석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특정 법령에서 관할하도록 주문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ODA 교통사업 또는
그에 기반한 해외 교통 민자사업이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분석 과정을 관할하는 국내 법제도와 표준적 절차의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되었던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타당성조사 수립 업무지원 과정
1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6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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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글로벌 교통사업의 교통수요분석지침 활용방안은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
의 성격이므로 본 연구에서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만 해외건설정책지원
센터의 주요 업무에 타당성조사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방식
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건설 사업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해외건설
촉진법」의 시행령 19조의5 제2항을 보다 실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동 시행령은 타당성조사의 결과만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 자료정보의 구축을 위해서 그 내용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표 5-9>와 같이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동법 시행령의 앞
선 구절의 현지 정보와 자료 등을 포함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에서 훈령으로 관할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타당성 평가기관 선정 등을 기술한 제10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지침의 마련
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타당성 조
사가 조사 기관에 따라 수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 글로벌 교통사업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
지침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수요분석 지침 및 적정성 검토가
그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5-9> 관련 법령 개선안
관련법

개선 전

개선 후

해외건설촉진법 시
행령 제19조의5(해
외공사 관련 정보)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
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
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
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
사 자료 및 결과(정부가 재정 지
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을 합
리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타당성 조사 지침을 고시하여
야 한다.

해외인프라개발사
업발굴및관리에관
한지침 제10조(타당
성평가 기관 선정등)

자료: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및관리에관한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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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ODA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ODA 예산 증가로 글로벌 교통사
업이 활성화되고, 민간 주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를 구축하고 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지침은 해외 현지 사업에 적용하
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에 대한 객관성과 일
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본 연구는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
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
석에 요구되는 글로벌 교통자료의 구축 및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2장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를 검토하였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 교통 MP/FS의 예산규모를 확대
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교통사업 분석 및 평가 지침 개선이 요구되며, 글로벌
교통자료 통합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현안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글로벌
교통사업에 대한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기존의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DB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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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국내외 수요분석 지침의 특징을 검토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
해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동향분석과 전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교통사업 유형별 수요분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글로벌 교통DB 구축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기초자료 수집, 교통수요분석용 자료 구축, 장래 교통수요
예측, 수요분석 결과의 검증, 교통수요분석용 자료의 관리에 대한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개선방향과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글로벌 교통사
업의 수요분석 과정에서 애로가 크다고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침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사업 분석자료 구축방안에서는 사업유형별 O/D 자료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통수요모형 적용에서는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
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교통수요모형 선정 및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지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이 적절히 수행되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성 검토항목을 선별하고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교통자료 및 분석지침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 글로
벌 교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 시행된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교통자료의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교통자료가 효율
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통DB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교통DB 정착화를 도모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을 위한 현행 지침은 활용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기조에 따라 글로벌 교통사업
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침을 개선하고, 법제도를
마련하여 활용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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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개선방안과 함께 기 시행된 교통사
업에 수집된 교통자료의 통합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추
진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은 수요분석에 수반되어야 하는 교통자료를 입수하기
가 쉽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빈번하고, 분석 방법과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 내용이 미흡하여 글로벌 교통사업마다 분석 방법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곤 한다. 교통수요분석을 필요로 하는 교통 마스터플
랜과 타당성조사는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사업타당성 여부, 사업규모 등을 결
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는 만큼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특히 KIND와 같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 결
과가 성공적 사업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내에서는 이미 지침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
상의 교통사업에는 수요분석 및 평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교통사업에 적용하는 현행 지침은 지침내용이 미흡하여 실질적 활용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 개발이 요구되고, 나아가 기 시행된 글로
벌 교통사업에서 수집된 교통자료의 관리 및 운영 방안도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교통사업 발주기관에
서는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용역을
통한 지침이 마련되면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 시행자는 교통수요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수요분석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침 개발과 함께 기 수행 글로벌 교통사업에서 수집한 교통자료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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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교통자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산업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해외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 포함되는 콘텐츠로 교통 마스터플랜과 타당성조사
보고서 정도를 저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교통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교통수요분석용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교통사업은 단순한 보고서 파일
의 보관 수준이 아니라 교통수요분석용 자료를 관리하여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을 핵심 플랫폼으로 하되, 분야별 분석용 자료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구축하고
관리하여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관리운영으로 자료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후속 유사사업에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침 개선방안과 교통DB 통합관리방안이 글로벌 교
통사업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통한 분석 방법과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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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연도

국가

2019

베트남

사업명
베트남 도로 중온아스팔트 기술 최적화사업

2019

콜롬비아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교통 기능향상사업

2019

콜롬비아 콜롬비아 국가지능형 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2018

베트남

2018

페루

2018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사업
페루 아레키파 도시 교통(ITS 등) 개발

콜롬비아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교통 기능향상 사업

사업기간

예산
(억원)

2018-2020

7.5

2018-2020

70

2019

9

2018-2020

5

2018

8.2

2018-2020

10

2017

베트남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남부 고속도로교통센터 통합

2017

9

2017

캄보디아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시엠립 녹색 도시교통
및 도로정비

2017

9

2017

베트남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하노이시 도로교통안전

2017

8

2017

파라과이 마스터플랜 수립: 파라과이 Gran Asuncion 도시교통

2017

9.4

2016

콜롬비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시스템

2016

8

2016

몽골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몽골 간선
도로망

2016

8

2015

7

2015

7

2015

2015

코트
코트디부아르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디부아르

페루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주: 사업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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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IND 수행 타당성조사 사업 목록
연도

국가

2020

필리핀

2020

사업기간

예산
(억원)

2020-

3.234

2020-

5.467

Asfendiyarov 병원 사업

2020-

3.6

Batangas Gas to Power 사업

2020-

5.82

사업명
세부 서민주택 사업

사우디, 바레인 킹하마다-코즈웨이 도로-철도 복합 PPP 사업

2020

카자흐스탄

2020

필리핀

2020

터키

할칼리~게브제 고속철도

2020-

3.60

2020

일본

Oita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2020-

4.65

2020

방글라데시

치타공 Bay terminal PPP 사업

2020-

5.70

2019

모잠비크

마푸토 1,000MW 복합화력발전

2019-

3.96

2019

인도네시아

메단 도시교통(LRT+BRT)

2019-

3.62

2019

베트남

하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2019-

3.15

2019-

3.88

2019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의대

2019

터키

이스탄불 3층 터널

2019-

4.05

2019

미얀마

달라 신도시 개발

2019-

4.90

2019

인도네시아

브까시 주행시험장

2019-

3.154

2019

베트남

즁깟 도시개발

2019-

4.40

2019

방글라데시

다카~차토그램 도로건설

2019-

4.75

2019

이라크

카르발라 300MW 태양광 발전소

2019-

4.00

2019

조지아

츠케니스트칼리 192.5MW 수력발전

2019-

1.9965

2019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경유 철도

2019-

4.88

2019

방글라데시

400kV 송전선

2019-

4.80

2019

방글라데시

다카~마이멘싱 도로개선

2019-

4.25

2019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2019-

3.465

2019

인도네시아

반타끄방 매립지 복원

2019-

2.85

주: 2019-2020년 상반기까지의 집계 자료임
자료: KIND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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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2018

대상국가

사업명

지원
금액

Lao
People's Detailed Feasibility Study for Upgrading National Road No.
2.86
Democratic 8 Project in Bolikhamxai Province
Republic

2018

Myanmar

FS for the Central Backbone expressway in Myanmar: F/S on
1.69
Yangon~Mandalay, Yangon~Ngayokekaung Expressway

2018

Asia,
regional

Feasibility Study for a Railway Construction between
1.81
Vientiane in Lao and Vung Ang in Vietnam

2018

Viet Nam

Deep Program for transport sector in Vietnam

2018

Viet Nam

Pre-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Hanoi Metro
0.77
Line No.8

2017

Viet Nam

The technical assistance for Pre-FS and FS for Ho Chi Minh
2.82
city urban railway construction, metro line No.5-stage2

2017

Paraguay

Establishment of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0.01
Asuncion, Paraguay

2017

Georgia

2017

Sri Lanka

2017

Algeria

2017
2016

2016

PUBLIC BUS SERVICE MODERNIZATION

3.95

0.21

the Project for the Technical Assistance for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Colombo Metropolitan 0.63
Region
Metropolis Transportation System Improvement (Algeria)

0.34

Myanmar

Road an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Myamar)

0.25

Myanmar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Arterial
1.69
Road Network D

Egypt,
Cameroon,
Ethiopia,
Ghana,
Road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African Countries
Kenya,
Rwanda,
Tanzania

0.06

2016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Traffic
6.86
Management System

2016

Ghana

The transport master plan project in Great Accra Regio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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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18 USD millions)

사업명

지원
금액

연도

대상국가

2016

Indonesia

The Project for feasibility study on toll road 1st phase in
1.91
bakauheni-pa

2016

Colombi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Colombia)

2016

Indonesia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AND PILOT
SYSTEM FOR ROAD DATA CENTER OPERATION IN 1.90
INDONESIA

2015

Paraguay

Feasibilit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Road
2.45
No. 1, 2, 6, 7

2014

Paraguay

PROJECT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2.17
CONSTRUCTION OF A RAILWAY NETWORK IN PARAGUAY

2014

Cambodia

Master Plan for Railway Network Development in Cambodia 2.93

2013

Myanmar

The Project on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Arterial Road 1.48

2013

Viet Nam

The Feasibility Study on Bus Rapid Transit(BRT) System

0.05

2013

Indonesia

Project for feasibility study on Toll road in Sumatera

1.95

2013

Indonesia

Feasibility study(including basic plan) for Jabotabek
1.97
railway

2012

Bangladesh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0.17
program

2012

Cambodia

Extension of Siem Reap Bypass Road(Korean Ring Road) 12.76

2012

Philippines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C-6 Expressway Project

2012

Cambodia

Road Safety Promotion for National Road No. 3 and No.
0.78
48 in Cambodia

2011

Azerbaijan

Feasibility Study on Bku Bay Marine Bridge Construction
1.43
in Azerbaijan

2010

Indonesia

Establishment of Master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in
1.55
Sumatra Island, Indonesia.

2010

Algeria

2009

Cambodia

The Project for the pavement of Siem Reap Bypass Road,
2.14
Cambodia

2009

Bangladesh

Fea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 linking
0.04
between Dhaka and Jessore(Except Padma Bridge)

Advanced Railway Operation(Algeria)

주: 다개년 사업의 연도는 그 사업의 최신연도를 사용함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6.10.)

0.28

1.35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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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7
2017
2017
2017

대상국가

사업명

The Supply of Train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 3)
Project-Phase 3 and 4 (Group G5)
Modjo-Hawassa Highway Project - Phase 1 Modjo-Zeway
Ethiopia
Lot 2 Meki-Zeway
Ethiopia
Gore-Tepi Road Improvements Project
Nampula-Nametil City Section Road Improvement
Mozambique
Project
Mozambique Nacala Road Corridor Upgrading Project-Phase I
Tanzania
New Selander Bridge Construction Project
Construction of Bypass Managua Project [TicuantepeNicaragua
Santo Domingo-San Judas-Nejapa]
Cambodia
Rural Roads Improvement Project II
Cambodia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21
Cambodia
National Road No.2 and No.22 Improvement Project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21 ProjectCambodia
Supplementary Loan
Cambodia
Upgrading of National Road No.48 Project
Replac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Existing Railway
Bangladesh
Signaling System at 11 Stations of BR
Procurement of 150 nos. Meter Gauge Passenger
Bangladesh
Carriages Project
Bangladesh Procurement of 20 nos. Meter Gauge Locomotives Project
Korea-Myanmar Friendship (Dala) Bridge Construction
Myanmar
Project
Philippines Samar Pacific Coastal Road Project
Philippines Panguil Bay Bridge Project
Viet Nam
Vam Cong Bridge Connecting Road Construction Project
Viet Nam
Thanh Hoa C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ject
Viet Nam
Lo Te - Rach Soi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Viet Nam
Hung Ha Bridge Construction Project
Viet Nam
Thinh Long Bridge Construction Project
Viet Nam
Vam Cong Bridge Construction Project
Bolivia
Banegas Bridge Construction Project
Myanmar
Myanma Railways Modernization Project
Tanzania
Malagarasi Bridge Associated Roads Project
The Section of Thu Bay - Kenh 14 Bridge of GMS Vietnam
Viet Nam
Southern Coastal Corridor Project
Viet Nam
Construction of Hanoi-Haiphong Expressway Project
Viet Nam
Construction of Rach Gia Bypass Project
Egypt

지원
금액
76.08
54.07
28.91
18.88
21.21
34.18
1.53
28.50
51.41
2.14
6.61
1.58
17.14
0.08
11.67
3.99
3.43
1.18
23.20
35.05
79.81
64.63
10.50
184.91
40.24
4.07
54.19
58.44
96.11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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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2017

Viet Nam

2017
2017

Viet Nam
Indonesia

2016

Cambodia

2016

Philippines

2016

Viet Nam

2016
2016
2016

Mongolia
Mongolia
Pakistan

2016

Sri Lanka

2015

Cambodia

2015
2015
2015
2015
2013
2013
2012
2012
2012
2012
2012
2011
2011
2010
2010
2010
2010
2009

사업명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 for Ho Chi
Minh-Trung Luong Expressway
GMS Southern Coastal Corridor Project
Padang Bypass Capacity Expansion Project
GMS Cambodia Northwest Provincial Road Improvement
Project
Gapan~San Fernando~Olongapo Road Project, Phase II
Construction of Hanoi-Haiphong Expressway Project,
Ex-10
The Renewal of Intercity Bus Fleet Project
The Renewal of International Bus Fleet Project
Malakand Tunnel Construction Project
Hatton~Nuwara Eliya Road Improvement Project
Supplementary Loan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 31 and 33, Provincial
Road No. 117 and Kampot Bypass Project
Rural Roads Improvement Project
Construction of Vinh Thinh Bridge Project
Hatton~Nuwara Eliya Road Improvement Project

Cambodia
Viet Nam
Sri Lanka
Lao People's
Democratic Northern GMS Transport Network Improvement Project
Republic
Improvement of Padeniya~Anuradhapura Road Project :
Sri Lanka
Supplementary Loan
Madagascar Toliara Province Road No.35 Rehabilitation Project
Tanzania
Malagarasi Bridge & Associated Roads Project(supplement)
Philippines Widening of GSO Road and Emergency Dredging Project
Indonesia
Manado By-pass Project
Sri Lanka
Improvement of Padeniya~Anuradhapura Road Project
Bangladesh Procurement of Single Decker CNG buses Project
Cambodia
National Road No.3 Rehabilitation Project Phase II
Bangladesh Procurement of Locomotives, Phase III
Mongolia
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
Lao People's
Democratic SEA Game Stadium Road Improvement Project
Republic
Turkey
32 Set Commuter Train Project
Philippines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PHL-7)
Bolivia
Pailon-SanJose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Component 2)

주: 다개년 사업의 연도는 그 사업의 최신연도를 사용함
자료: OECDStats, https://stats.oecd.org(2020.6.10.)

지원
금액
20.78
54.48
37.59
33.02
21.04
113.26
3.00
3.00
0.93
17.87
32.52
23.64
101.39
42.58
28.27
12.81
11.08
9.36
14.36
5.30
77.29
35.17
26.94
33.28
31.37
2.28
46.55
12.8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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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사업평가 지침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안)

교통분야 해외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내 ODA 자금으로 수행되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 지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면서 수원국 현지에서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고견은 글로벌 교통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수요분석 및 평가의 지침 개
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오직 통계
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2020. 7.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연구본부
연구책임 이훈기 연구위원(044-211-3031, hkilee@koti.re.kr)
담당자 정승환 전문연구원(044-211-3349, shchung1@ko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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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2. 귀하의 소속 및 직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소속:
전화번호:

직위:
: E-mail:

3. 귀하의 해외사업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년 이상

4. 귀하가 지금까지 참여해 온 글로벌 교통사업 건수는 지역별로 어떻게 되나요?
4.1 아시아 태평양: ① 5건 미만 ② 5~10건 ③ 10~15건 ④ 15건 이상
4.2 아프리카: ① 5건 미만 ② 5~10건 ③ 10~15건 ④ 15건 이상
4.3 중남미: ① 5건 미만 ② 5~10건 ③ 10~15건 ④ 15건 이상
4.4 기타 지역(유럽, 북미, 중동 등) : ① 5건 미만 ② 5~10건
③ 10~15건

④ 1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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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 수행 상의 애로사항

Ⅱ

1. 귀하가 글로벌 교통사업의 수요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면
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애로사항

애로가 없다

애로가 크다

1-1. 예산 규모
1-2. 기초자료 입수
1-3. 수요분석모형 구축 및 적용
1-4. 분석 결과의 검증

2. 원조사업 발주기관별 발주예산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발주기관
2-1. KOICA
2-2. EDCF
2-3. 국토교통부
2-4. KIND

부족하다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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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목별 자료수집 확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자료항목

자료입수 용이

자료입수 곤란

3-1. 사회경제지표
3-2. 상위계획 자료
3-3. O/D 자료
3-4. Road Inventory 자료
3-5. GIS 등 수치지도 자료
3-6. 교통시설 현황 자료
3-7. 이용교통량 자료
3-8. 관련 법제도 자료

4.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보통 어떠한 조치를 택하시나요?
자료입수 방법

4-1. 타기관에서 기 구축한 관련자료 확보

4-2.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 조사 시행

4-3. 수원국 담당기관에 의뢰하여 입수

4-4. 한국이나 타국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

아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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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EDCF 타당성조사 지침 활용도 및 개선방향

1. 귀하는 현행 EDCF 타당성조사 지침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 편인가요?
EDCF 타당성조사 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활용빈도를 답해주십시오.
EDCF 지침의 주요항목
1-1. 자료수집
1-2. 각종조사
1-3. 수요예측
1-4. 기술적 타당성분석
1-5. 경제적 타당성분석
1-6. 정책적 타당성분석
1-7. 환경영향분석
1-8. EDCF 사업심사를 위한 항목
1-9. AHP 분석
1-10. 보고서 목차 예시 등

거의 활용안함

빈번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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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CF 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EDCF 지침의 개선점
2-1. 개발도상국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과거
유사사업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2. 대상지역 및 대상수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통조사 유형과 규모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
2-3. 현행 지침에서는 O/D 자료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와 다르게 개발도상국은 O/D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O/D 자료의 구축방법에
대한 개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2-4. 수요분석방법이 개괄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발도상국 현지에 맞는 수요분석방법의
가이드라인 제시
2-5. 대상지역 및 사업유형에 따라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수요
분석방법의 개략적 적용방법을 제시
2-6. 기 수행 타당성조사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차기 유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7. 기타
(추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필요하지않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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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로벌 교통자료의 통합관리 방안

1. 해마다 수십 건의 글로벌 교통분야의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교통
자료가 수집됩니다. 이렇게 기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1-1.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는 잘
관리되고 있다.
1-2.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가 잘
활용되고 있다.
1-3. 기 수행 사업목록과 그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1-4.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입수
하기 위한 절차가 편리하다.

2. 기 수행 사업에서 구축된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그렇지 않다
1-1. 교통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
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1-2. 교통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3. 전화 기지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교통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1-4. 교통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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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Gradient 방법의 적용 적절성 검토
□ 분석 목적
- 가상 O/D 자료와 토이 네트워크(Toy Network)를 활용하여 O/D 자료
생성을 위해 Gradient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
□ Gradient 방법
- 관측교통량과 모형교통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O/D 자료 생성
- Heinz Spiess(1990)가 제안한 방법으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음


min     
 
  
 ∈ 




□ 가상 O/D 자료와 토이 네트워크
- 총 센트로이드 수 : 10개, 총 91,460통행
- 총 링크 수 : 396개(1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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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시나리오
구 분

Case 0 배정교통량을 관측교통량으로 입력
모든 링크(396개)

존과 존 경계 링크(23개)

Toy O/D

Case 1

Case 2

2/3 Toy O/D

Case 3

Case 4

Toy O/D와 총량 일치 &
I to j 통행량 동일

Case 5

Case 6

□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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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도로용량과 초기속도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
JICA(2000)118)에서는 도로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도로용량 매뉴
얼(IHCM)을 참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  ×  ×  × 
여기서, C = 도로용량(PCU/hr)
C0 = 이상적 조건에서의 기본 용량(PCU/hr)
FCw = 차로폭 조정계수
FCsp = 방향별 교통량 비중 조정계수
FCmc = 오토바이 교통량 조정계수
FCsf = 도로마찰 조정계수

<부표 7-1> 이상적 조건에서의 기본 용량
지형

도로용량(PCU/hr)

평지(5% 미만 경사)

3,100

구릉(4~8% 경사)

2,900

산악지대(10% 이상 경사)

2,500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0.

118)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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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2> 2차선 도로의 차로폭 조정계수
유효 폭

차도 폭 조정계수( FCw)

5m 이하

0.69

5m

0.81

6m

0.91

7m

1.00

8m

1.08

9m

1.15

12m

1.27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0.

<부표 7-3> 방향별 교통량 비중 조정 계수
방향 분할(%)

방향 분할 조정계수(FCsp)

50-50

1.00

55-45

0.97

60-40

0.94

65-35

0.91

70-30

0.88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1.

<부표 7-4> 차종별 승용차 환산계수(PCU)
운송 수단

PCU

운송 수단

PCU

자전거

0.50

소형트럭

1.00

이륜차

0.25

중형트럭

2.00

4륜차

1.00

대형트럭

2.50

소형버스

1.50

화물트럭

3.00

대형버스

2.00

기타

1.00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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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5> 도로표면 마찰계수 조정계수
기본조건

도로마찰

농촌, 농업 또는 미개발 지역

도로폭
0.5m 미만

1.0m

1.5m

2m 이상

매우 낮음

0.96

0.98

1.00

1.03

농촌, 일부 도로변 건물

낮음

0.90

0.92

0.95

0.99

준도시, 주거지역

중간

0.83

0.86

0.90

0.96

높음

0.76

0.80

0.85

0.93

매우 높음

0.70

0.74

0.80

0.90

준도시, 상업지역
도시 상업 지구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2.

<부표 7-6> 왕복 2차선 도로의 시간당 도로용량
지형

평지

구릉

산지

측면마찰

포장 너비
5m

5m

6m

7m

8m

9m

12m

농촌, 비활동 지역

1,583

1,858

2,087

2,294

2,477

2,638

2,913

농촌, 일부 활동 구역

1,484

1,742

1,957

2,151

2,323

2,473

2,731

준도시, 주거지역

1,368

1,606

1,805

1,983

2,142

2,281

2,519

준도시, 준상업지구

1,253

1,471

1,653

1,816

1,961

2,088

2,306

도시

1,154

1,355

1,522

1,673

1,806

1,924

2,124

농촌, 비활동 지역

1,481

1,738

1,953

2,146

2,318

2,468

2,725

농촌, 일부 활동 구역

1,388

1,630

1,831

2,012

2,173

2,314

2,555

준도시, 주거지역

1,280

1,503

1,688

1,855

2,004

2,134

2,356

준도시, 준상업지구

1,172

1,376

1,546

1,699

1,835

1,954

2,158

도시

1,080

1,267

1,424

1,565

1,690

1,799

1,987

농촌, 비활동 지역

1,276

1,498

4,683

1,850

1,998

2,217

2,349

농촌, 일부 활동 구역

1,197

1,408

1,578

1,734

1,873

1,994

2,203

준도시, 주거지역

1,104

1,296

1,455

1,599

1,727

1,839

2,031

준도시, 준상업지구

1,011

1,186

1,333

1,465

1,582

1,684

1,860

931

1,093

1,227

1,349

1,457

1,551

1,713

도시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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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7> 왕복 2차선 도로의 1일 도로용량
지형

평지

구릉

산지

포장 너비

내면마찰

5m

5m

6m

7m

8m

9m

12m

농촌, 비활동 지역

18,624

21,859

24,553

26,998

29,161

31,035

34,271

농촌, 일부활동구역

17,459

20,494

23,024

25,306

27,329

29,094

32,129

준도시, 주거지역

16,094

18,894

21,235

23,329

25,200

26,835

29,635

준도시, 준상업지구

14,741

17,306

19,447

21,365

23,071

24,565

27,129

도시

13,576

15,941

17,906

19,682

21,247

22,635

24,988

농촌, 비활동 지역

17,424

20,447

22,976

25,247

27,271

29,035

32,059

농촌, 일부활동구역

16,329

19,176

21,541

23,671

25,565

27,224

30,059

준도시, 주거지역

15,059

17,682

19,859

21,824

23,576

25,106

27,718

준도시, 준상업지구

13,788

16,188

18,188

19,988

21,588

22,988

25,355

도시

12,706

14,906

16,753

18,412

19,882

21,165

23,376

농촌, 비활동 지역

15,012

17,624

19,800

21,765

23,506

25,024

27,635

농촌, 일부활동구역

14,082

16,529

18,565

20,400

22,035

23,459

25,918

준도시, 주거지역

12,988

15,247

17,118

18,812

20,318

21,635

23,894

준도시, 준상업지구

11,894

13,953

15,682

17,235

18,612

19,812

21,882

도시

10,953

12,859

14,435

15,871

17,141

18,247

20,153

주: 교통량 조사 결과 첨두시간 비율을 8.5%로 가정하여 산정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3.

<부표 7-8> 도로표면 마찰계수
도로표면

포장

도로상태

IRI 범위

평균 IRI

좋음

0-4

3

보통

4-8

6

나쁨

8-10

9

10

12

매우 나쁨

비포장

좋음

5-9

7

보통

9-11

10

나쁨

11-15

14

15

17

매우 나쁨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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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9> 도로표면 마찰계수를 반영한 조정계수
도로 상태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점수

100

80

50

30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3.

<부표 7-10> 도로속성을 반영한 초기속도
설계 속도(kph)
분류

차선

1

표면상태

평지

구릉

산악
지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 3.75(m)

120

105

90

100

80

50

30

2

2× 3.75

100

90

80

100

80

50

30

3

2× 3.5

80

70

60

100

80

50

30

4

2× 3.0

60

50

40

100

80

50

30

5

1× 3.5

40

35

25

100

80

50

30

1× 3.0

25

20

15

100

80

50

30

6

주: Vietnam Design Standards(TCVN 4054-85), slightly modified.
자료: JICA(2000), The Study on The Nation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VITRANSS),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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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국내외 교통DB 제공 현황
<부표 8-1> 국가교통 DB의 교통통계DB 구축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내외 여객수송실적

종합통계
및 지표

교통부문
수송실적보고

교통사고
국가교통조사

국내외 화물수송실적
교통산업서비스지수
교통수단별 교통사고현황
여객 지역 간 기종점통행량
화물 지역 간 기종점통행량
등급별 도로연장

도로

고속도로 현황
국도 현황
교량현황
자전거도로 및 주차시설 현황

교통시설
규모

철도

철도노선 현황
도시철도노선 현황

항공

공항 주요시설 현황
항만 하역능력

해상

도로
교통수단
보유
철도

항공

항만 시설현황
최대적재량별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
여객운송사업 사업체수 및
차량대수
공공자전거 현황
노선별 열차운행 회수
열차종별 보유대수
기타 철도교통수단 관련 통계

단위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백
만 인-km)
수송실적(천 톤), 수송실적(백
만 톤-km)
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수(인)
교통산업서비스지수
통행량(통행/일)
통행량(통행/일)
연장(m), 포장(m), 미포장(m),
미개통(m), 포장률(%)
연장(km)
연장(m)
개소, m
-자전거도로: 노선수(개), 연장
(km) -자전거 주차시설: 개소
수(개), 보관대수(대)
철도거리(km), 영업거리(km)
역수(개), 연장(km)
활주로(m), 계류장 면적( ), 터
미널 면적( ), 주차장 면적
( ), 부지면적( )
하역능력(천 톤)
안벽(m), 방파제(m), 잔교(개),
물양장(m), 접안능력(척), 시설
물 현황 등
등록대수(대)
등록대수(대)
사업체수(개), 면허/등록대수
(대), 보유대수(대)
보관소수(개), 자전거수(대)
운행회수(회)
보유대수(대)

기종별 항공기 보유대수

보유대수(대)

공항별 항공기 운항편수

운항편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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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교통수단
보유

해상

도로

철도

수송실적
항공

해상

도로
교통안전

철도
항공
해상

소분류
국내노선별 항공기 운항편수
기타 항공교통수단 관련 통계
선박현황
기타 해상교통수단 관련 통계
도로등급별 차종별 주행거리
자동차 1일평균 주행거리
공로 여객수송실적
고속도로 교통량/OD
도로등급별 교통량
열차종별 일반철도 여객
수송실적

국토 및
인구

선박척수(척), 선박총톤수(천 GT)
선박 및 선원, 화물·여객, 항만,
조선 등의 통계정보
주행거리(천 대-km), 구성비(%)
주행거리(km/대)
수송실적(인), 수송실적(인-km)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백
만 인-km)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백
지하철 여객 수송실적
만 인-km)
품목별 일반철도 화물 수송실적 수송실적(톤), 수송실적(톤-km)
기타 일반철도 수송실적 관련 통계
연도별 여객 수송실적
수송실적(명)
연도별 화물 수송실적
수송실적(톤)
기타 항공 수송실적 관련 통계
처리실적(천 TEU), 화물톤수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천 RT)
해상화물 수송실적
수송실적(천 RT)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천
여객선 수송실적
RT)
연안 여객선 여객 수송실적
수송실적(천 인)
연안 해운 화물 수송실적
수송실적(RT)
항만별 화물 입출항 실적
입출항톤수(천 RT)
기타 해상 수송실적 관련 통계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
사상자수
상자수(명)
기타 도로교통사고 관련 통계
철도사고현황
발생건수(건), 사상자수(명)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피
항공기사고 현황
해금액(억 원)
해양사고 현황
사고척수(척)
기타 해양사고 관련 통계
토지면적

사회경제
지표

단위

용도지역현황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

토지면적(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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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국토 및
인구

소분류
행정구역수
총 조사인구 및 가구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수용학생수
경제활동인구
인구밀도
추계인구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수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운수업 일반 현황

산업 및 경제

지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및 국민 총소득

사회경제
지표
교통비용 및
예산

소비 및 요금

수출입 현황
도로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
대기오염비용
교통부문 정부비용
소비자물가지수
교통부문 소비지출액
버스 운임
택시 운임
지역 간 철도 역간운임
지하철운임
항공운임
화물자동차 운임
(차)종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공항시설 사용료
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차종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수급 발란스

에너지 및
환경

에너지

시도별 석유제품 소비량
석유제품 국내 소비량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량

단위
인구수(인), 가구수(가구)
학교수(개), 교실수(개), 학생수
(인) 등
(비)경제활동인구수(천 명)
인구밀도(인/k )
인구수(인)
면허종별 운전면허소지자현황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인)
기업체수(개), 종사자수(명), 금
액(백만 원), 장비대수(수) 등
지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십억 원), 국민총소
득(십억 원)
수출입액(천 달러)
혼잡비용(억 원)
물류비용(십억 원)
교통사고비용(만 원)
대기오염비용(억 원)
교통부문 정부비용(억 원)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지출액(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운임(원)
화물차 운임(원)
고속도로 통행요금(원)
국내·국제 여객공항이용료, 착
륙료, 조명료, 정류료
에너지소비량(천 TOE)
에너지소비량(Kl)
주제별 에너지 관련 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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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환경

환경

사회경제지표

교통시설규모
/수단보유

소분류
7대 도시 대기오염도

단위
오염도(ppm,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톤)

국가별 국토면적
국가별 인구
국가별 1인당 국민 총소득_GNI
국가별 국내총생산_GDP
주요국 도로연장
주요국 철도연장
주요국 운하연장
주요국 자동차 등록대수
주요국 철도차량 등록대수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주요국 도로여객 수송실적
주요국 철도여객 수송실적

해외통계

주요국 항공여객 수송실적
주요국 해상여객 수송실적
수송실적

주요국 도로화물 수송실적
주요국 철도화물 수송실적
주요국 항공화물 수송실적
주요국 해상화물 수송실적
민간정기항공수송
주요국 도로교통사고

교통안전

교통접근성
지표
북한교통
통계DB

에너지 및
환경
교통접근성
지표

주요국 철도교통사고
CO2 배출량
교통접근성지표

국토면적(천 ha)
인구(천 명)
1인당 국민총소득(달러)
국내총생산(십억 달러)
도로연장(km)
철도연장(km)
운하연장(km)
등록대수(천 대)
철도차량대수(대)
처리실적(천 TEU)
수송실적(백만 인-km)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백
만 인-km)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천 인)
수송실적(천 톤), 수송실적(백만
대-km), 수송실적(백만 톤-km)
수송실적(천 톤), 수송실적(백
만 톤-km)
수송실적(천 톤)
수송실적(천 톤)
인-km, 톤-km
사망자수(인), 부상자수(인)
사고건수(건), 사망자수(인), 부
상자수(인)
배출량(백만 톤)
접근시간(분), 인구비율(%), 시
설수(개)

통계청 북한 통계(외부 사이트로 연결)

자료; 국가교통DB,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139(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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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2> World bank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관련 DB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공 화물 운송량

백만 톤 킬로미터

항공 여객 수송량

인 킬로미터

자국 내 등록된 항공사의 국내외 출항횟수
통관 절차 효율성(세계 경제 포럼)

교통

인프라

해상 운송 연결 인덱스(2014년도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산정)

점수

경유 소비자가

US달러/리터

휘발류 소비자가

US달러/리터

항만 인프라 수준(세계 경제 포럼)

점수(1점-7점)
백만 톤 킬로미터

철도 여객 수송량

백만 인 킬로미터
% of total goods
exports
% total goods
imports
% of service
exports, BoP

ICT goods imports
ICT service exports
ICT service exports
Investment in ICT with private participation
Investment in transport with private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vestment in
transport
CO2 emissions
CO2 emissions

환경

킬로미터

철도 화물 운송량

통신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점수(1점-7점)
TEU

ICT goods exports

민간
투자

회

컨테이너 물동량

철도총연장

민간
투자

단위

BoP, current US$
current US$
current US$
current US$
kg per 2010 US$ of
GDP
kg per 2017 PPP $
of GDP

CO2 emissions

kg per PPP $ of GDP

CO2 emissions

kt

CO2 emissions

metric tons per
capita

CO2 emissions from gaseous fuel consumption

% of total

CO2 emissions from gaseous fuel consumption

kt

CO2 emissions from liquid fuel consumption

%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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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단위

CO2 emissions from liquid fuel consumption

kt

CO2 emissions from solid fuel consumption

% of total

CO2 emissions from solid fuel consumption

kt

CO2 intensity

환경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kg per kg of oil
equivalent energy use

CO2 emissions from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construction

% of total fuel
combustion

CO2 emissions from other sectors, excluding
residential buildings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 of total fuel
combustion

CO2 emissions from residential buildings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 of total fuel
combustion

CO2 emissions from solid fuel consumption

% of total

CO2 emissions from solid fuel consumption

kt

CO2 emissions from transport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 of total fuel
combustion
% change from 1990

Other greenhouse gas emissions, HFC, PFC
and SF6

thousand metric
tons of CO2
equivalent

PFC gas emissions

thousand metric
tons of CO2
equivalent

PM2.5 air pollution, mean annual exposure

micrograms per
cubic meter

PM2.5 air pollution, population exposed to
levels exceeding WHO guideline value

% of total

자료: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
world-development-indicators(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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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3> ADB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통계 DB
대분류

중분류

도로 교통

소분류
도로포장률

%

도로 밀도

km/100 km2

도로 총연장

인 킬로미터

도로 화물 운송량

톤 킬로미터

철도 총연장

항공 교통
교통

해운 교통

차량

도로 안전

km

도로 여객 수송량

농촌 인구 사계절 도로 접근성

철도 교통

단위

국토 면적 대비 철도 길이

%
km
km/1,000km2

철도 여객 수송량

인 킬로미터

철도 화물 운송량

톤 킬로미터

등록 항공기 대수

대

항공 화물 운송량

톤 킬로미터

항공 여객 수송량

인 킬로미터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TEU

1000명 당 자동차 대수

대

도로 대비 자동차 대수

대

전체 자동차 대수

1,000대

인구 천 명당 승용차 대수

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

인

총 도로 교통 사망자 수(추정)

인

자동차 도로 교통 사망자 수

인

오토바이(2륜차 및 3륜차) 도로 교통 사망자 수

인

자전거 도로 교통 사망자 수

인

보행자 도로 교통 사망자 수

인

기타 도로 교통 사망자 수

인

자료: ADB, “Key Indicators Database”, https://kidb.adb.org/kidb/(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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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4> WHO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Total
registered
vehicles

Safer
Vehicles

단위

Cars and 4-wheeled light vehicles

대

Motorized 2- and 3- wheelers

대

Heavy trucks

대

Buses

대

Other

대

Reported road traffic fatalities
DATA

Fatality

명, %

WHO estimated road traffic fatalities

명

WHO estimated rate per 100,000 population
Max urban speed limit

%
km/h

Safer Road National speed
Max rural speed limit
Users
limit law
Max motorway speed limit

km/h
km/h

자료: WHO(2018),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부표 8-5> OECD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통계
대분류

중분류

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
투자
금액 및
유지
보수
비용

소분류

세부 항목

단위

교통부문
투자 금액

교통부문 전체, 국내 도로, 국내
철도, 국내 수로, 항만, 공항

자국 통화, 유로,
고정 유로

교통부문
유지 보수 비용

교통부문 전체, 국내 도로, 국내
철도, 국내 수로, 항만, 공항

자국 통화, 유로,
고정 유로

자산 가치
(연말 기준)

교통부문 전체, 국내 도로, 국내
철도, 국내 수로, 항만, 공항

자국 통화, 유로,
고정 유로

총 도로 비용 지출
내륙 화물
연안 운송

교통량
측정

화물
운송

승객 운송
경제
사회

컨테이너

내륙
차량세

도로
유류세
운송료
시간기준 운송비용
및 세금
거리기준 운송비용

자국 통화, 유로,
고정 유로

철도, 도로, 수로, 파이프라인
연안수송

백만 톤-km
백만 톤-km

철도 컨테이너

TEU

철도 컨테이너
해운 컨테이너

톤
TEU

해운 컨테이너

톤

철도, 도로(승용차, 버스)

백만 인킬로
유로/년
유로/리터
유로/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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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경제
사회

도로
차량세, 유류세, 시간당 운송 비용,
운송료 국내 운송 순비용
거리당 운송비용
및 세금

교통
안전

소분류

세부 항목

도로교통
도로교통사고수
사고
도로
사상자

명
명
km/100sq. km
%
%
km/100km2

철도 전력화 비율

%

고속 철도비율
면적 대비 공항 수

%
개/1,000km2

거주민수 대비 공항 수

개/백만 명

GDP 대비 전체 교통 인프라 투자
GDP 대비 철도 인프라 투자

-

GDP 대비 도로 인프라 투자

-

GDP 대비 내륙 수로 인프라 투자
주민수 대비 전체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

고정 US달러/명

주민수 대비 철도 인프라 투자

고정 US달러/명

주민수 대비 도로 인프라 투자
주민수 대비 내륙 수로 인프라 투자

고정 US달러/명
고정 US달러/명

철도 인프라 투자 비율

%

도로 인프라 투자 비율
내륙 수로 인프라 투자 비율

%
%

총 도로 인프라 지출 대비 유지비용 비율

운송
장비

회

사망자수
도로 밀도
도시 도로 비율
철도 밀도

성과
지표

유로, 유로/vkm,
유로/tkm

부상자수

자동차 전용 도로 비율

교통
인프라

단위

%

GDP 대비 차량 대수

대/USD

GDP 대비 승용차대수

대/USD

GDP 대비 오토바이대수

대/USD

GDP 대비 화물용 자동차 대수

대/USD

주민수 대비 차량 대수

대/1,000명

주민수 대비 승용차 대수

대/1,000명

주민수 대비 오토바이 대수

대/1,000명

주민수 대비 화물용 자동차 대수

대/1,000명

전체 차량 대수 대비 승용차 비율

%

전체 차량 대수 대비 오토바이 비율

%

전체 차량 대수 대비 화물용 자동차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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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운송
장비

소분류

세부 항목

단위

신차등록대수(전체차량)
신차등록대수(오토바이)

대
대

신차등록대수(화물용 자동차)

대

승용차 신차 등록비율
화물용 자동차 신차등록 비율

%
%

철도화물적재용량
주민수 대비 철도 승객 좌석수
주민 1,000명당 철도 화물 적재 용량
available seat capacity for scheduled flight per
one thousands units of current USD GDP
주민 천명 대비 비행 계획 가용 좌석수

/백만 USD
석/천 명

석/1,000 USD
석/천 명

total inland freight transport in tonne-km per
톤 km/ 1,000 USD
one thousand units of current USD GDP

성과
지표

교통량
측정

GDP 대비 철도 화물 운송량
GDP 대비 도로 화물 운송량

톤 km/ 1,000 USD
톤 km/ 1,000 USD

GDP 대비 내륙 수로 화물 운송량

톤 km/ 1,000 USD

GDP 대비 파이프라인 운송량
철도 내륙 화물 운송 비율

톤 km/ 1,000 USD
%

도로 내륙 화물 운송 비율

%

내륙 수로 화물 운송 비율
파이프라인 내륙 화물 운송 비율

%
%

GDP 대비 항공 화물 운송량

톤 km/ 1,000 USD

GDP 대비 총 내륙 승객 운송량
GDP 대비 철도 승객 운송량

톤 km/ 1,000 USD
톤 km/ 1,000 USD

GDP 대비 도로 승객 운송량

톤 km/ 1,000 USD

승용차 대비 승객 비율
GDP 대비 항공 승객수
1km당 도로교통량
자동차 한 대당 도로 교통량
교통량

%
명/1,000 USD
vehicle-km/1,000
USD
vehicle-km/대

domestic seats-km per one thousands units of
seats-km/1,000 USD
current USD GDP
International seats-km per one thousands units
seats-km/1,000 USD
of current USD GDP
share of international seats-km in total seats-km
%

안전

주민 백만 명당 도로 사망 사고

회/백만 명

차량 백만대당 도로 사망 사고

회/백만 명

백만 vehicle-km당 도로 사망 사고

회/백만 vehicle-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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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경제
사회

소분류

세부 항목

%
%

교통부문 가계지출 중 교통서비스 지출 비율

%

총 가계지출 중 교통부문 지출 비율
전체 분야 대비 교통분야의 고용 비율

%
%

교통부문 부가가치 점유율

%

GDP 대비 운송부문 발생 CO2 배출량
주민수 대비 CO2 발생량
성과
지표

단기
지표

도로

%

share of CO2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bunkers in total CO2 emissions

%
%
%
%

총 CO2 배출량 중 운송부문 비율

%

GDP 대비 자동차 연료 공급량
주민수 대비 자동차 연료 공급량

톤/백만 USD
톤/명

차량수 대비 자동차 연료 공급량

톤/대

화물운송량
승객운송량

국제, 국내

백만 톤-km
백만 톤-km

화물운송량

국제, 국내

백만 톤-km

승용차, 화물용 차량

백만 Vehicle-km
대

휘발류, 경유, 합계

톤

국제, 국내

백만 톤-km

자동차 통행량
신차등록대수
도로부문 차량
연료 공급량
도로 사상자수

내륙 수로

톤/백만 USD
톤/명

share of CO2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maritime bunkers in total CO2 emissions

에너지와
국내 항공 CO2 배출량 중 운송분야 비율
환경
운송분야 CO2 배출량 중 철도부문 비율
운송분야 CO2 배출량 중 파이프라인 운송 비율

철도

단위

교통부문 가계지출 중 차량구입 비용 비율
교통부문 가계지출 중 개인교통장비 운용비용 비율

화물 운송량

IRTAD
연령대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DB
평균 절대 접근가능성
도시접근
average proximity
체계
평균 교통 성능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2020.6.22.)

명

명
-

212

<부표 8-6> ESCAP에서 제공하는 교통관련 DB
대분류
(Theme)

소분류 (Indicator)

제공 데이터

Air transport freight 각 단위별 화물 수송량

million passenger km,
million people, per
1000 population

Road transport

화물수송량, 승객운송량

Million ton-Km, Million
passenger-Km

Asian highway

클라스별 도로연장(Primary,
Class 1, Class 2, Class 3, Below
3, Other, Total)

Road traffic deaths 사상자수 ,인구 100명당 사상자 수
Railways, goods
transported

km
number, per 100
population

철도화물운송량

million ton-km

Railways, passengers
철도승객수송량
carried

million ton-km

Railway and road
density

철도 밀도

Port container traffic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GHG emissions

E
n
v
i
r
o
n
m
e
n
t

million ton-km

승객운송량, 승객수, 인구 천
명당 승객수

Air transport
passengers

연
결
성

단위

분야별 온실기체 배출량,
인구대비 온실기체 배출량

분야별 화석연료로 인한
Fossil CO2 emissions
이산화탄소 배출량

Km of railway per
1000km2 land area
Million TEU
million tons of CO2
equivalent, tons of CO2
equivalent per capita
million tons of CO2
equivalent, tons of CO2
equivalent per capita,
tons per 1000 USD PPP

단위별 연료연소로 인한
CO2 emission intensity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료원별
(fuel combus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millions tons of CO2,
tons of CO2 equvalent
per capita, kg per
1USD(2010) GDP,

CO2 emissions / unit of 제조업 생산량당 이산화탄소
manufacturing
배출량

kg per 1 USD(2010) GDP

Emissions from
agriculture

농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thousand tons of CO2
equivalent

자료: ESCAP, “SDG Gateway Explorer”, https://dataexplorer.unescap.org(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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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7> ASEAN에서 제공하는 교통DB(Statistical Yearbook 2019 기준)
대분류

중분류
도로
교통

일반

철도
교통

국내
항만
교통

국제
항만

국내
항공

국제
항공

소분류
도로총연장
포장도로연장
교통사고사상자수1)
고속도로연장1)
자동차등록대수
공영버스대수
인구 천 명당 자동차 대수
인구 천 명당 공영버스대수
트럭등록대수1)
택시 대수1)
오토바이등록대수1)
철도 총연장
철도 여객 수송 실적
철도 여객 통행 거리
철도 화물 수송 거리
국내 항만 개수
국내항 여객 수송 실적
국내항 화물 수송 실적
국제 항만 개수
국제항 여객 수송 실적
국제항 화물 적재량
국제항 화물 적하량
국제 해운 화물 수송 실적1)
국제 해운 컨테이너 수송량1)
국내 공항 개수
국내 항공 여객 수송 실적
국내 항공 화물 수송 실적
국내선 항공 교통량
국제 공항 개수
국제 항공 여객 수송 실적
국제 항공 환승 승객 수1)
국제 항공 화물 적재량
국제 항공 화물 적하량
국제선 항공 교통량
항공화물수출1)
항공화물수입1)

단위
Km
Km
명
킬로미터(km)
천 대
천 대
대
대
천 대
천 대
천 대
Km
천 명
메가 뉴턴(Mn) 인 킬로미터
메가 뉴턴(Mn) 톤 킬로미터
개
천 명
천 톤
개
천 명
천 톤
천 TEU
천 톤
천 TEU
개
천 명
천 톤
천 회
개
천 명
천 명
천 톤
천 톤
천 회
천 톤
천 톤

주: ASEANstats 제공 자료.
자료: ASEANstats, “DataPortal”, https://data.aseanstats.org(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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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Guideline of Demand Analysis for Global
Transport Project
Hunki LEE

Heekyung KIM

Seunghwan CHUNG

Hyunjung LEE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the amount of Korea
ODA aid has been annually increased in concentration of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cessantly increasing Korea ODA fund has
contributed to expand global transport projects not only led by public
sector but also private sector.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timely
important to collect reliable transport data and to present reliable
outcomes of transport demand analysis.
Despite this importance, current guidelines of transport projects
include impractical articles which should be revised for global transport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mprove demand analysis
guidelines of global transport projects for enhancing reliability and to
establish global transport database and its integrated management
method for demand analysis of global transport projects.
This study outcome will contribute to secure objectivity and consistency
in demand analysis of global transport projects and to enhance reliability
on methods and results of transport demand analysis for project efficiency.
For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pplication of guidelines by legal
improvement and to systemize management of global transpor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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