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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유정복 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도시화
가속, 지역 불균형, 소득 양극화, 저성장 경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 및 첨단 기술발달에 따른 삶의 방식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거세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국제사회의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하는 한가운
데에 놓여 있다.
디지털시대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전환기와 맞물려 현대문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 경쟁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대 간에도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신세대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선보이면서 이를 따라가기조차 버거운 구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통부문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교통수단, 첨단 대중교통수단의 공통점은 서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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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들 수단은 모두 기계부품이기보다 전자
제품에 가까우며 통신으로 교통정보를 받고 이동·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물론 첨단 모빌리티여서 자체 라이다와 센서만으로도 주
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맵, 도로 상의 다양한 통신장치, 관제 및 운영센터를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는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1차 목표뿐만 아니
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1차 기초데이터를 가공한 2차 데이터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의 형식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수집하며 이용자들에
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
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정확한 미래예
측과 교통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인프라라면 버츄얼 싱가
포르 못지않은, 아니 더 광범위한 버츄얼 코리아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 해소이다. 대도시 위
주의 SOC 투자와 인구집중으로 지방과 격차는 계속 커졌고 작금에는 소멸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교통 SOC 투자지침으로 사용하였던 예비타당성조
사는 인구가 많은 곳에 계속 투자하도록 해 투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았다.
농산어촌이나 소외지역의 주민은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 비율이 높다.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도시지역보다 더 크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보도를 보
행자와 자전거, 개인교통수단에 내어주고 나면 휠체어 등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없
다.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교통서비스와 관련 앱도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젊
은 세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령자는 뒷전이다. 이제는 양적인 시설 확충도 중요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어린이들이 함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국민의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는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전과 비
교해 교통시설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교통문제는 줄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계
속 발생하고 있다.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교통수단 간 환승과 지자체 간 이해관

2022 04 VOL.290

003

시론

계 상충, 주말 교통체증 증가,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 자전거 및 개인교통수단의 교
통사고 증가,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교통 증가, 아파트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 민원
증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전에는 사소하게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새롭게 떠오르는 교통문
제로 주목받고 있다. 신교통수단의 출현, 자동차 증가, 인구 고령화, 국민 삶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통행패턴을 교통 관련 제도가 미처 따
라가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도로교통법」,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네 번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부문
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버스, 철도, 항공 등 교통산업 부문도 침체기
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물류 부문은 소화물 배달 증가로 오히려 성장세로 접어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호황기를 맞고 있다. 그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 배달업체 간
새로운 알고리즘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모빌리티 부문도 기존 운수업체 외에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였
다. 기계, 통신, 인터넷 기업들이 직접 교통산업에 진출하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
고 있다. 기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변화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
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 활용 측면에서 이들
시설과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지방의 메가시
티 구축론도 지역의 공항, 항만, 철도역, 고속도로 IC 연계 교통시설이 뒷받침되어
야 현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하공간 개발과 초고층 빌딩 등 3차원 도시공간
을 연결하는 교통계획과 탄소중립 실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첨단기술 발달로 인해 국민 삶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연령
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이
러한 변화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법·제도를 개편할 필
요가 있다.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학연 간의 공조가 이
루어진다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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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성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전략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빌리티 서
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진일보된
새로운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서
비스 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실용화, 법
제도 개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현재 우리의 교통시스템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지속가
능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에
의한 비효율화와 인프라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이동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
다. 대중교통시스템은 대다수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규모 정부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단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시간대에는 국민
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수단 이용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시장에 도입되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모빌
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라 부를 수 있는
진일보된 새로운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김영호 본부장

이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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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기술개발, 실용화, 법제도 개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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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활용 가능한 수단과 인프라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과 관련하여 지불·정산처
리, 교통상황 예측, 통행 예약제 및 이용자 관심지점 정보에 기반한 여정계획 서비스 등이 향후 자율주행차
활용 MaaS에 적용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기술 개발 전략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 차
량 간 통신과 교통류에 포함된 자율차량들을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비

단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엣지 컴퓨팅1) 기술 구현

스 도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들이 개별적으로

이 가능하도록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완성도를 높여 개발되어야 하고, 개발된 요소기술

다. 또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용화와

들을 융합하여 기존의 운송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업무를 취합하여 종합적

했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한다. 모빌리티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기

타워의 설립’과 ‘자율주행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술인 자율주행체계 구축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장 적용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최근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자율주행체계 구축

진행되면서 수단 간 연계를 통한 최적 이동경로

자율주행차량이 개발되어 도로에 운행되는 상황

제공, 통합 예약 및 결재, 호출 서비스 등 이동과

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

관련된 전 과정을 연계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

차량이 포함된 교통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

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실현이 많은 사

영할 수 있는 교통류 운영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

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제어는 자율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용 가능한 수단

주행차량 도입 초기에는 개별 차량 단위로 독립

과 인프라에 대한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를 통합적

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자율차량 비율이 일정 수

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및 시스템

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인프라와 차량 간 연

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에서 통합 모빌리티 서

계를 통한 제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

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불

로 예상된다. 차량과 인프라 간 연계를 통한 제어

및 정산 처리, 교통상황 예측, 통행예약제 및 이용

1) 엣
 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란 사용자 또는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나 그 근처에서 컴퓨팅을 수행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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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심지점(POI) 정보 기반 여정계획 서비스 등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

이 향후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MaaS가 현장에

이다.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

원활히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기술로 평가

문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가 현장에 적용될 때

되고 있다. 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거나 통행시간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측하여 수단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는 과

는 TMaaS(Traffic Management as a Service)에

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완화하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교통수요관리 및 통행 우선

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권 제어와 같은 교통류 관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인형

기존 서비스와 상생 방안 합의

이동수단 및 공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운송서비스에 대한

위치 및 확률 기반의 최적 배치 전략 기술이 필요

파괴적 혁신이며 이러한 혁신으로 인한 변화를 논

하며 드론택시(UAM)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동

의하고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관제 기술 개발도 요구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체 설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유 모
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운

실용화 전략

송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사이에 얽힌 갈
등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해 당사자는 이용자,

현재까지 교통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운전자, 시설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되며

교통 인프라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각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자신들이 처한

그러나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주

환경에 따라 상이하다. 이용자들은 공유 모빌리

도하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더 많은 민간 사

티 서비스를 통하여 이동의 편리성, 신속성, 안전

업자가 참여하고 기준 이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성, 쾌적성 확보와 함께 저렴한 비용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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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이 많은 이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이익을 보전

용자들에 의하여 공유되고, 자율주행차가 투입될

하도록 편향된 근로 조건이 운전자들의 권리가 확

경우 차량이 무인으로 운영·관리될 예정이다. 이

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할 것이다. 공유

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 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시설 제공자는 공유 모빌

발생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

리티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모

지불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을 원할 것

빌리티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합리적

이다. 공유 모빌리티 사업의 새로운 참여자로 인

으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

식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

책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운송산업 제도의 보완·개선을 요

법·제도 개편 전략

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의 요구사항
이 제각각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

현장에서 효용성이 증명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

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 체계가 구축되

대 보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관련 법·제도를 정

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으로부

비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로 공급되는 모빌리티

터 발생하는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이익을 재분배

서비스가 수익성 추구에 얽매여 모빌리티 서비스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가 지녀야 할 공공성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것을

할 것이다.

방지하는 것이다.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모빌
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모빌리티 서비

서비스 보급을 위한 환경 조성

스의 혁신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민간에 의하여 개발된 자율주행차 및 공유 모빌리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의 근간으

티 서비스가 현장에 적용되고 확대되기 위한 환경

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모빌리티 서

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통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비스를 대중교통과 연계한다면, 민간의 유연성과

공공에서 민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

교통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에 대한 근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새로운

나,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승용차 위주의 모빌

서비스가 제도권 내에서 안착되어 운영될 수 있

리티 서비스로 발전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부정

을 것이다. 공유 및 혁신적인 기술로 인한 갈등을

적인 방향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진행될 가

최소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기 위

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민간을 지나치게 규제하

한 정책 수립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

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이

다. 예를 들어, 기술은 이미 완전히 통합된 정보와

지연될 것이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미래의 신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

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이해 당사자 간 충돌로

장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위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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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방 및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장에서 취합되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폭넓게 활용되고 못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의 활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 모빌리티 서비

침이 필요하다.

스(Maa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의 개방 및 통합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취합되는

자율주행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폭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

넓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의 활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

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 회의를 통

가 대두되고 있다.

과하여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

현행법상 개인정정보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이다.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략

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

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었던 「자동차 관리법」을 탈피하여 관련 정책의 세

은 빅데이터 시대를 예상하고 제정되지 않아 빅데

분화, 정책추진체계의 정비, 안전운행 여건 정비,

이터 시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시범운행지구 도입, 인프라구축·관리, 관련 생태계

다. 미래 국가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기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개인정

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를 활용

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령 개

한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율주행차법」을

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한 기반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를 기술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취득된 데이터의 사전적, 사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후적 관리가 부재하여 데이터가 오남용될 위험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확장은 데이터 공유 및

있다.

활용을 통한 서비스의 개발과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민간 교통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거래 활성

현재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

화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

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데이터 통

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 거래기능을 통

합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데이터를 활

한 데이터 융합은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이끌 것

용하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봉착한다는

이다. 빅데이터 거래를 위한 건전한 시장 형성을

점, 셋째, 데이터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악의적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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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철도사업 추진전략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철도사업
추진 전략을 간략히 논하도록 한다.

들어가며

2019년 기준 전국 인구의 50.1%, 전국 지역 내 총생산의 52.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경제 규모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취업, 투자 및 기업활동 등 경제활동
집중도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권역별 지역 내 총생
산을 비교하면, 수도권, 충청권, 제주를 제외하고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0.3∼5.6% 감소하였다.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
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지역성장의 3대 요인으로 지역의 규모 확대,
교통접근성 단축, 특화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
성화 개발을 추진하고 특성화된 지역 간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러한 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은 도로, 철도 등 교통 SOC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호 본부장

을 시사한다. 교통접근성 취약지역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닌 가기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어, 결국 교통접근성 취약은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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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시행에 따라 전환수요 외에 유발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분석 과정에서 유발수요 반영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 방안이 없는지 고
민이 필요하다. 즉, ‘선수요, 후공급’ 틀에서 벗어나 ‘선공급, 후수요’의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접근성 취약

경제중심지와
분리·단절

인적·물적
교류 장애

경제활동 인구
·자원 이탈

신규유입 기피

지역발전 저해

그림1•접근성 취약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전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

광역철도 등 11개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과거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비수도권 철도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교통체계 개편을

하지만, 수요 중심의 철도사업 평가체계, 타 교통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벽오지 맞춤형 교통서비스

사업 대비 고비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철도투자까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요

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선철도 속도 향상을 통한 고속화 철도서비스 소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

1)

외지역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반시설 계

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획 시 경제성 중심의 투자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지

있다. 또한 모빌리티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을 위

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

한 철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

집중된 기반시설을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

러한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철도사업 추진 전략

히, 작년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을 간략히 논하도록 한다.

서 비수도권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

1) 국
 가균형발전위원회(2019.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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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요, 후공급”의 정책에 기반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인구 등 50% 이상이 집
중된 수도권에 투자 확대가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 SOC 사업의 양극화는 심화하였
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인구, 경제활동 여건
등이 부족하기에 현재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방
식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비수도권의
교통 SOC 투자 감소에 따른 교통서비스 악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은 불가능한 것인
가? 접근성의 변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수요의 변
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철도사업의 시행에 따
라 전환수요 이외에 유발수요도 발생하고 있으
나,2) 분석 과정에서 유발수요 반영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낙후도
1

168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
방안이 없는지 고민이 있어야 할 때이다. 즉, 예비

그림2•철도공급과 지역낙후도 비교

타당성 조사 방식인 “선수요, 후공급”의 틀에서 벗
어나 “선공급, 후수요”의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할
때라 판단이 된다.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철도사업 추진 전략

개통에 따른 수요 급증에 관한 사례가 있기에, 점
점 고속화되어가는 철도사업에 따른 유발수요에

공급에 따른 수요 창출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
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철도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체계화

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

철도사업 등 교통 SOC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타

고 있다. 사업의 가치는 다양한 요소에 기반을 두

당성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성 중심

고 있으며, 그중 사업의 경제성은 빠질 수 없는 요

의 투자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등 다

소이다.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일정

양한 항목을 반영하여 교통 SOC 사업의 지역분배

규모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예비타당

를 위해 노력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성조사는 수요가 있는 곳에 교통 SOC를 공급하는

개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2) 이
 장호 외, 「철도사업 개통에 따른 유발수요 추정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4권 제5호, pp. 47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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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조정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

중부내륙선의 연장선이 아닌 김천~거제 남부내륙

중을 높여 비수도권 사회기반시설 투자 여건을 개

철도 건설과 함께 서울~거제 철도(중부선)의 완

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지만, 경제성 이외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비

하다. 이러한 문경~김천 구간을 단절구간으로 남

중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겨둔다면 철도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지자체의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효과

없으며, 이러한 피해는 철도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사업의 기대효

될 것이다.

과를 지역에만 국한하여 바라볼 게 아니라, 제안
된 철도사업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

철도 특성을 반영한 편익항목

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철도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편익의 도입이 고

이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평가체

려되어야 한다. 철도는 다양한 특장점을 가지고

계를 마련하고, 철도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있는데, 그중에 정시성은 도로교통과 비교하여 철

적 가치를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철도사

도교통이 갖는 두드러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철도

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효

의 두드러진 장점인 정시성은 철도투자 사업으로

과분석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 차

인한 편익이기에 기존 도로 이용자 및 도로 전환

원에서 철도사업에 대한 정책효과를 컨설팅할 수

수요의 정시성 가치가 편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철도사업의 진정한 가

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시성의 가치

치를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경~김천 철도는 단순히

영국 교통부에서는 정시성의 가치를 편익에서 통
상 반영되고 있는 시간가치의 약 80% 수준이 될
거라 제시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정시성 가치가 시
간가치 대비 130%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비수도권

100
80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 상상 속에 머물렀던 자

30~45%
60~70%

30~45%

60

25~40%
30~40%

40

미래 지향적 철도정책 수립

율주행차, 드론택시 등 신교통기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철도교통 분야에서는 고속을
넘어 항공기 속도를 넘어서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
이퍼튜브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신교통기술은 지금

20

과는 다른 삶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0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러한 모빌리티 대전환 시기 속에서 철도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

그림3•철도신설 사업의 사전 가중치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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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등 기존 철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율주행

철도 분야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종합적이고

차, UAM 등장으로 이제는 철도가 필요 없는 것인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

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도로교통수단 등장

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철도 부문의 다양

으로 과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인

한 분야를 망라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은 공통으

현재 건설, 운영,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

로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철도의 역할이 무엇

립된 계획들을 수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이 중요하기에 국가 수립

미래 지향적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서 최소한 현

개발계획(국토/산업단지/관광 분야 등)과 연계성

재 당면하고 있는 탄소중립, 모빌리티 대전환, 지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철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속적인 분야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

별 철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속가능

여 친환경 교통수단 중 빠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한 철도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철도교통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
다.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철도교통

맺는말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모빌리티 대전
환과 함께 철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

철도교통은 20세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초석

인가? 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객과 화물

을 마련하였으나, 마이카 시대와 함께 철도는 역

철도수송 분담률을 높이는게 중요하기에, 모빌리

사 속으로 묻히는 듯하였다. 하지만, 속도의 혁명

티 대전환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이라 불리는 고속철도 등장은 다시 철도를 우리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 중심의

생활 속에 가까이 가져다주었다. 현재,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상을 위하여 철도가 미래형 타 교통수

차, UAM 등 신교통기술의 출현과 함께 철도 존재

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미래형 모

의 가치를 묻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가가 직

빌리티 통합 철도역 구상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

면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철도는 선택

막으로 이용자 이동성 이외에 지역 간 연계를 통

이 아닌 필수이기에, 미래환경변화에 맞추어 철도

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철도의 역할이 절실히

의 가치와 역할을 발굴하고, 미래철도가 나아가야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

할 방향이 제시될 때이다. 도로, 철도, 항공 등 교

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를

통수단의 독립적인 정책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모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빌리티 대전환 시대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유기적

의 이동 편의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 대중교통체

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 모빌리티 교

계를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도 역사를 지역

통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주도의 다양한 철도계획에서 미래 선도
형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고민이 있으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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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도로교통 SOC

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더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이 고르게 잘 사
는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가시티의 핵심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방사축의 완성과 주변 도
시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2순환망 구축을 제안한다.

들어가며

2021년 7월 2일 68회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하였다. 2차 대전 이후
UN 경제 개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된 건 유일하게 우리
나라뿐이라고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는 1.8조 달러로 세계 10위,
1인당 GDP는 35,168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하였다. 경제적 측면으로 봤
을 때 분명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정치, 사회 및 그 외 다
양한 분야에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
제(經濟)’가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인 ‘경세제민(經世濟民)’
의 약자라 하니 국민의 삶의 질에 경제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우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없이 경제발전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부작용이 사회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문제가
조한선 본부장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중 현상과 이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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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이
미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수도권만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누구나 고르게 잘 살고
행복해야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궁극적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가

화 문제는 논외로 하되 빈곤의 양극화 문제와 결
코 별개의 문제가 아닌 오히려 빈곤의 양극화 해

전국을 제주도를 제외하고 6개 권역(수도권, 대전

결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지역의 양극화 문

충청권, 광주호남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경

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남권)으로 구분해 봤을 때, 수도권은 우리나라 총

위해서는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저지하고 지역

인구의 50.1%인 약 26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이에 비해 면적은 우리나라 총면적 100,413Km

2

것이다.

2

의 11.9%인 11,865Km 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

다. 수도권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중되어 있으니 인구는 당연히 모이게 되어있고,

크므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이

여기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까지 추가되어 수도권

있더라도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수도권만

중심의 일극체계는 점점 공고해져 가고 있다. 경

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제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빈곤의 양극화가 점점

누구나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해야 사회적 신뢰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역시 근

회복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 궁극적으로 국가가

래에는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빈곤의 양극화로 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적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쉽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의 역할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계는
이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은 112,977km이며 이

우리는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속적

중 수도권에 약 26,526km가 깔려있어 수도권은

인 경제성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당

진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로 연장은 다른 권역의 약 2.3배 수준이다. 인구

는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가 집중되니 교통혼잡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의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계속 건설하다 보니 이렇게

및 지역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갈등 요소를 우

된 것이다. 물론 수도권이나 그 외 권역에 사는 국

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빈곤의 양극

민이 모두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 없이 살아

2022 04 VOL.290

017

| 중장기 국가 교통물류 국정과제와 추진방향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마다 1개의 순환망만이 운영 및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도시만을
둘러싸는 순환망 구조여서 주변 도시 간의 원활한 연계는 어려워 보인다. 주변 도시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
해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더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순환망이 필요할 것이다.

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국토의 11.9%에

이 인구 1,000만 명에는 미치치 못하나 약 78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

명으로 메가시티로 키울 만은 할 것이다. 부울경

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충남권

근래 지방에 메가시티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중

메가시티, 대구·구미·김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심의 일극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설

권 메가시티,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메가

득력 있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창원을

시티도 모두 500만 명 이상으로 메가시티로 성장

중심으로 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보 단계지만 진

할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계를 무

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된다. 원

력화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래 메가시티란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

서는 4개 지방에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거의

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글로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인구

지방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지칭한다(『시사경

서 선결되어야 할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무수히

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부울경 지역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메가시티의 핵

그림1•수도권 대도시권고속교통망

그림2•부산경남권 대도시권고속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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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주변을 적절히 연결해 주는 교통인프라, 특
히 도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측
면에서만 보면, 현재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도로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각 권역이 메가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 충분할 것인지 진단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총 9개의 방사축
과 2개의 순환망이 운영 및 건설 중이다. 2개의 순
환망은 물론 모든 방사축에 고속국도를 포함하고
있어, 첨두시 교통혼잡을 겪는 경우는 있으나 서
그림3•대전충청권 대도시권고속교통망

울과 주변 도시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 부산경남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1
개의 순환망을 건설 중에 있으며 6개의 방사축으
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축에 고속국도가 포함되
어 있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권역의 핵심과 주변
도시의 고속 이동이 가능한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대전충청권은 대전을 중심으로 1개의 순환망과 7
개의 방사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방사축
중 보령부여축과 보은축에는 고속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급 도로가 없어 대전과 이 두 지역 간의

그림4•대구경북권 대도시권고속교통망

이동성은 다른 축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대구경
북권은 대구를 중심으로 1개의 순환망을 건설 중
에 있으며 8개의 방사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
개의 방사축 중 성주축에는 고속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급 도로가 없어 대구와 성주 간의 이동성
은 다른 축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광주호남권은 광주를 중심으로 1개의 순환망을
건설 중에 있으며 6개의 방사축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6개의 방사축 중 화순축에는 고속국도 등 자
동차 전용도로급 도로가 없어 광주와 화순 간의
이동성은 다른 축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그림5•광주호남권 도시권고속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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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망 구축

지방 지역의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권
역의 핵심과 주변 도시 간의 연계 및 주변 도시끼
리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핵심과 주변도시 간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간의 고속 이동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부

해당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으로

산경남권을 제외한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

묶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통, 특히 도로의

호남권에는 고속기능이 부족한 방사축이 존재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며 우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지속해
서 모든 권역의 각 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이
다. 또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각 대도시마
다 1개의 순환망만이 운영 및 건설되고 있으며, 그
나마 핵심도시만을 둘러싸는 구조로 순환망이 커
버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라 주변 도시 간의
원활한 연계는 어려워 보인다. 주변 도시 간의 원
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르는 순환망이 필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할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권에는 제1순환망도 아직 완성이

현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한창 건설 중이

안 된 상황이고, 주변 도시 간 교통수요도 충분히

며, 상당 부분을 국가간선도로망(10×10)을 활용

없을 텐데 제2순환망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시기

하여 순환망을 구성하고 있다(총연장 260.5km 중

상조적인 인상이 있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지방

중복구간 134.9km로 51.8%). 다른 권역도 이를

메가시티의 건설은 시대적 요구이고 이를 성공시

참고하여 제2순환망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는 것

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 아니라 기존 국가간선도로망(10×10)을 최대한

것이다.

활용하여 추가로 일부만을 건설하면 지방의 각 핵
심도시마다 제2순환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대

권역 내 국도·국지도 중심의 간선망 효율적 보완

전충청권은 남북3축(순천-서울), 남북6축(합천-연

또한, 권역 내 대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연계에만

천), 동서4축(서산-영덕) 등을, 광주호남권은 남북

신경을 쓰다 보니 권역 내 중소 도시 간 연계가 불

1축(목포-인천), 남북3축(순천-서울) 등을, 대구경

편한 곳이 꽤 존재하고 있다. 이런 중소 도시 간의

북권은 남북7축(창원-포천), 남북9축(부산-양구),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2순환망 구축만으로

동서2축(무안-울산), 동서3축(김제-포항) 등을, 부

는 부족해 보이며, 권역 내 중소 도시 간의 교통서

산경남권은 남북8축(부산-철원), 남북10축(부산-

비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순환·

고성), 동서2축(무안-울산) 등을 활용하여 순환망

방사축과 같은 고속기능보다는 국도·국지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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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
해서는 교통, 특히 도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메가시티의 핵심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방사축의 완성과 주변 도시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2순환망 구축이 필
요하다.

심으로 한 권역 내 간선망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도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권역 내 간선망의 효율적인 보완을 위해서는 우선

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하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안전성·환

의 경제권·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경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하고, 중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통, 특히 도로의 역할

도시의 혼잡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구축이 필요할

이 중요할 것이다.이러한 차원에서 메가시티의 핵

것이다. 지역 경제활성화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

심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고속으로 연

해서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정비해야

결하는 방사축의 완성과 주변 도시들 간의 연계를

할 것이며 평일 대비 주말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강화하기 위한 제2순환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

대해서는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히 제2순환망은 기존 국가간선도로망(10×10)을

해야 할 것이다.

활용하여 최소한의 도로 건설만으로 구축이 가능
할 것이다. 물론 현재는 교통수요도 충분치 않고

맺음말

필요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메가시티 건설계획
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춰서 같이 논의되면 될 것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도로의 역

이다. 아무쪼록 도로분야에서 이러한 노력 및 성

할은 매우 미미해 보였으며, 막막하게만 느껴졌

과들이 지방 메가시티의 성공을 견인하고 나아가

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길이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임이 분명

바란다.

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교통분야도 당당하게 한몫을 해
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는 수도권과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비약적 발전으로
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
한 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방의 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건설을 하나의 가
능한 대안으로 설정하였고,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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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교통물류서비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교통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보다 편한 출퇴근 교통’, ‘교통약자/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교통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교통서비스를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하고 여가활동이나 쇼핑을 하며, 택배와
같은 물류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배송받는 등 다양한 일상 활동과 깊
게 연계되어 있다. 매일매일의 교통 활동이 불편하면 국민의 삶은 질이 낮아
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교통이 가능
하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
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의 역할과 함께, 현재 교통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보
고자 한다.
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고령자 교통사고 실태
장원재 본부장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의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도로 이용자들 간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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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심각한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

2020년 57%에 이르고 있다(<표2> 참조).

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1>에

고령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

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교통망에 대한 보행접근 및 횡단교통섬, 보행신

는 최근 10년간 약 40% 감소하였다. 하지만 65세

호 연장 등과 같은 도로 횡단 안전 지원체계의 정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폭이 상

비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대적으로 낮은 약 22% 수준이며 사망자 중 고령

을 고려한 물리적 시설(정류장 시설 정비 등)이나,

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고령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이동지원 안내체계 확충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29배 증가하

요구된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였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

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 프로

율도 2011년 11.6%에서 2020년 23.4%로 역시 2

그램 지속적 보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프로그

배 이상 증가하였다. 비슷한 기간 고령자수가 약

램 및 대응 인센티브 지속 개발 등이 필요하다.

34% 증가(2010년 약 537만 명에서 2020년 812만
명)했지만 2020년 기준 고령자의 비율이 15.7%1)

이륜차 교통사고 실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

코로나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비대면 물류 서비스

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 교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배달용 오토

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에 발생한 건수는 2011

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배

년 883명에서 2020년 628건으로 감소했지만 보

달 서비스의 특성상 주문자나 중개업자, 운전자

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등이 대체로 빠른 배송을 선호하거나 혹은 유도할

표1•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
연도

전체 교통사고
사고 건수(건) 사망자(명) A

2011

221,711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명)

5,229

341,391

사고 건수(건) 사망자(명) B
26,483

1,724

B/A * 100
33.0%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건수(건) 사망자(명) C
13,596

C/A * 100

605

11.6%
13.3%

2012

223,656

5,392

344,565

28,185

1,864

34.6%

15,190

718

2013

215,354

5,092

328,711

30,283

1,833

36.0%

17,590

737

14.5%

2014

223,552

4,762

337,497

33,170

1,815

38.1%

20,275

763

16.0%

2015

232,035

4,621

350,400

36,053

1,814

39.3%

23,063

815

17.6%

2016

220,917

4,292

331,720

35,761

1,732

40.4%

24,429

759

17.7%
20.3%

2017

216,335

4,185

322,829

37,555

1,768

42.2%

26,713

848

2018

217,148

3,781

323,037

38,647

1,682

44.5%

30,012

843

22.3%

2019

229,600

3,349

341,712

40,645

1,523

45.5%

33,239

769

23.0%

2020

209,654

3,081

306,194

35,312

1,342

43.6%

31,072

720

23.4%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TfcacdOccrrncSttus.do?menuId=WEB_KMP_OVT_MVT_TAC_TOS

1) 「 2020 고령자통계.hwp」,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2022 04 VOL.290

023

| 중장기 국가 교통물류 국정과제와 추진방향

표2•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및 이륜차 교통사고 추이
고령보행자 사망사고1)
연도

이륜차 사고2)

사망자 수(명)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

사고건수

2011

883

43.20

2012

959

47.31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중상자 수

10,170

429

12,102

4,687

10,415

405

12,441

4,543

2013

951

47.98

10,433

413

12,379

4,474

2014

919

48.12

11,758

392

13,899

4,674

2015

909

50.64

12,654

401

15,172

4,641

2016

866

50.53

13,076

428

15,773

4,617

2017

906

54.09

13,730

406

16,720

4,832

2018

842

56.62

15,032

410

18,621

5,180

2019

743

57.07

18,467

422

23,584

5,917

2020

628

57.46

18,280

439

23,673

5,677

자료 : 1) 한국교통연구원(2022), 「2022년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월간교통』, 2022년 1월호
2)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

소지가 크며, 이 경우 교통신호 위반, 과속, 보행로

등을 통해 사고 건수와 사고 시 심각도를 낮출 수

침범 등의 불법 운행 등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오토바이의 경우 과속이나

질 위험이 크다. 개인형 이동수단, 오토바이, 스쿠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터 등은 자동차와 비교해 운전자 보호 장치가 취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배달 시 사고에 대한

약하여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 <표2>에 나

책임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등 배달업계

타낸 바와 같이 이륜차 사고는 2014년 이후 서서

전체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히 증가하다 최근 코로나 발생 이후 대폭 증가했

라 할 수 있으며 교통 시스템적으로는 단속체계를

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부상자수는 거의 2

정비해 불법 운행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는 것도

배, 중상자수도 약 1.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필요하다.
도로의 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고 유발 가능성을

개선 방향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교통사

최근 도시부 도로의 통행 제한속도를 대폭 낮추

고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

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는 등 좀 더 안전

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

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

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데, 구역별로

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문화 등 여러 측

주차가능 시간대와 구역을 설정하여 주차를 허용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분해야

전 운행에 대한 교육 등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

속을 통해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근절

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도심에서의 속도제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 인근과 같이 불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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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 거리를 줄이거나 혹은 출퇴근 시 이용 가

CCTV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 불법

능한 교통서비스를 늘리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

주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다. 모든 것이 주거 및 직장 등 일상생활과 연계되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과도한 이용

어 있으며,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신호 시스템 개선, 통행량이

수반되는 대안들이다.

적은 교차로에는 회전 교차로 등 비신호 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자동차 이용 시 과속과 신호 위반에

GTX 역 접근성 강화

대한 동기 유발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교통운영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급행 교통망에 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수도권의 주
거 문제와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을 가

더 편한 출퇴근 교통

진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점진적
인 교통개선 대안들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GTX
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

출퇴근 교통대책

교통에 소비되는 시간과 과정은 이용자에게 불편

요되므로 GTX를 건설한 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교통

대책 마련이, 특히 장거리 승용차 이용자를 GTX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운행 정보를 취득하거나 탑

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승을 위해 이동하는 행위, 갈아타는 행위 등 전반

위해서는 우선 GTX 역까지 접근, 탑승, 환승 과

적으로 크고 작은 신체 및 정신 활동을 유발하게

정에서의 불편과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된다. 많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이동하게 되는

GTX 역간 이동이 매우 빠르다 하더라도 최초 접

출퇴근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 극대화된

근, 환승,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거나

다. <표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60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결국 GTX 역세권 간 이

분 이상의 통근 인구는 약 357만 명에 달한다.

동에만 사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

출퇴근 시간을 줄이거나 출퇴근 통행의 혼잡을 줄

서, GTX 역별로 적정 영향권을 설정하고 최소한

이기 위해서는 출퇴근 수요를 줄이거나, 개개인의

이 권역 내에서라도 GTX 역으로의 이동이 빠르고

표3•통근 시간별 통근 인구와 평균 통근시간 

(단위 : 천 명, 분/일)

통근시간별

연도

평균통근시
간(분/일)

통근 인구

2000

28.4

2005

27.5

2010

29.6

21,571

5472

6169

5829

2015

31.2

23,500

5794

6035

6383

2020

30.8

23,285

5116

6162

7104

1334

15분 미만

15-30분

30-45분

45-60분

60-90분

90-120분

17,196

5154

4417

4548

585

1838

452

120분 이상
201

17,933

5621

4881

4369

602

1815

455

190

727

2411

680

284

1055

3159

762

312

2602

927

41

자료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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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도록 권역 내 교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

한 교통시설의 지하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GTX 축을 중심으로 승용차에 대한 광역

다. 교통시설의 지하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GTX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점도 있지만 비용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교통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체계의 미래 구상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통수요의 집중을 완
화하여 출퇴근 시 집중되는 혼잡을 분산시킴으로

교통시설의 지하화

도로에서의 교통혼잡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써 혼잡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

대표적인 교통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교통

록 시차 출근제의 확대도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혼잡비용은 2018년 기준 67조 7,631억 원으로 추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정되었으며, 매년 약 10%의 수준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2) 도로의 혼잡이 심해지면서 추가공

교통약자/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급에 대한 요구는 계속 커져왔으나 도시에서는 현
실적으로 도로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물리적 공간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개선

은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어온

차기 정부의 공약 중 교통부문과 관련된 내용 중

것이 교통시설의 지하화이다. 최근에는 교통공간

하나가 교통복지에 대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상 공간을 보행자와 친환

경우 단기간에 급성장한 경제와는 달리 교통복지

경 수단 이용자, 혹은 대중교통에게 할애하는 방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이 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차 현실화되면서 자율주행에 적합하도록 보행자

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와 완벽히 분리된 통제된 도로 시스템의 하나로

는 현실의 반증이나 다름없다. 휠체어 이동을 불

지하도로를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여

가능하게 하는 보행 공간에서의 각종 장애물들이

러 가지 관점들이 어우러지면서 지하도로를 비롯

나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2020년 기준 전국 평균

표4•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년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
0
1
2

시내버스 대수

32,934

7,530

2,511

1,561

2,338

930

965

678

-

10,069

564

542

827

저상버스 대수

4,215

1,901

228

158

135

82

132

67

-

883

119

87

17

도입률(%)

12.8

25.2

9.1

10.1

5.8

8.8

13.7

9.9

-

8.8

21.1

16.1

2.1

2
0
2
0

시내버스 대수

35,445

7,392

2,517

1,617

2,325

1,044

1,016

844

244

11,375

518

637

883

저상버스 대수

9,840

4,272

687

565

528

261

318

104

68

1,608

187

128

88

도입률(%)

27.8

57.8

27.3

34.9

22.7

25

31.3

12.3

27.9

14.1

14.1

20.1

10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hSelectId=&sStyleNum=&sStart=&sEnd=&hP
oint=&hAppr=

2) h
 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5&q_bbscttSn=202107021542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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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행 공간에서의 휠체어 이용이 쉽도록 보행 공간을 정비하고, 휠
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며, 광역·간선버스에서의 저상버스 도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7.8%, 앞의 <표4> 참조)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교통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어렵게 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

교통소외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서비

직 산재해 있다. 이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

스의 미흡으로 일상통행에도 어려움이 크다. <

울 수 있으나 중장기적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통 사각지역의 비율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

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공히 25%선에 이르고 있

가 있다.

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적정한 삶의

장애인 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행 공간

질을 보장받기 어렵다.

에서의 휠체어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행 공간을 정

교통소외지역의 공공서비스 확충 및 공백지역 해

비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

소를 위해서는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교통 서

입을 확대하도록 하며, 광역·간선버스에서의 저상

비스 최저 기준과 생활교통지원 서비스 기준을 마

버스 도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 및 거주자 통행 수요

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공급도 늘리고 차종을

에 부합하는 공공교통 서비스(수요대응형 교통 서

다양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노력을 기

비스, 승차공유형 택시 등)를 제공하는 등 생활교

울일 필요가 있다.

통망을 구축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일상 생
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5•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구분

도시지역(법정동 지역)

농어촌지역(법정리 지역)

지역 수

비율

지역 수

비율

사각지역

930

25.6%

3,777

24.9%

취약지역

1,479

40.7%

6,572

43.3%

확보지역

1,225

33.7%

4,823

31.8%

전체 측정지역 수

3,634

100.0%

15,172

100.0%

자료 : 한
 국교통안전공단(2018.11),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및 수용성지표 조사』, p.102.
한국교통연구원(2019),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p.21에서 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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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대
내외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교통물류 SOC 투자 등 지혜로
운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교통물류
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으로
서, 교통물류산업 재편 및 교통물류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성장전
략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인 교통물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
민 후생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통물류 SOC는 성
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국가기간시설로
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경제 침체기에는 공공투자를 통
한 고용 창출과 유효 수요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단으
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SOC 스톡은 지속해서 확대되어 세
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간선도로는 세계 5, 6위를 다투고 있으며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의 인프라 확충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통물류 SOC 투자가 성공적이라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사
정도 있다. 경제적 타당성 중심의 투자 효율성 평가체계로 인하여, SOC 투자
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편중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고비용의 투자가 요
박경아 센터장

구되는 철도는 도로에 비하여 외면당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 결과 교통물류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교통·연계환승연구센터

SOC의 수단 간,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028

월간 교통

특집 ➎ 경제성장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공항, 항만, 철도역, 국가산단 등 교통물류거점은 국가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통물류 부문의 사회적 비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수단과의 연계, 도로 및 철도 국가기간망과의 연계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코로나19 팬데믹

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대내외적 위험에 노출되

자율주행차량, 지능형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교통물류 SOC 투자 등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는 새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교통물류 부문의 투자

우수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제도 마련을 통한 교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

통물류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책적 전략으로서, 교통물류산업 재편 및 교통물류

합동 대책이 요구된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산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성장전략과 지

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기존 교통·물류·항공산업

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

자 한다.

송산업 분야 디지털 고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전직·재취업 지원 체계 구축, 기존 근로자의 노동

경제성장을 위한 교통물류산업 재편

전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최소 교
통·물류 서비스 진단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 모

교통물류 관련 기술 발달과 모빌리티 행태 변화에

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도서·산간 및 소외계층을

따라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존 교통·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접근·이용 체계 개

물류·항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 4

선 등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차 산업혁명 기술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

교통·물류산업의 변화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로

발되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자

이어질 필요가 있다. 교통·물류산업은 자영업자

율주행차량,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으로 교통·물

비중이 높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상대적으로

류·항공 부문의 신규 전문기술 일자리 수요가 증가

열악한 일자리로 인식되어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

세에 있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

화하는 실정이다.

되면서, 기존 여객운수사업과의 상충이 발생하며,

코로나19 비대면 선호에 따른 택배, 배달대행 서

긱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화해지면서 잦은 일자

비스 수요 급증으로 특고직, 일용직 비중이 크게

리 이동 현상이 발생한다. 국민 이동권이 향상될

높아져 신규 교통·물류산업에서도 취약한 고용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신구 산업 간 갈등,

전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이익

특례 제외 업종인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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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정착 모니터링 및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서

력을 제고하고 교통물류 부문의 사회적 비용 감소

비스 지역 확대, 준공영제 도입 검토, 대중교통 서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비스 평가 등을 통한 운전종사자 수급 및 운행 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타 수단과의 연

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 도로 및 철도 국가기간망과의 연계 등 연계교

코로나19 영향이 큰 시외, 전세버스업종 등 특별

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물류

고용지원업종 회복에 지원이 요구되며, 교통물류

거점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 등 국가기간망 연계

산업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의

체계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시설 확충, 교통물류거

무대상 포함에 따른 고용안전망 강화 및 가입 지

점 내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 교통물류거점 간

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경

연계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

제 종사자 수입 중 플랫폼 수수료 비중이 20~30%

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준으로 종사자 및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

있는 수수료 관리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쟁력 저하에 대응도 필요하다. 지방도시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현저히 빠르고 기존 지방도시 제조산

교통물류거점 중심의 경제성장 지원 전략

업의 쇠퇴 국면에서 역외소득 창출의 한계가 심화
하고 있다.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인구감

공항, 항만, 철도역, 국가산단 등 교통물류거점은

소와 활력 저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

국가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

합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여건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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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여건은 관광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ICT,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신기술이 관광교통체계에 적용되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
주행, 공유교통,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신기술을 관광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체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광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

추기 위해서는 세부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해서는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관

주체, 실행 로드맵 등 정책화를 위한 방안이 뒷받

광교통체계에 적용되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구산업 간 갈등, 이해

기존 교통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공유교

관계자 간의 이견 조정, 중앙정부-지방 정부, 지방

통,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 신기술을 관광교통

정부 간 연계·협력·조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

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

이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통

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지역 활성화를 위

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우리나라가 선진국

한 지역 맞춤형 지역관광교통 운영 및 관리를 위

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

한 새로운 관광교통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외곽을 중심으로 분포한 관광지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형 DRT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제언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
험요인과 함께 첨단기술 발달, 산업구조 개편 등
의 기회요인이 뒤섞여 작용하고 있다. 교통물류
부문은 위험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교통·물류산업의 재편을 위한 정책과
제와 교통물류 기반의 지역성장 전략을 살펴보았
다. 앞서 제시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실행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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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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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모빌리티 전환시대,
아주대와 KOTI의 협력지성으로
‘상생발전’ 이루겠습니다”
교통 전문가이자 30여 년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대한교통학회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초대 위원장
을 역임하고 최근 아주대학교 17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기주 박사. 줄곧 교통 분야 외길을 걸어온 최기주 아주
대학교 총장의 대학경영 포부와 교통 부문 학연(學硏)의 발전적 관계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 _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
※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

는,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아주대학

립니다. 짧은 소감과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발행하

교의 100년 길을 개척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는 월간 『교통』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아주대의 힘찬 발걸음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
입니다. 저는 월간 『교통』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

총장님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

다. 이전부터 다양한 글을 기고한 바 있고, 대도시

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올해 제17대 총장직을 맡

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대한교통학회장으로서

으셨습니다. 29년간 교수로서의 교직 생활 등 지난 소

인터뷰한 적도 있습니다. 월간 『교통』은 교통물류

회를 밝혀주신다면?

분야의 최신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교
통전문 종합지입니다. 이러한 잡지에 아주대학교

뭐,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나름대로 수

총장으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

업·교육, 연구 및 학회, 사회참여 활동도 많이 하고

니다.

주변의 동료 지인들과도 자주 어울리다 보니 본의

아주대학교는 오는 2023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합

아니게 가족들에게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교

니다. 과거 50년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준비하

육으로는 글쎄요. 열심히 가르쳤고 제자들이 다

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기에 총장으로 취

양한 영역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수

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를 포함 10여 명의 교수를 배출한 만큼 성과도 있

교통 전문가로서 도로길·철길 등을 개척해온 저

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나름대로 아주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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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공학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고 정부·연구재단의

학을 인수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지요.

ERC 등의 대형과제도 유치하는 등 성과도 있었습

아주대학교는 하나의 캠퍼스 안에 모든 단과대학

니다. 사회참여로는 전문가로서 대도시권광역교

과 법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이 함께 있습니다.

통위원회(대광위) 초대 위원장을 하게 되어 2년 반

학생과 교수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 있으면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고 광역도시교

환경이죠. 실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만들었다고 생각합

융합 연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

니다.

한 환경과 학교 차원의 노력, 연구자들의 열정과

‘광역교통 2030’을 첫해에, 둘째 해에는 3기 신도

헌신 덕분에 아주대는 최근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시의 10조 원이 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완성하

좋은 성적(2022 THE 신흥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1위,

고, 셋째 년인 2021년에는 각종 법정계획을 완성

2021 네이처 신흥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1위, 2021 중앙

하였습니다. 대광위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내려

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11위)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

올 때 제 삶을 돌이켜보니 항상 새로운 목표에 도

학의 연구력과 산학협력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특징이라

대표적 지표인 ‘기술이전 수익’은 6년 연속 증가하

고 할까요. 고등학교도 신설고, 대학전공인 도시

였고 작년에 52억 원을 기록(전국 대학 5위권)하였습

공학도 신설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도 신설

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연구진이 ‘세상을 바꾸는

분야, 교통학회에서도 영문학회지 IJST, YSC(신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성취입

진 학자를 키우는 위원회로서 젊은 학자들이 주축이 되는

니다.

Young Scholar Committee)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생 교육 부문에서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대광위의 초대 위원장 등 거의 모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한

든 인생 역정이 기존 것을 받아서 하기보다 새로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

운 것을 시작하는 그러한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사례입니다. 파란학기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

아주대학교는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

램입니다. 학교의 상징색인 파란(아주 블루)색에서

습니다. 아주대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라는 ‘파란(破

은데요, 아주대는 어떤 학교이며,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

까요?

을 일으키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00명의 학생이 참여한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는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를

는 ‘파란학기-Extreme’과 ‘파란학기-MOOC’로 진

이념으로 1973년 개교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화하고 있습니다. ‘파란학기-Extreme’은 학생들이

한·불문화협정, 1972년의 한·불기술초급대학 설

직접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파란학

립에 관한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태생부터 매

기-MOOC’는 글로벌 대학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우 글로벌한 대학입니다. 1977년 고(故) 김우중 회

공개 수업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입

장이 사재를 출연해 대우학원을 설립하고 아주대

니다. 파란학기제를 통해 직접 시도하고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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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는 항해를 해온 아주의 학생들은 실질적 성

기업과 연결하여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으며, ‘2021

과도 여럿 내놓고 있습니다. 웹드라마 영상 제작,

중앙일보 대학평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전국

패션 브랜드 런칭 등 파란학기를 통해 시도한 프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로젝트로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낸 졸업생들이 있

과거 아주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 학생들이 도전에 나섰던 사회문제 해결 프로

바로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나머지는 아주대학교

젝트에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

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카피입니다. 우리 학교는

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학생 교육을 중시해 오며, ‘잘 가르치

그밖에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바

는 대학,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키

를 현장에서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워 왔습니다. 그동안 외연이 크게 확장되는 과정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코로

에서도 교육을 중시하는 아주대의 정신은 면면히

나19 상황에서도 작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이어져 왔습니다. 학생들이 기백을 드높일 수 있

KOTI의 연구 산출물이 아주대를 포함해 유관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 학생과 교수에게 전달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 성과물이 KOTI에 전달되어 공동연
구로 이어지기를 바라지요. 한마디로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대담 중인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왼쪽)과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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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은 취임사에서 ‘융합과 연결’, ‘혁신’, ‘문화’를 키
워드로 강조하셨습니다. 아주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
해 주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
게 말씀해주십시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스스로 3가지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1.	미래 아주대 학생들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구축
할 것인가?
2.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은 있는가?
3.	대학 설립이념을 어떻게 충실히 구현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했고, 총장 취임식에서 구성원들에게 ‘상
‘융합과 연결’, ‘혁신’과 ‘문화’를 대학 운영의

상을 현실로(路)’, ‘경험을 성취로(路)’, ‘우리를 하나

핵심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아주대의 과거와 현재,

로(路)’, ‘노력을 성공으로(路)’라는 길과 함께 아주

미래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협력하는 ‘지성으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路)’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길의 성공적인 개척을 위해서 우리 아주대는
‘융합(融合)’과 ‘연결(連結)’, ‘혁신(革新)’, ‘문화(文化)’
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록 인문사회 분야 소양도 배양하려 합니다. 도
전적이지 못한 학생들의 정신을 좀 도전적으로 바

먼저 ‘융합과 연결’입니다.

꾸고 싶기도 하고요.

미래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대학발전에서도 경계

저는 그동안 아주대 구성원들이 세운 전통과 성과

를 허무는 ‘융합(融合)과 연결(連結)’ 없이는 그 어떤

를 계승하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미처 발

것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하지 못한 장점과 잠재력을 찾고자 합니다. 우

전공 분야 지식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 대한 상식

수한 인적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아주대학교에 맞

과 포용력을 가지며, 동시에 창의력, 정직성, 글로

는 혁신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우리의 강점을 더

벌,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지닌 Ajou형 융합

욱 특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대생들에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 따

는 인문학적 소양을, 인문·경영 학생들에게는 데

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터 분석 능력을 함양하는 등의 융복합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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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과 간 융합
연구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인문, 경영, 사회
과학, 공학, 정보통신, 의학 등 각기 다른 전공 간
연계 연구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동시에 SRC,
ERC, MRC, LINC 사업 등 대규모 융합연구과제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융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산
하 아주자동차대학과의 학사과정 개방, 비수도권
대학과의 교육·연구 분야 공유, 지역 내 대학과의
문화적 협력 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코로
나19 등으로 인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위기

총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로 존립조차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의

혁신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4차 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AI 모빌리티’, ‘지능

궁금합니다. 아울러 KOTI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형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

듣고 싶습니다.

미래 교육 시스템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기업과 기관, 대학들과 연
계한 사업을 유치해 아주대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저는 혁신은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발견’하는 것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가 가지고 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인프라의 효율화와 지리적 한

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과 잠재력을 찾는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내·외 인프라를 혁신하겠

것도 총장으로서 역할이라고 봅니다.

습니다. 교내 인프라 혁신을 위해 주변 환승센터
및 전철역과의 접근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변 지

마지막은 ‘문화’입니다.

역과 상생 개발을 통해 아주대학 주변 상권을 수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습니

원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교외 인프라 혁신

다. 저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문적이고 예술

을 위해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GTX A, C는 물

적인 문화의 의미를 확장하여, 학술적/예술적/교육

론 기타의 미래 노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중교통

적 차원의 문화(Culture as Discipline) 외에 지역 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와의 융합(Culture as Community Catalyst),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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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서의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를
고민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적인 소양 함양
과 더불어 인문/사회계열의 미디어/디지털과의 융
합을 통해 아주대의 학문적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아주대만의 고유한 전통을
만들고 경기/수원의 문화와 상보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혁신 조건의 문화로서 수
직적인 조직문화에서 탈피하여 수평적인 조직문
화를 이룩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면서 먼저 찾
아가는 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교통 분야 후학 양성에 힘쓰셨
습니다. 교수로 계실 때와 총장으로서 교통시스템공학
과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
장으로서 교통시스템공학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
실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사실 이제는 교통공학보다는 학교 전체의 학문 발
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물론 학과의 수준
도 더 높여야겠지요. 이미 의대와 법대가 높은 수
준을 보여주고 있듯이 인문사회, 경영, 자연대, 소
프트웨어대학, 정통대, 약학대, 간호대 등 어느 하
나 중요하지 않은 단과대학이 없습니다. 저는 우
우리 대학과 KOTI의 협력방안과 관련하여 저는
전통적 교통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지성을 발휘하여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체계 마련도 필요할 거고요.

리 학교의 최대 자산은 훌륭한 학생과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직원의 전문화 및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창달을 통해서 학교를 한 단계 더 발
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비
전을 제시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교
수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학생이 되겠지요. 고객인 학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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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대학은 미래에

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텅 빈 대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대학교와 KOTI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기본

교통공학은 모빌리티, 탄소중립(NetZero), ESG 등

적으로 연구원의 산출물이 아주대를 포함해 유관

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더 나은 과로 발전시

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 학생과 교수에게 전달되어

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장이 될 수 있었던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학에서의

것도 생각해보면 학과를 개설하신 이승환 교수님

교육과 연구 성과물이 KOTI에 전달되어 공동연

의 유비 같은 리더십과 학과 중흥을 저와 함께 이

구로 이어지기를 바라지요. 한마디로 서로 도움을

끄신 오영태 교수님의 장비 같은 리더십이 결합한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위에서 제가 덕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대학은 교통공학의 선두주자인 만큼 KOTI

두 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수님들의 열정

와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MOU를 맺는 등 서

과 실력을 보태 학과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제

로의 역할에 대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면 좋겠습니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 더 나아가 가칭 ‘UNI-KOTI 연합세미나’(학부생
이나 대학원생과 함께하는 연합세미나) 등도 매년 개최

끝으로 대한교통학회 회장으로 계실 때나 대광위 위원

하면 좋겠습니다. 양질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장 재직 시 우리 연구원과 밀접하게 소통하셨습니다. 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논문 콘테스트를 공동

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아주대학교의

개최해 학생들에게 학문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로서 교통의 중요성, 직업 분야로서 교통의 의미
를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장래 교

교통전문가인 제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통전문인을 길러내는 플랫폼 구축과도 연결되는

근무한 적은 없지요. 교통공학을 공부하고 사회

이야기지요. 또한 전통적 교통과 자율주행, 모빌

에 첫발을 디딜 때 KOTI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

리티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지성을 발휘하여

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연구원에 공채 1기로 들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정확하게 크

가 약 2년 안 되게 근무하고 아주대로 오게 되었습

레딧 배분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니다. 그렇지만 KOTI와는 인연이 꽤 깊다고 생각

고 봅니다.

합니다. 자문하거나 공동연구도 많이 했고요. 대

총장으로서 많은 것을 상상해봅니다. 올해 안에

광위에 있을 때도 정책개발 등의 연구에서 도움을

학교와 연구원이 MOU를 맺을 때 앞서 말한 것들

많이 받았습니다. 공동 파트너로 여러 국제행사

이 사전에 조율되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

도 같이하곤 했습니다. 대한교통학회장을 역임한

구원 박사들의 강의, 교수들의 연구 자문 및 연구

입장에서 회원사의 하나이고 동료나 후배들도 많

참여 등도 기본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아무

은 기관인 만큼 그야말로 신뢰 관계가 굳건하다고

튼 더 크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 집단지성

믿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평가에서도

으로 연결되고 아울러 수평적 학연(學硏) 플랫폼을

KOTI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 기여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연구원이 함께 가치

도 하고, 간접 홍보하는 등 그동안 애정을 표시해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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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상용화 가능성이 큰 자율주행 셔틀(Autonomous Shuttle)이 세계 곳곳에서 테스트 중이거
나 제한된 구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 셔틀이 상용 서비스에 한 발짝 더 앞서가는
이유는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서비스로 연결되는 자율주행기술의 운용 폭이 넓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승용차
는 완전자동화의 상용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 불특정의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주행해야 하는 자율주행
승용차는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ADS가 아직 사람 운전자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
한 탓이다. 반면 자율주행 셔틀은 제한된 도로환경에서 모니터링과 교통관제를 통해 운영하고 제어하는, 이
른바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저속주행으로 도심지의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결하는 보조수단으로 적
용 가능성이 커 여러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개발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셔틀은 대중교통 개념의 운송수단으로 특정 구역 연결을 위한 자율주행 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 라이다, 비전 센서 등 여러 가지 고가의 장치들에 의존하는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형태에서 벗어나, 주행하는 도로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협력주행(Cooperative Automated Driving) 기술이 핵심이
다. 자율주행 셔틀에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과 주행제어, 운행제어, 운영관리, 인프라와 관련된 기
술들이 필요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월간 『교통』 4월호에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문기업이 내놓은 다양한 자율주행 셔틀을 사진과 함께 살펴본다
글 _ 편집실
자료 _ 한국교통연구원 블로그, 웹사이트 Robotics & Automation,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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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목할만한 자율주행 셔틀

2getthere의 GRT
네덜란드 자율주행 전문기업 2getthere가 선보인 GRT(Group
Rapid Transut)는 8인승, 14인승으로 미니버스형이다. 운전석

이 없고 양방향 도어가 있는 자율주행차량으로 정해진 경로
를 따라 이동한다. 최고 시속 60km까지 낼 수 있다. 오차 범
위가 10cm 미만이며 장애물 인식률이 매우 높고 악천후 기
상 조건에서 90% 정도 운행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getthere는 현재 세계 3대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독일의
ZF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이며 그룹의 투자로 안정적인 연구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2getthere(2getthere.eu), ZF(zf.com)

EasyMile의 EZ10
EasyMile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율주
행 전문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
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EasyMile의 자율
주행 셔틀 EZ10은 레벨 4 자율주행으로
무인 운전자, 100% 전기자동차로 최대
12명을 태울 수 있다. 고정 경로 혹은 온
디맨드 서비스 운영 모드이며 폭우나 눈,
안개, 섭씨 –15~45도에서도 운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EasyMile은 자사의 자율주
행 셔틀이 글로벌 시장의 60%를 점유하
며 시장을 앞장서 리드하고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사진 출처 : EasyMile(easymile.com)

Local Motors의 Olli과 Optimus
Ride Shuttle
2022년 초에 두 기업 모두 영업을 종료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인수됐다. 3D 프린
트 차량 제조업체로 출발한 Local Motors
는 최근 코로나19 파고를 넘지 못하고 폐
업했다. Local Motors가 문을 닫기 전까
지 운영하던 자율주행 셔틀은 이 분야에
서 익히 알려진 브랜드 Olli(작은 사진)이다.
2019년에 출시된 Olli 2.0 버전은 시속 25
마일 속도와 1회 충전 100마일 주행거리
를 자랑하였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Optimus Ride는 캐나다의 자동차 모빌리
티 기술 개발업체인 Magna International
에 모든 자산을 넘겼다. Optimus Ride의
자율주행 셔틀이 Magna에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진 출처 : Local Motors, Optimus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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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a의 Autonom® Shuttle
Navya는 자율주행 셔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율주행기업이다. 이 회
사의 자율주행 셔틀은 Autonom® Shuttle로 명
명돼 있는데, 운전대가 없는 전기동력 셔틀이다.
자율주행시스템 Navya Driver® 인텔리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운행한
다. 최대 11명까지 탈 수 있다. 10개의 라이다 센서,
주행기록계, GNSS 안테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 4G/5G 호환성이 특징이다. 프랑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운용되고 있다.
사진 출처 : Navya(navya.tech)

Baidu의 apollong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Baidu는 2013년 자율
주행차 개발에 뛰어들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제작업체 King Long과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
한 Apollo 미니버스(apollong)는 자율주행기술
레벨 4단계로 14명을 태울 수 있으며 운행속도
시속 20km, 최대속도 40km/h, 한 번 충전으로
130km를 갈 수 있다. 다양한 환경의 도로에서
1만km 주행 경험이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승객이
시승을 마쳤다고 한다.
사진 출처 : Baidu, Apollo(apollo.auto)

May Mobility
May Mobility는 미시간대학 기반의 자율주행 스
타업이다. 6인승 자율주행 전기차인 이 회사의
셔틀도 여느 회사 차량과 같이 LiDAR 센서로 주
변을 파악하는데, 운행 경로에 설치된 다양한 센
서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V2I 기술을 적용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는 차량, 유지보수, 운영인력 등
토털 패키지로 제공되며 비상 시 대응을 위해 운
전자도 동승한다. 한편 이 회사는 Toyota, BMW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연구개발과 운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료 : 조영빈(2019),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과
미래』,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진 출처 : https://resource.applied.co/case-studiesmay-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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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 Autonomous의 COAST P-1
자율주행 업계 베테랑들이 모여서 설립한 COAST
Autonomous는 도시 및 캠퍼스 환경에서 적절한
속도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용 솔루션 제공
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이다. 매핑 및
위치 파악, 로봇공학, 인공지능, 차량관리·감독을
포괄하는 독점적인 6단계 자율주행 셔틀 시스템
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 검증이 아직 남
아 있다. 자체 차량뿐만 아니라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하므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

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하여 무인 차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COAST Autonomous(coastautonomous.com)

Ohmio의 HOP, LIFT
Ohmio는 뉴질랜드 자율주행 전문기업이다. Ohmio HOP과 Ohmio LIFT,
Ohmio 특수 목적 차량 3 타입의 자율주행 셔틀이 있다. Ohmio HOP는 4~6
인승 셔틀로 보행자 탐지 능력이 뛰어난 LiDAR를 장착하고 있다. Ohmio LIFT
는 최대 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완전한 레벨 4+ 자율 셔틀 솔루션이다.
Ohmio 특수목적 셔틀은 고객 맞춤형이다. 경로를 쉽게 구현하고 변경할 수 있
어 차량을 더 유연하고 원격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Ohmio의 자율주행 셔틀은
2015년 출시 이후 뉴질랜
드, 호주, 한국, 중국에서 성
공적으로 개발 및 시범운영
되었다.
사진 출처 : Ohmio(ohmio.com)

NEVS의 Sango
NEVS(National Electric Vehicles Sweden)는 Saab Automobile AB의 자산을
인수한 후 2012년에 설립되었다. NEVS의 비전은 전기 자동차와 자동
차 공유 같은 모빌리티 솔루션 통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NEVS의 소유자는 중국의 헝다그룹
(Evergrande)이다. 이 회사의 자율주행 셔틀 Sango는 도시 환경에서 공유

자율주행차의 이동성에 최적화되었으며, 전기 구동 및 완전 자율을 지향
한다. 6개의 이동식 좌석이 있으며 사생활 보호벽도 있다. 개인형, 가족
형, 공유형으로 좌석의 전환인 가능하다. 사진 출처 : NEVS(nev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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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ble4의 GACHA
핀란드의 자율주행기술 회사인 Sensible4
와 일본의 Muji가 협력하여 출시한 자율주
행 셔틀이다. Muji가 차량 디자인을 담당
하고 Sensible4는 세계 최고 레벨 4 수준
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Dawn을 설치하
였다. GACHA로 명명된 이 자율주행 셔틀
에는 혹독한 겨울에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센서가 장착돼 있다. 이런 까
닭에 눈길도 거침없이 달리는 전천후 셔틀
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Sensible4(sensible4.fi)

NEXT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사들 두고 있는 Next
Future Transportation은 모듈식,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Pod)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로봇공학 및 AI
스타트업이다. 독창적인 차량뿐만 아니라 도전적
인 자율주행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고 있다. 기차
의 객차를 붙였다 뗐다할 수 있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Pod를 확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아랍 에미
리트 연방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이 회사의 셔
틀은 공항이나 짧은 경로의 공공 부문에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출처 : NEXT Future Transportation(www.nextfuture-mobility.com)

Unmanned Solution의 WITH:US
국내 기업 언맨드솔류션(Unmanned Solution)이 최
초 독자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이다. 차량 제작은
물론 자율주행시스템도 독자 기술이다.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셔틀로 SAE 기준 레벨 4 이
상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한다. 전
기 기반이며 4륜 조향,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춘
6인승이다.
안전 최고속도 25km/h이며 주요 센서로 Lidar 6
개, 카메라 4개, GPS/INS, Odometer 등이 장착
돼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완전자율주행
셔틀 위더스(WITH:US)는 운전석이 없는 실내 공
간이 특징이며 운전자가 필요 없을 정도의 고도
화된 자율주행 기술과 LTE/5G 통신기술을 탑재
하여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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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CH의 KAMO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자체 개발한 자율
주행 셔틀 KAMO는 1회 충전에 100km 가량 이
동할 수 있고 최고 시속 25km 속도에 탑승인원
은 최대 15명이다.
KAMO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도하고 국내 여
러 기관이 협력하여 제작하였다. 현재 시범운행
은 안 하고 있지만 Version 2.0이 나오는 내후년
쯤에는 광주시, 세종시 등에서 다시 한 번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ETRI의 AutoV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원내에서 시범 운행
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AutoVe는 국내 자율주
행기업 언맨드솔류션이 개발한 차량에 ETRI의
고수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AutoVe
에 적용한 고성능 AI 알고리즘은 카메라와 라이
다 센서에서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 객체를 인식하고 스스로 주행 경로를
만들어낸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 대화 인터페이
스 기술도 구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이름 AutoVe는 자율주행을 뜻하
는(Autonomous Driving)에 이동체(Vehicle)를 합성
한 이름으로 운전자가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기
술을 상징한다.

Spring Cloud의 타시오
스프링클라우드(Spring Cloud)는 인공지능 기반 자
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외산 차량에 자
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여 타
시오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남 여수시 일부 구간과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캠퍼스 내에서 상업운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과 자율
주행 서비스 신사업 육성을 통해 외산 SW에 대
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 간 생태계를 구축하여 수
입 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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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UAM으로 모빌리티 산업 선도
차세대 빅테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SKT 2.0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SK텔레콤.
SKT는 특히 ‘Connected Intelligence’에 기반한 UAM,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을 가속화하고 향후 10년 성장동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롭게 재편된 5대 사업군을 중심으로 SKT의 미래 가능성을 살펴본다.
SKT 전략PR팀 / 월간교통 편집실

SK텔레콤이 강력한 통신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5대 사업군으로 재편하여 신성장 도모

AI·메타버스·UAM 등 차세대 빅테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SKT 2.0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SKT는 5G 통신 서비스 리

SKT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트렌드의 빠른 변

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화 속에서 사업의 글로벌 진출과 기업의 지속가능

SKT는 올해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성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등 국내외 주요 통신장

계속해 나가고 있다.

비 제조사들과 협업해 가상화 기술로 5G 장비 효

SKT는 지난 2월 세계 최대 모바일박람회 MWC22

율성을 높이는 가상화기지국(vRAN) 및 오픈랜

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자사가 보유한 3

(O-RAN) 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등 5G 장비 생태계

대 ‘Next Big-tech(메타버스, AI반도체, 양자암호)’의

고도화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세계 최초로 5G 비단독모드(NSA)의 장점과

SKT 유영상 사장은 “2022년은 5G 상용화 이후 3

단독모드(SA)의 강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 5G 주

년간 결집된 노하우로 탄생한 SKT의 Next Big-

파수 대역만 활용하는 단독모드 대비 진보된 5G

tech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원

옵션4 기술 검증 사례도 발표해 5G의 기술 수준을

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단계 높였다.

또 사업 분야를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

SKT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UAM, 자율주행,

이즈(Enterprise)’, ‘AIVERSE(아이버스)’, ‘커넥티드

원격 로봇·중장비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에 진일보한

인텔리전스(Connected Intelligence)’의 5대 사업군

5G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으로 재편해 핵심 사업의 안정적 성장도 함께 추

SKT는 ‘미디어’ 분야에서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 경

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력을 콘텐츠, T커머스 광고 사업 등 밸류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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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Next Big-tech로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글로벌 진출 목표를 수립하면서
사업을 크게 ‘유무선 통신’, ‘미디어’, ‘Enterprise’, ‘AIVERSE’, ‘Connected Intelligence’ 5대 사업군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 사업에 AI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SKT는 SK ICT 패밀리사인 티맵모빌리티와
협업을 통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속해서 고도화할 방침이다.

(Value Chain) 전체로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

업 분야에서는 구독 상품 ‘T우주’, 메타버스, AI 에

며, ‘Enterprise’ 사업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규모

이전트 등을 고객들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

확대와, 5G MEC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 AI서비스로 진화시킬 예정이다.

AI 기반의 IoT, 스마트팩토리 등의 사업 고도화를

‘T우주’는 출시 4개월 만에 총 상품 판매액(GMV,

추진하고 있다.

Gross Merchandise Volume) 3,500억 원을 달성하고

SKT는 AI와 Universe의 합성어인 ‘AIVERSE’ 사

11번가 내 해외 직구 거래액이 3배 증가하는 등 시

유영상 SKT 사장이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대 ‘Next Big-tech(메타버스, AI반도체, 양자암
호)’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생산시설에서
유영상 SKT 사장(왼쪽)과 조벤 비버트 조비 에비에이션 CEO가 UAM
기체에 탑승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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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김포국제공항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공항 실증’을 통해 UAM의 서비스 관
련 핵심 역량을 선보였다.

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특히 ‘T우주’는 20~40

용자의 메타버스 체험 영역 확대를 위해 개발된

대 가입자가 70%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

‘HMD(Head Mounted Display)’ 버전을 함께 선보여

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80개국을 시작으로 글

SKT는 2021년 7월, 통신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

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

랫폼 ‘이프랜드’(ifland)를 선보였다. SKT는 ‘소셜

기회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VR’과 ‘버추얼 밋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

SKT의 AIVERSE의 핵심 서비스가 될 AI 에이전

험을 바탕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MZ세대들의

트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과 취향을 분

니즈를 고려해 다양한 가상공간과 아바타로 메타

석해 알맞은 정보, 서비스, 재미, 편의 등을 제공하

버스 경험을 극대화한 서비스를 구현했다.

는 고객의 아바타와 같은 존재다. SK ICT 패밀리

이프랜드는 언택트 시대에 혼합현실 기술을 바탕

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상

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황과 취향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

다.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버스 취업설명회’, ‘K

게 될 전망이다.

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

‘Connected Intelligence’는 UAM과 로봇, 자율

스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주행 등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디바이스를

2021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라이브 영상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송출’ 기능을 접목해 국내 최초로 K팝 스타들의 공

SKT는 UAM,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디바이스

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도 구현했다.

를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미래 혁신을 가속화하고

SKT는 이번 MWC22 자사 전시관에 전 세계

향후 10년 성장동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 공개될 글로벌 ‘이프랜드’의 개발 버전과 이

그중 UAM은 SKT가 통신·자율주행·정밀위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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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UAM으로 모빌리티 산업 선도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고도화 추진

SKT와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김포국제공
항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
통(K-UAM) 공항 실증’을 통해 도심교통과 UAM을
편리하게 연계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
보였다. 실증 현장에는 UAM을 타고 비행한 승객
의 착륙 시간에 맞춰 배정된 환승 차량이 도착하
는 장면이 VR로 구현됐다.
SK ICT 패밀리사로 SKT와 협업 중인 티맵모빌리
운전자가 음성만으로 차량의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스
마트한 카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티맵 오토’

티는 빠르고 편리한 예약 방식 및 안전한 탑승 프
로세스가 UAM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 교통 플랫폼 중개
서비스인 ‘우티’(UT) 등을 통해 축적된 역량에 기반

인·보안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중인 영역이다.

이를 위해 SKT와 티맵모빌리티는 ‘티맵’과 ‘우티’의

SKT는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역량을 바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인공지

으로 UAM 예약과 탑승, 지상과 비행체의 통신, 내

능을 통해 운전 중 길찾기·음악 재생은 물론, 차량

부 인포테인먼트, 지상교통과 UAM의 이용을 연

기능 제어까지 가능한 자동차 전용 AI 플랫폼 ‘누

계하는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

구 오토(NUGU auto)’를 지난해 출시하는 등 다양한

점을 갖추고 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T는 2023년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될 K-UAM

운전자는 ‘누구 오토’를 통해 ‘통합 IVI’의 기능인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국내 UAM의 절대강자로 발

①‘TMAP’의 길찾기/상호검색 ②‘플로’의 음악 재

돋움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한 파트너들과 협력,

생 ③에어컨이나 시트 열선을 조작하는 차량 기능

사업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제어 ④문자/전화 송수신 ⑤차내 라디오/볼륨 제

이를 위해 SKT는 최근 글로벌 UAM 기체 제조

어 등을 음성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다.

사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의 전략적 업

한편, SKT와 티맵모빌리티는 T맵의 ‘운전습관’ 기

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능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주행을

‘UAM 팀 코리아’에서 UAM 연구분야·기체·인프

돕고, 급정거 알림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라를 각각 대표하는 한국교통연구원, 한화시스템,

하는 등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한국공항공사와 컨소시엄을 결성, UAM 사업화를

앞장서고 있다.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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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학 원장, ‘ASIA-PACIFIC TRANSPORT FORUM 2022’
오프닝 세션 참석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4월 5~7일까지 ADB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ASIA-PACIFIC TRANSPORT
FORUM 2022’ 오프닝 세션에 참석하였다.
Woochong Um ADB 전무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션에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Muhammad
Jehanzeb Khan 파키스탄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Young Tae Kim ITF 사무총장 등 약 400여 명의 정계, 학계, 민간,
국제기관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였다. 이 세션에서는 아시아의 주요 운송 과제와 교통부문 탈탄소화의 미래
및 공동 노력에 대하여 열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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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과제
본원 윤상원 부연구위원의 기고문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헤럴드
3월 24일 자 지면에 게재되었다. 윤상원 부연구
위원은 기고문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개념
과 운영방식 및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기고
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로 광역버
스 노선 단위로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한
정면허를 부여받는 형태이며, 사업자는 협약
을 통해 정해진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
외한 차액을 보조받는 방식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도
권 27개 노선(M버스 15개, 직행 좌석형 시내
버스 12개)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으로
지정해 운용 중이다. 그중 기존 민영제로 운
용하다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에서는 운행
횟수 26% 증가, 배차간격 20% 감소 등 이
용자 편의향상 성과를 나타냈으며, 2022년
에는 기존 경기도 공공버스 다수 노선을 포
함한 74개 노선을 추가로 준공영제에 편입하
고,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확충
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

▲	기고문 전문

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로 경기도 공공
버스의 안정적인 국가 사무화를 위한 면허 권한 전환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간 제도적 검
토 및 실무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버스운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영차고지, BRT 시설 등 인프라 투자도 필
요하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노선 중심으로 지원되는 준공영제를 지방대도시권의 광역버스까
지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도시권의 지자체에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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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장비, 속도관리에도 활용하자
본원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 「무인교통
단속장비, 속도관리에도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영남일보 4월 6일 자 지면에 게재되었다.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은 기고문을 통해 운전자가 제한속
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활용
하자고 밝혔다. 다음은 심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
을 요약한 것이다.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매년 확충돼 2019년 말
전국적으로 8,98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효과도 국내외적으로 입증됐다. 한국교통연구
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무인 교통단속장
비 설치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20.6%, 사망
자 수를 67.9%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한 제한속도의 설정과 단속 장비가 필요한
이유다.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내비게이션의 매칭은 과
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주
의를 환기할 수 있다. 즉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속도 여과장치로서 단속 장비
와 내비게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과
속방지턱 등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도로
환경 조성과 함께 운전자의 과실을 방지하기 위
해서 중첩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	기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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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버스사고 건수, 왜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한국과 일본의 버스사고 건수,
왜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한국과 일본은 버스 이용 문화가 다르다. 한국에서 버스 승객 대부분은 하차벨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
입구 쪽으로 엉거주춤 전진한다. 일본 승객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라야 좌석에서 일어난다. 이런
태도는 양국의 버스교통 사고건수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지난해 일본 순회특파원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도쿄에서 버스 타는 게
점차 익숙해질 무렵, 버스 안에서 조금 낯선 풍경을 발견했다. 조용함? 그것
도 맞다. 일본 정치인들이야 주변국에 민폐를 많이 끼쳐도 일반 국민은 최소
한 상대방 앞에서는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은 하니까 말이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버스가 이동 중일 때(출퇴근 시간 승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문 쪽
조기호 기자
SBS 보도본부
경제부 차장(세종지국장)

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기다려주는 ‘미덕’과 빨리 움직여주는 ‘미덕’의 차이

일본이나 우리나 버스를 탈 때 다음 목적지를 앞두고 하차벨을 누르는 방식
은 똑같다. 차이는 그다음부터 확연하다. 일본의 버스는 하차벨이 울려도 누
가 눌렀는지 알 수가 없다.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멈춘 뒤에라야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탑승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버스기사는
승객이 좌석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고 난 뒤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승객 대부분은 하차벨을 누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
난다. 버스가 주행 중이지만 출입구 쪽으로 엉거주춤 전진한다. 그 사이 균
형을 잡는 건 오롯이 승객의 몫이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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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쪽은 이미 만원이다. 혹여 출입문이 열리고 나

한국 버스 100대당 사고건수, 일본의 13배

서 그제야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는 버스기
사도, 남은 승객들도 눈치를 준다. 일본은 기다려

그러나 두 나라의 버스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어

주는 게 미덕이고 우리나라는 빨리 움직여주는 게

느 쪽이 진짜 미덕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한국운

미덕인 탓이다.

수산업연구원이 2013년에 작성한 『교통안전 선진

물론 사람마다 미덕의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 일

국의 노하우』 보고서(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2020년

본은 그 미덕 ‘때문에’ 버스 도착 시간이 조금씩 늘

기준 우리나라 버스 수가 비슷한 점과 두 나라의 버스 사고

어나기도 한다. 약속 시간이 밭은 승객은 마음이

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인용했다)에 따

급할 수 있다. 빨리 출발하지 않는 버스기사를 보

르면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은 58,793대, 우리는

며 속이 부글부글하는 승객들이 그 나라라고 왜

38,581대의 운송사업용 버스가 있다. 그런데 사고

없겠는가. 반면 우리는 그 미덕 ‘덕분에’ 도착 예정

건수는 우리가 20,319건, 일본이 2,403건이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출퇴근 시간 예외)가 별로 없

버스 100대당 사고 건수가 우리가 일본보다 13배

다. 지하철에 버금가는 정시성을 버스에서도 목격

많은 것이다. 사망자 역시 우리가 218명, 일본은

하게 된 것이다. 버스의 급출발, 급정거로 일어나

34명이었고 부상자도 우리가 206배 많았다. 사고

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

는 버스 내·외부에서 일어난 인명 피해를 중심으

하다. 다른 장소였다면 쇠고랑 찼을 법한 접촉도

로 집계됐는데 급정거가 모두 주요 원인으로 꼽

정시성이라는 집단의 이해에 묻혀 참고 넘어가야

혔다.

할 사소한 문제로 치부돼 온 게 사실이다.

우리와 일본의 버스사고 건수는 왜 이렇게 큰 차
이를 보이는 걸까. 우리에겐 없고 일본엔 있는 게

일본 도쿄의 시내버스 안. 하차벨이 점등돼 있으나 주행 중에 좌석에서 일어서는 승객이 없다(2021년 9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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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버스사고 건수, 왜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

법으로 처벌할 안전 문제가 있고, 인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담보되는 안전 문제가 있다. 버스
안전사고가 그렇다. 일본의 교통안전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다. 다만 두 나라 간 사고발생 건수의
차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한 번쯤은 살펴보자는 얘기다. 생각을 한 번 바꿔보자. 오늘부터라도 ‘버스
가 정차한 뒤 좌석 에서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무엇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는 버스 회사

어놓았다. 그로부터 8년 뒤 진통 끝에 「중대재해

와 관련해 ‘안전 매니지먼트’라는 제도가 있다. 우

처벌법」까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도 속도보다는

리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방향이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

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 버스 회사 최고 안전책

다고 본다.

임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문서로 작성
한다. 개선 방안을 조언하고 사업자들이 안전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점검해 사고를 줄여나가

법의 문제 이전에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목하는 또 하나는 일본은 버스기사들

물론 버스를 왜 그렇게 빨리빨리 운행해야 하는지

이 마이크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수시로 안내 방송

버스기사들 역시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교대 시간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버스를 타

을 맞춰야 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기사들

면 버스기사들이 소음 임계치를 넘지 않을 만큼만

이 여전히 많은 것도 현실이다. 준공영제 시스템

‘잔소리’를 한다. ‘두 정거장 앞에 다른 버스가 출발

아래 기사들의 처우가 차츰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

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여기서 대기하

지만 적정 기사 수와 임금 문제, 배차 간격 등 아

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승객을 모시겠습니

직 손봐야 할 곳이 많다.

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포함해 빈

법으로 처벌할 안전 문제가 있고, 인식을 바꾸고

자리가 있음에도 서 있는 승객이 있으면 ‘손님, 자

시스템을 정비해야 담보되는 안전 문제가 있다.

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송을 자연스럽

버스 안전사고가 그렇다. 일본의 교통안전 정책

게 이어간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송 멘트로 승객

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다. 다만 두 나라 간 사

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고 발생 건수의 차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한

공교롭게도 보고서가 교통안전의 필요성을 역설

번쯤은 살펴보자는 얘기다. 시민들도 인식을 한번

한 지 1년여 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

바꿔보자. 오늘부터라도 ‘버스가 정차한 뒤 좌석

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뿌리째 흔들

에서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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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교통 찾기

대중교통 발전의 숨은 조력자, 대중교통 동호회
한우진 교통평론가, 미래철도DB 운영자

일반인들은 대중교통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동호인은 교통수단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이다. 그들은 대중교통 자체에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덕후 동호인들
은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다.

지난 3월 19일 서울지하철 4호선 북동부 연장선인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한다.

진접선이 개통되었다. 그런데 이날 첫차부터 이곳

공항철도 전동차가 차량기지 반입을 위해 인천항

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

에서 바지선을 타고 이동하던 장면, 강릉역에서 열

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찍는 모습이 분주했

렸던 원주-강릉선 착공식에 배경으로 쓰이기 위해

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버스 노선이 개통되

KTX 차량이 영동선 스위치백을 지나가던 진귀한

면 매번 ‘시승’을 하면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것도 모두 철도 동호인들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이들은 과연 누구

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조사, 노선과

일까? 바로 대중교통 동호인이다.

시각표에 관한 연구, 과거 철도와 버스에 대한 고찰,

대중교통은 철도, 버스 등을 일컫는다. 일반인들은

각종 희귀 물품의 수집, 특이한 각종 열차나 버스 시

대중교통을 단지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대중

승 등 대중교통 동호인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교통 동호인은 교통수단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대중교통 동호인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일반인보

다. 일반인들은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다 더 많은 대중교통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

하기만 하면 끝이다. 하지만 동호인들은 대중교통

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온

자체에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좀 더 자세히 알기

라인상에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각종 블로그나

위해 노력한다. 대중교통 산학연 종사자와도 차이

개인 홈페이지 등에 버스나 철도 등에 관한 정보

가 있다. 이들은 대중교통에 시간을 써서 돈을 벌

가 올려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

지만, 동호인들은 오히려 시간과 돈을 소비한다.

히 요즘은 유튜브와 위키(Wiki)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들이 공유되는 추세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중

대중교통 동호인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

교통 관련 콘텐츠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룹이 바

대중교통 동호인의 활동 분야는 매우 폭넓다. 대

로 대중교통 동호인들이다.

표적인 것이 사진이다. 철도 사진 동호인들은 좋

이처럼 대중교통 동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은 철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장소(포인트)를

대중교통 관련 산학연들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발굴하며, 특이한 차량이나 열차, 장면의 사진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통운수산업은 사회적으로

056

월간 교통

대중교통 발전의 숨은 조력자, 대중교통 동호회

그다지 주목받는 산업은 아니었다. 내수 위주이다
보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었고, 첨단이라
는 이미지도 부족하였다.
동호인 그룹, 산학연과 협업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자신들을 좋아해 주는 동호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산학연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느리긴 해도 꾸준히 협업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2018년 4월 30일에 열린 새마을호 종운(終運)식 장면. 철도 동호회들
이 주관하고 코레일이 협력하여 열렸다. 기관차 전두부에 부착된 종운
마크도 철도 동호인들이 자체 제작한 것이다.

들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명예기자단이나 한국

(자료 : Train Video in Korea(유튜브))

교통연구원의 온라인 서포터즈, 국토교통부의 철
도서비스 시민평가단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동호인 중에는 ‘덕업일치’ 이루기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7호선 반포역에 ‘덕후역 대

대중교통에 관심을 두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젊

합실’이라는 철도동호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은 동호인은 대학 진학 시 대중교통 분야를 선택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하고 대중교통 산학연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이

이 같은 협업이 가능한 이유는 산학연과 일반인

를 ‘덕업일치’라고 부른다. ‘덕’이란 특정 분야에 몰

(이용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교통 동호인의

두하는 사람을 말하는 일본어 오타쿠에서 온 말이

특징 때문이다. 비록 산학연의 전문성에는 못 미

며(오타쿠 → 오덕후) 여기에 업(業)을 붙인 것이다.

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대중

즉 취미가 직업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들은 일 자

교통 지식을 갖고 있다.

체가 좋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벌이로 직업

특히 일반인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경험의 폭이 좁

을 택한 사람들과는 마음가짐이 다르다. 물론 아

고, 부동산 가치와 대중교통이 긴밀히 연계된 우

마추어와 프로는 처지가 다른 만큼 고충도 있다.

리나라의 특성상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교

현대 사회는 개성이 중시되는 사회이다. 또한 소

통을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대중교통 동호인들은

비자이면서도 생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프로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슈머(Prosumer)’가 주목받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

있다. 무분별한 철도역 신설 민원이 발생하는 상

런 점에서 대중교통 동호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

황에서 철도 동호인들이 오히려 역 신설을 반대하

대중교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도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갖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산학연에서는 자신들의 사업과 연구를 위하
여 항상 소비자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시각을 알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고 싶어하는데, 일반인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대화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쉽다. 이때 대중교통 동호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인들은 더 균형 잡힌 시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쪽의 가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논어(論語) 옹야(雍也)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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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세계은행은 2016~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집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기후변화 관
련 재해 경감, 사람은 물론 인프라 및 경제 탄력성 향상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3가지 실천계
획을 중심으로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소개한다.

빈곤 국가의 친환경적, 탄력적, 포용적 발전에 집중

COVID-19 팬데믹과 함께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치·
경제적 충격을 가했으며, 특히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이 지
대하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심각함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더욱 친환경성, 탄
이지선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Senior Transport Specialist,
South Asia Region-Transport
Unit, World Bank

력성, 포용성 등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발전이 촉구된다. 특히, 최
근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과 함께 2030년까
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극대화 목표를 정하여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더욱 촉구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이하 WBG)은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고 번영
을 공유한다는 것을 첫 번째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이들 저개
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의 위기 대응과 함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는 데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전략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하
고 있다. WBG는 적절한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희
생과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온실가스 배

*	World Bank Group이 2021년 6월
22일 작성하여 발표한 “World Bank
Grou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 Supporting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와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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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가난한 국가나 사람들이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
한 고통을 피하기 더 어렵고 오히려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잘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 복지와 탄소중립 미래를 위하여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토대로 재정지원 및 사회정책의 효과적 적용,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치 등에 주력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과 경제발전을 함께 달성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WBG의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

WBG의 2016~2020년 기후변화 대
응 실천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에너지 효율 제
고 등에 집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를 지원하였으며, 기후변화 관련 재
해 경감, 사람은 물론 인프라 및 경
제 탄력성 향상에 공헌한 것으로 평
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2021~2025
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은 일명
‘GRID(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이전보다 한층 더 지속가능성을 강조
하면서 빈곤 퇴치와 공동의 경제번영

자료 : WBG(2021), World Bank Grou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 Supporting
Green, 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FIGURE 5, p. 4

그림 1•WBG의 2021~2025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개요

을 추구하는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친환경” 프로젝트 자체의 실행과 친환경을 위한

실천계획 1

기후와 개발의 통합 연계

각종 투입에 집중하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계획
에서는 전체 경제를 “친환경”화하는 것과 이에 따

기후위기 완화와 충격에의 적응을 촉진하면서 동

른 영향이나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

시에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개발

국 (1) 기후와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2) 기후위기

이라는 두 가지를 잘 통합하여 고려하는 전략이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각종 전략을 식별하고 우선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WBG는 각 국가를 대상으

위를 선정하고, (3) 이를 바탕으로 기후대응을 위

로 기후위기와 개발 현황에 대한 진단, 계획이나

한 재정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민간 자본 유치 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실

도모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맞추어 최대의 성과를

행계획 추진전략의 방향성을 천명하고 있다.

낳을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추진하도록 기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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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finance)1)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하는 역할

기후재정의 효과 극대화

에 매진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021~2025년의 5년간에 걸쳐 WBG 전체 예산 중
평균 35% 정도를 기후재정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

국가별 분석에 기반하는 문제 진단 및 대응책 수립

고 있다. 2016~2020년의 평균 26% 수준과 비교

체계 강화

하면 크게 인상된 것이며, WBG의 전체 예산규모

전 세계는 물론 개별 국가 차원의 현황 분석에 능

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총액 기준에서도 훨씬 더

통한 WBG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 국가나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지역별 기후와 개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일

에 기후재정으로 214억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

명 ‘국가 기후 및 개발 보고서(Country Climate and

는 2016~2020년 연간 평균 167억 달러와 비교하

Development Reports, CCDR)를 작성하여 실천계획

여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기후변화에의 취약성

이행의 기초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

을 줄여나가는 반면 적응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후변화와 탈탄소화가 국가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

각종 사업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재정

을 분석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화조치나 대응

의 규모를 확대한다. 더불어 예산 활용의 효과성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처

제고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영향, 친환

음 1년간 최대 25개국 대상의 CCDR을 완료할 계

경사업 효과 등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

획이며, 특히 탄소배출이 많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여 사업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결과 지향성도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이다.

강조한다.

파리협정과의 정합성 추구

WBG는 파리협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각 국가

실천계획 2

핵심 시스템별 전환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역별 저탄소 달성 및 기후 회복성에 맞추어
기후자금의 흐름을 조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WB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

는 에너지, 농업·식량·수자원·토지, 도시, 교통, 제

되는 2023년 7월 1일까지 모든 신규 업무를 조정

조업의 5대 핵심 시스템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할 계획이고,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하는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을 추구하는 투자에 집

와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중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실제 부문별 운영의 85%를

공공부문 조치 확대, 주요 경제/시장 기회 개방 및

2023년 7월 1일까지 조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

신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영향

터는 전체인 100%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및 정책, 기술개발, 교

라 이미 각 사업의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이

육 및 훈련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원칙이다.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부문
1) 내용에 따라 기후금융으로 번역하여 표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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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이용은 계속 확대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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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G의 2016~2020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에서 교통 부문은 물류 및 화물운송뿐만 아니라 도시
내 여객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때 저탄소의 탄력 수송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객교통
부문에서는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각종 비공식적인 도시교통 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교통시스
템의 계획 및 개발·관리가 포함되며, 도보나 자전거 등의 이동수단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에 없으므로 결국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저탄소/

도시 부문

탈탄소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시급하다. 국가

WBG는 도시 부문에 대해서는 도시의 탈탄소화

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순위로 차별

와 탄력성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개발에 대한 기

적인 형태의 전략을 구현하게 되는데, 필요한 프

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주창한

로젝트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WBG는 전력

다. 도시의 대기질 개선, 도시 에너지 시스템의 저

공급, 에너지 보조금 개혁, 에너지 운용 및 재무성

탄소화 및 탈탄소화, 건물 및 각종 인프라의 에너

과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공

지 효율 제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순환

정한 탈석탄화 이행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체계 마련, 도시 교통 개선, 도시 위생, 도시 급수

둔다.

및 폐수 관리 효율성 등의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
중하며, 관련하여 도시 내 토지이용 계획과 규제

농업·식량·수자원·토지 부문

개선을 특히 중시한다.

해당 부문에 대한 WBG의 대표적인 실천은 자

IFC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통합 투

연(또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기반의 기후 친화

자 및 자문 기반 접근방식 등을 통한 전략적 파트

적인 농업, 일명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너십 확대에 힘쓰며, MIGA와 함께 그린 빌딩 비

agriculture, CSA)’ 지원 강화다. CSA를 통하여 생산

즈니스를 확대하여 도시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

성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탄력성 향

의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과 위협요소 해소를 도모

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계획이다.

지원 중이다. 다만, 관련하여 수자원 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자원 고갈, 토질 악화 등의 부작용 저감

교통 부문

과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검증 프로토콜 운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물류 및 화물운송뿐만 아니

용 등도 병행하여 생산성은 향상하되 글로벌 공급

라 도시 내 여객교통의 이동성과 접근성 개선 측

사슬의 손실은 줄이는 방향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

면에서 저탄소의 탄력 수송을 추구한다는 계획이

을 강조한다.

다. 우선 여객교통 부문에서는 고품질의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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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G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2021~2025년)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사람들
이 저탄소 탄력적인 미래로의 이행에서 이익을 얻어야 하고,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매우 중시해야 하며, 셋째,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와 기존 파편화된 각종 비공식적인 도시교

재해방지책 마련과 개선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통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교통시스템의 계획 및

IFC는 기후금융제품과 자문서비스 확대를 통하

개발·관리가 포함되며, 도보나 자전거 등의 이동

여, MIGA는 위험제거상품 제공 등을 통하여 온

수단 지원도 포함한다. 또한 에너지(전력) 부문의

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부문 기업이 기후변화

탈탄소화와 함께 연료 및 자동차 가격과 규제 정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저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책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각종 사업이 상당한 잠재
력을 지니게 되었다. 물류/화물운송 부문에서는
탈탄소화와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

실천계획 3

전환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3자 물류, 온도제어 물류, 재고관리 시스템 변경,
생산-유통 융합, 고효율/저탄소 수송전환, 수송네

여타의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

트워크 최적화 등 전반적인 공급사슬의 재구축을

한 조치도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

위한 전략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적인 재원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WBG
가 지원하는 빈곤국가들의 경우에는 당장 비용 대

제조업 부문

비 이익이 많은 석탄의 소비량을 줄이는 대신 오

제조 부문에 있어서는 자원 효율화, 저탄소 솔루

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투자이익이 창출되는 반

션 및 순환을 통한 탈탄소 전환을 우선적으로 적

면에 당장 훨씬 더 값비싼 투자를 해야 하는 친환

극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산업단지와 협력하여 환

경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데에 대규모의 원조가 요

경친화적 산업단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탄소 산

구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가들이 지속 가능

업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며, 저

하고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탄소 탄력 성장을 촉진하는 국가와 산업의 정책

는 창출하면서 저탄소 솔루션에 대한 일정수준의

개발과 전략 수행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녹색

도약이 가능하려면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경쟁력 향상, 민간부문 참여 확대, 기후위기 관련

약 4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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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상태는 그것에 크게 미치

에의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재훈련, 교육 등 각종

지 못하여 기존의 각종 공공, 민간 및 양허적 기후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금융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자

둘째, 기후변화 대응에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본 확보가 촉구되고 있다.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이에, WBG는 기후대응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자

계의 교란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금확보 극대화를 위해서 ① 고객국의 공적 국내

주고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체의 자

자원 확충, ② 국내 민간자본 유치 확대와 함께 국

연자본을 보존하는 것은 기후위기 완화 및 변화에

제 및 국내 자본 동원 증대, ③ 기후투자의 위험요

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WBG는 지속 가

소를 줄이는 양허적 기후금융 도입과 확대를 위

능한 순환 경제의 창출과 구축을 매우 강조한다.

한 국제적 전략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WBG는 중앙은행, 국가개발은행, 민간금융기관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WBG는 고객국

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친환경화를 지원하

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개발은행, 기타 국

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국가로 하여금 기후변

제기구, 중앙은행, 기관투자자, 민간부문, 싱크탱

화 대응을 위한 실천강령의 의무적 실행을 권장함

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성공의 열

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 실행을 위한 지속

쇠가 된다고 보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

가능한 투자지원을 보장하는 자금조달체계의 구

한 전략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축을 도모하고 있다.

긴급한 개발 요구에 대응하면서 기후위기에도 대
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2021~2025년 기후변화 대
응 실천계획을 수립한 WBG는 성과 달성을 위하

결론

여 다각도의 국제적인 지원과 자본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CCDR 작성, 프로젝트 수행 등에만

WBG의 2021~2025년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은

머무르지 않는다.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하

결국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여 탈탄소의 시급성과 중요성, 공정한 전환생태계

우리 사람들이 저탄소 탄력적인 미래로의 이행에

로의 이행 필요성 등을 전파함으로써 기후변화 대

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

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을

람들이 관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지속하고 있다.

해당 정책과 전략을 구현하는 과도기와 변화에 있
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의 실행과 저탄소 탄
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
실이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WBG는 모든 시민의 참여, 특히 성별을
불문하는 폭넓은 참여 프로세스와 함께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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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중이 높은 휴일과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더욱 큰 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코로나-19 영향

인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버스, 도시

12.1% 감소

철도, 일반·고속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평일에

2020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은 코로나-19

는 23.9%, 주말·휴일에는 36.4% 감소한 것으로 나

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12.1% 감소하였고, 특히

타나 전체 통행 감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

대중교통 이용이 26.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

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광역 통

났다.

행량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13.2% 감소하

2020년 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중간결과,

였고, 다음으로 대구권이 10.6% 감소하였으며, 가

2019년 대비 2020년 대도시권 광역통행량은 평일

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권(5.4%)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은 10.7% 감소하였고, 평일대비 여가통행 비

전체 광역 통행량의 감소 폭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829만
803만

△12.1%

791만

344만
△15.1%
312만

△10.7%

△23.9%
△26.8%

705.6만

706.3만

262만

704.2만

241만

228만

△36.4%

153만

전체 요일

전체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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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일

전체 요일

대중교통 이용 통행량

평일

휴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통행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 서대구역은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통행이 승용차로 전환된 결과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

로 보인다.

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통행목적별 광역 통행량 변화를 살펴보면 관광지로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

의 통행이 가장 크게 감소(21%)하였고 재택근무와

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

화상회의 등의 영향으로 근무지역(11.6%), 상업지역

업비는 1,081억 원이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대

(18.9%)으로의 통행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시는 고속열차가 2개소에 정차하는 광역시가 되

2020년 광역교통 출퇴근 평균 통행시간은 전국 출

었으며, 서대구역에는 주말기준으로 KTX열차 28회,

근 52분, 퇴근 59분, 대도시권 출근 45분, 퇴근 50분

SRT열차 10회 정차할 예정이다.

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별로 수도권은 출근 45

향후 대구산업선(기본계획 확정, 2027년 개통예정), 서

분, 퇴근 50분, 대구권 및 대전권은 출근 58분, 퇴근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선(사전타당성 조사중) 등 주요

64분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철도가 서대구역과 연결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수행

2024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은 고

하고 있다.

속철도뿐만 아니라, 구미, 왜관, 경산 등 경상북도 주

자료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코로나-19 영향
12.1% 감소”, 2022.03.21.

요도시를 광역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허브역사로 탈
바꿈할 전망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2022.03.29.

국토교통부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체계 전환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
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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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

국토교통부

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기본계획

선정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를

확정·고시

맞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꾸
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 등 도시물류 개선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 23일자

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로 확정·고시했다. 총사업비 2조 3,511억 원을 투

위한 선도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

입하여 용산~상봉 간 19.95km 및 중앙선 연결구간

를 증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

4.27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거장은 총 4개소를

업이다.

신설한다. 참고로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대상과 내용에 따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라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이번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존 노선과

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 개선

의 환승 등 승객 이용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

로 수립되었다. 용산역은 1호선, 일반철도, KTX와의

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환승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4호선, 장래 추진 예정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물류망, 특화사

인 신분당선과는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환승 편의를

업 등을 담은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각각

지자체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당 최대 20억

연결통로 설치, 승강장 공용을 통해 향후 A노선, C노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선과 지하 내 수평환승이 가능하며, 상봉역은 7호선·

서비스를 실증하고, 물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경의중앙선 환승을 고려하여 연결통로를 설치할 예

이번에 선정된 사업 서울시의 상생·혁신·스마트 미래

정이다.

물류도시 High 서울!, 인천시의 공유물류망 기반 당

민자구간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

일배송 서비스, 김해시의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물

진하고, 향후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을 차질없이 진

류체계 구축, 익산시의 마을전자상거래 다이로움 물

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통 시

류서비스 구축, 창원시의 다차원 공간물류체계와 함

용산~상봉 구간은 기존선로 대비 소요시간이 절반

께하는 물류혁신도시 구현,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이상 단축(33→15분)되며, 남양주·인천 등 수도권 동·

재정비 연계 디지털 물류계획 수립 등이다.

서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은 30분 이내로 대폭 개

자료 |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체계 전환 본격 추진”,
2022.03.03.

선될 전망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기본계
획 확정·고시”,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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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화성~광주 최단거리 연결, 이동거리 25km·통행시간
32분 단축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와 연결하여 연간 약 960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2022.03.17.

국토교통부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성시 동탄면에서 광주시 도척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서울도시철도 4호선 진접선(당고개~진접) 14.9km 연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민자)로 2017년 3월

장, 3개역 신설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총 투자비는
1조 4,957억 원(민간 7,242, 보상비 6,880, 건설보조금

서울도시철도 4호선의 현 종점역인 당고개역에서 남

835)이다.

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총 연장 14.9km의 진접선 복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

선전철이 3월 19일 운행을 시작한다. 진접선 개통으

(2021~2030)」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

로 남양주 별내ㆍ진접지구 등 신도시에서 서울도심

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

까지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동북부

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

광역철도망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2026년 개통예정)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이번 화성

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4,192

~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

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3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2015년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진접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진접지구 등 인근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25km 줄고, 통행시간은 32분

역 주민들이 정시성 높고 안전한 교통수단인 철도를

단축된다. 또한,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환경과 정

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주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진접선이 개
통되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양주 진
접역에서 서울도심(서울역 기준)까지 출퇴근시간 기
준 버스 대비 68분, 승용차 대비 18분 단축된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는
10~12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출ㆍ퇴근시간
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광주 고속도로

자료 |	국토교통부, “진접선 개통, 남양주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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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되어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된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광역시 도심지역에 집중되

도심교통 혼잡해소·연간 약 1,027억 원 물류비용

던 경부 등 5개의 방사형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외곽

절감 효과

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 혼잡해소와 연간 약 1,027
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

자료 |	국토교통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2022.03.25.

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
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에 착공하여, 8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 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

현행화

획(’21~’30)」에서 제시된 대구시 순환축인 ‘대구외곽
순환도로’중 서북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총 사업비 1조 5,710억 원이 투입되었다.진·출입시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설로는 분기점 2개소(칠곡, 상매), 나들목 8개소(달서,

실시해 정리대상 25만 건 중 16만 건을 현행화 하였

다사, 북다사, 지천, 동명동호, 서변, 파군재, 둔산)가 설치

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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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지자체별 최대 13억 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사업자별로 최대 3억 원 규모의 실증예산을 지원한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

다.

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전국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은,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

건, 사용폐지 14만 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도심지 열섬 지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도 구축(경기 고양시), 증강현실(AR) 드론 관광콘텐츠

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

개발(경기 포천시)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

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론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

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

로),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

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

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

한 9.4만 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안) 정립(핵사팩토리), 드론 핵심요소(비행제어, 전원보

진다.

드, 지상관제시스템) 국산화(하나로 TNS), 드론 축구 고

자료 |	국토교통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 건
현행화”, 2022.03.10.

국토교통부

도화(캠틱종합기술원)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
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2022.03.15.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20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022.1.7∼2.15) 평
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

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

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인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시 연장사업은 총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002-1)’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업비는 1조 5,739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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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

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될 것으

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7년

로 기대된다.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청라연장선은 기본계획 승인
(2019.7) 이후 사업구간내 가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
지 바로 간다”, 2022.03.22.

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가칭 가정역(002-1)
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 7호

국토교통부

대구산업선 타고 서대구~대구국가산단 30분대

선은 장암역에서 석남역까지 총 60㎞, 정거장은 53
개로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사

국토교통부는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업으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구간(4.2㎞)은 2021년

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산업선은

에 개통하여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철도 청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 4,595억 원을 투입

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

하여 서대구역(2022.3.31 개통)에서 대구국가산단까

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지 단선철도 36.4km(최고속도 150km/h)를 잇는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으로 총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한다.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대구산업선은 지역산업 특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
트로서 대구권 지역산업의 교통물류 기반이 되며,
10만여명이 근무하는 11개 산업단지의 교통여건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철도 인프라 사업이다. 향
후 건설이 완료되면 화물열차와 전동차가 투입되어
KTX·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2022.3.31 개통)에서
지하로 대구국가산단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된
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대구권 서
남부지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전동차로 30분대에 연
결이 가능하게 되어 KTX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일반 시민과 산업단지 종사자의 출퇴근 편
의 증진과 함께 주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도 대폭 해소된다.
대구산업선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조 6천 억이며, 고용유발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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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교통

효과는 1만 9천 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대구산업선 타고 서대구~대구국가산단 30분대
에 간다”, 2022.03.24.

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
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 탄소중립법 시행

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
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

자료 |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 ‘탄소중립법’ 25일 시
행”, 2022.03.22.

소중립위원회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혔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

환경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

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

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

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

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이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감축목표

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

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립했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

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

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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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

서비스 제공 구간은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

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치된 22개 주요 간선도로 211km 구간의 교차로 625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

개소로 도심(사대문안)과 여의도, 강남, 상암동(자율

리한다.

주행시범운행지구), 양화·신촌 구간이며, 올해 말까지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

790km 구간, 6차로 이상의 도로 2,312개 교차로로

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

확대하고, 2024년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간 잔여

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티맵은 3월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
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자료 |	서울특별시, “민간 내비 통해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제공
개시”, 2022.03.14.

착수할 예정이다.
자료 |	환경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 30년 만에 개선 추
진”, 2022.03.15.

서울특별시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서울특별시

민간 내비 통해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제공

서울시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

개시

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
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

072

서울시는 도심을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전방 교차로

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

의 현재 신호색이 무엇인지, 남은 신호 시간은 얼마

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나 되는지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민간 내비(티맵,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밝

카카오내비)를 통해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

혔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

통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

제공 서비스는 市와 경찰청,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

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빌리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시민들이 직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

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

설 설치공사를 3월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

였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용자가 잔여시간 정보를

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표출방식에

상향이 적용된다.

대한 신기술 심의를 진행하였고, 시와 내비사는 누락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

과 지체없는 정보 송·수신, 효과적인 화면 구성 등 다

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양한 부분에서 세밀한 준비를 마쳤다.

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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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km다.

자와 보행자에게 경고를 알려줘 사고를 예방할 수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횡단보도 대기선에 설치된 엘이

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디(LED)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바닥만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약

보고도 신호를 편히 확인할 수 있고, 야간이나 우천

90%의 시민이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에는 교통신호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 체계(시스템)에 적용된 영상 연산방식(알고리즘)은

서울경찰청에 일부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

휠체어나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판별도

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경

가능해 주어진 보행 신호 시간 내 횡단보도 횡단을

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여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

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자료 |	울산광역시, “인공지능기반 지능형 횡단보도 체계 시범구
축”, 2022.03.21.

자료 |	서울특별시, “‘안전속도5030’ 탄력 운영…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60km/h로 상향”, 2022.03.28.

경기도
울산광역시

비접촉식 버스 요금 자동결제, 태그리스 확대

인공지능기반 지능형 횡단보도 체계 시범구축

운영

울산시는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도로 보행안전을 위

경기도는 공공버스에 도입한 비접촉 버스 요금 결

한 ‘지능형(스마트)횡단보도 체계(시스템)’를 시청 앞 횡

제 서비스를 3월 21일부로 2층버스와 양문형 차량

단보도에 시범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의 공공버스로 확대 시행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도로 위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

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AI) 기반의 시시티브이(CCTV)가 즉각적으로 감지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빠르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시스템)이다. 차세대 지능형교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

통체계(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이 체계

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시스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말기에 별도 카드 접촉(태그) 없이 자동으로 승하

보행자 검지기의 기능을 강화한 체계(시스템)이다.

차 처리·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골자다. 차량에 설치

지능형(스마트)횡단보도 체계(시스템)은 횡단보도에

된 비콘(Beacon)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무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선통신으로 승·하차 여부 등을 판별하는 원리로 운

보행자와 차량을 인식하고 차량 접근정보, 보행자 횡

영된다. 또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에 앱의

단 등의 정보를 전광판, 스피커, 경광등 등으로 운전

‘모바일 하차 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자에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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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승객이 있다는 알람이 표출돼 하차 벨을 손으로
직접 누르거나 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필
요가 없다.

가받고 있다.
자료 |	한국철도공사,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려 온 KTX, 개
통 18주년 맞아”, 2022.03.31.

탑승객들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되는 버스인지 탑
승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태그리스
(Tagless)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앱의 위치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전철-천안 시내버스 환승할인

안내 서비스에 태그리스 지원 여부를 알리는 아이콘
이 표시된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버스나 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충청남도 천안시 대중교통

하철을 이용 또는 환승할 경우, 스마트폰 스크린을 켠

이용 편의를 위해 수도권 광역전철과 천안시 시내버

상태에서 카드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기존 방식대

스 간 환승할인을 시행한다.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로 요금 결제 및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시 시

자료 |	경기도, “비접촉식 버스 요금 자동결제 서비스 ‘태그리스’ 확
대 운영”, 2022.03.18.

내버스와 환승하면 전철 기본운임(일반기준 1,250원)
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안시 버스를 타고
천안역에서 환승해 수원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기존

한국철도공사

에는 3,850원(버스 1,500원, 전철 2,350원)을 지불해야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려 온 KTX, 개통

했지만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2,600원에 이용할 수

18주년

있게 된다. 환승할인은 해당 구간 전철역에서 내려
45분 이내 천안시 버스로 갈아타거나, 천안시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전철에 승차할 때 적용된다.
그동안 천안시 대중교통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
함되지 않아 환승 시 버스와 전철 운임을 따로 지불
해야 했다. 코레일과 천안시가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환승할인을 적용키로 하고 할인에 대한 재정지
원은 천안시가 부담한다.
자료 |	한국철도공사, “19일부터 수도권전철-천안 시내버스 환승할
인”, 2022.03.14.

2004년 4월 1일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운행을 시
작한 대한민국 고속열차 KTX가 올해로 개통 18주년
을 맞았다. KTX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해공항 제치고 국제항공화물 세계 2위 달성

이동과 만남을 간편하게 만들고 굵직한 국제행사의
파트너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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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연간 국제선 화물실적 기준 세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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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국제공항

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인천공항이 지난해 3,273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으며, 자동차검사에서 부

천 톤을 처리하며 세계 3대 공항 중 전년대비 가장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98백대)는

높은 증가율(▲18.6%)을 기록하며 상해공항(3,248천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것

톤)을 제치고 국제선 화물처리 기준 세계 2위를 달성

으로 나타났다.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

2001년 개항 시 연간 120만 톤에 불과하였던 인천

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

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04년 연간 213만 톤을

하여,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56백대의 자

기록하였고, 연평균 3.6%씩 꾸준히 성장하여 17년

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그 중 구조적 결

만인 2021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돌파하였다.

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

특히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물 네트워크

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한 무중단

의했다. 또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차량 내 어린이

운영 등 항공화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년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

대비 물동량이 18.6% 증가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하여 기준

뿐만 아니라, 개항 이후 최초로 수출입 무역액 4천억

에 미달되는 114백 대의 승합차와, 철재 판스프링에

달러 이상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대비 금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28백대의 화물

액기준으로 33%를 차지하며 항공물류가 수출입 교

자동차에 대해 부적합 조치하여 시정을 완료하였다.

역 및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입증했다.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2022.03.24.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상해공항 제치고 국제항공화물 세계 2위
달성”, 2022.03.14.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터널 내 교통사고 5년간 40% 이상 증가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터널 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검사를 통해 결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6

함이 발견된 278만 대의 자동차에 대해 시정을 완료

년~2020년)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535건에

하였으며, 그 중 34만 대는 자동차검사 제도 강화에

서 2020년 771건으로 44.1% 증가했으며, 같은 기

따라 추가로 발견된 결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

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감소했으나,

은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

터널 교통사고는 연평균 9.6% 늘었다. 터널 교통사

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

고 사망자 수는 2016년 27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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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증가했다. 치사율은 3.7명으로 전체 교통사

핑 인구가 약 7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가용으

고 치사율(1.4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카고 트레일러 등의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터널은 총 2,742개소로

수요가 증가했고, 이 같은 트렌드가 소형견인차 면허

경기·강원 등 8개 광역도에 86.5%가 설치돼 있으며,

응시자 수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는 경기(1,016건), 서울(626
건), 부산(295건)에서 54.0%가 발생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터널 내 교통사고 5년간 40% 이상 증가”,
2022.03.24.

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5년간 1.4배 늘어
캠핑 등 레저 활동 증가를 응시자 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캠핑 등 야외 레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캠핑 트레일러 등 견인이 가능한 소형견인
차 면허 응시자 수가 5년간 약 1.4배 증가했다고 밝
혔다.
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1
종 특수면허 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가 2017년 7,994명에서 2021년 1
만 1,519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합격자 수 역시
2017년 5,148명에서 2021년 7,132명으로 약 1.4
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에 속하는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750kg 이하의 경우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
으면 운행할 수 있으며, 3,000kg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공단은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
캠핑 등 레저활동의 증가를 꼽았다. 2020년 기준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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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수, 5년간 1.4배 늘
어”,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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