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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 개방화로 ‘국경’의 개념이 약해지는 반면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 ․ 물류부문이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국가교통물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 ․ 평가할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
물류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
수 산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지수 산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 통해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붓스트랩(Bootstrap) 기법을 통해 산정된 가중치
를 검증하여 최종 지수 산정에 활용하였다. 산정 결과, 한국은 종합지수 21위(9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통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동 및 접근성’, ‘안전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중치(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연장, VKT당 교통사고사망자수 지표부문에 대한 투자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에서 각기 다른 지표 및 산정방식으로 발표되고 있는 교통부문의 지표체
계를 일원화 하고, 모든 수단을 종합한 국가교통물류지수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붓스트랩(Bootstrap), 계층화 분석(AHP),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

Among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 is significant. The Korean government regularly initiates surveys and evaluations resulting
in the Nat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ompetitiveness Index authorized in Articles 10 and
11 of laws related on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n indicator that accurately represents the Nat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ompetitiveness
by calculating an index that consistently evaluates competitiveness. To do this, we calculated the
weight between indicator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is weight is then
verified using bootstrapping for calculating the final index. The results indicate Korea's
comprehensive index ranked 21st (98.2). Safety is notably weak compared to other factors. Korea
is responding by increasing investment and policy changes related to safety to enhance the
Nation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Competitiveness Index.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found
it important that synthesized indicators and calculated comprehensive index on transportation
verify the weight from AHP through statistical method.
￭ Keywords: Bootstrap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ransportation ․ Logistic Competitive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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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사업단에서는 국가교통물
류부분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개방화로 ‘국경’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약해지는 반면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상대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지수 산정을 위

적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 물류부문이

해 조사된 가중치의 적절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
는 교통․ 물류부문의 경쟁력 향상은 국가 경쟁력 향

Ⅱ. 선행연구 고찰

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교통․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교통정책 수립

1. 경쟁력 관련 연구

및 교통 인프라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 경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평가 및 지수 산정 시

쟁력과 관련해서 이미 WEF(World Economy Forum)와

적용된 가중치의 적절성 검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고찰하였다.

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각 분

설재훈, 신희철, 조한선, 채찬들(2005)은 국가별

야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위의 지표들은 국가의 교통

및 국내 지역별 도로교통 부문의 경쟁력 현황을 분

물류부문경쟁력을 대표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도로교통 부문의 경

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 국가별 가중치를 일률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였다.

적으로 부여하는 등 자의적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도로교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중치 산정은 국가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도로망 확충, 교통안전 수준 강화와 같은 대책이 필

소이므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②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물류부문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5~7개로

이재민 ․ 신희철(2005)은 물리적 지표를 이용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WEF와 IMD는 각각 인프라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의 도로 및 철도의 스톡수준

부문에 6~7개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교통․ 물류 조건

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제적 여건 및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공식 통계

인구 ․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자료와 같은 객관적 자료보다 설문 대상자의 주관에

나라의 목표 SOC 스톡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

의존하는 주관적 자료(예로 도로의 질 등)가 주를 이

로 목표 투자금액을 산정하였다.

루고 있다. 설문대상도 교통물류전문가가 아닌 기업

최정민 ․ 조종석 ․ 박상준(2005)은 녹색성장에 기여

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평가를

따라서 교통․ 물류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위한 교통부문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

의 정확한 교통물류 경쟁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연구들에서 녹색성장 개념측면에서 경제성을 동

교통물류경쟁력 지수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OECD 회

이미 정부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조와 제11조에서 국가교통물류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한

원 10개국, 국내 7대 대도시를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적용 ․ 분석하였다.
이홍걸(2006)은 도내 항만들의 가치와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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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써 항만

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과를 분석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항만부문

함으로써 평가 항목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 경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세계 경쟁력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

점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항만의 발전 발향을 모색

다. 경쟁력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는 경제적 성과, 정

하기 위해 항만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 효율성, 기업경영 효율성, 인프라 등 4개의 분야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39개 속성으로 표현된 3개

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5개의 하위분야를 두어 총

층의 항만경쟁력 구성체계를 수립하였고, AHP 기

20개의 세부분야로 구분하였다. 인프라 항목에서 교

법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통․ 물류 관련 항목은 도로밀도, 철도밀도, 항공탑승

이재훈(2009)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객수, 항공 인프라 기업요구수준 만족도, 해운 인프

녹색교통경쟁력을 평가하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

라 기업요구수준 만족도, 인프라 유지개발에 관한

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

계획․ 재원의 적절성, 해운 접근성, 유통시설 접근성

력은 OECD 회원국 23개국 중 22위로 최하위권으로

으로 총 7개로 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 기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교통시

준 순위는 60개국 중 26위로 나타났으며, 기본 인프

설의 공급 확대, 교통수요 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라는 강․ 약점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WEF(2014)는 1979년부터 국가별 경쟁력을 측정

IPS(2013)는 선진국 관점에서 탈피하여 세계 모든

해 오다가 1987년부터는 IMD와 함께 세계경쟁력

나라에 적용가능한 경쟁력 평가를 목표로 국가경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력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는 9개-팩터 모델

위한 지표를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을 통해 9개 부문과 23개의 하위분야 202개의 지표

성숙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12개 세부분

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교통관련 항목은 천명당

야와 114개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기본

자동차 보유대수(23위) ․ 항공운송(23위) ․ 해양운송(11

인프라 항목에 포함된 교통 ․ 물류관련 항목은 도로 ․

위) ․ 해외여행자 수(33위)로 총 4개로 구성되어있으

철도 ․ 항만운송 ․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여객기 운

며, 우리나라는 62개국 중 24위에 위치해 있는 것으

송능력, 전체 인프라의 질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

로 나타났다.

다.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순위는 140개국 중 14

한상용·서영욱(2011)은 OECD 국가의 교통부문
녹색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

위로 나타났으며, 인프라 부문이 선진국 평균에 비
해 강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너지소비량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내외
교통부문의 녹색경쟁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

2. 연구의 차별성

과, 국내의 교통부문 녹색경쟁력은 전체적으로 다
소 취약하게 나타났으나(도로 26위, 철도 16위, 항공

본 연구와 기존 주요 연구와 차별성은 <표 1>과

27위, 해운 23위, 전체 23위), 철도의 녹색경쟁력은

같으며, 가존 연구들에서 교통․ 물류부문의 일부 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또한 1997~2007년도

야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교통분야의 수단 및 분야

OECD 회원국가들의 교통부문별(도로, 교통, 항공,

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해운) 자료를 수집하여 녹색 경쟁력을 산정하였다.

지수 산정 시 자의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외 산정

IMD(2014)는 1989년 이후부터 매년 기업과 국가

방법 문제를 AHP 기법을 통해 객관성을 부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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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연구와 차별성
구분

IMD 국가경쟁력

WEF 국가경쟁력

본 연구

경쟁력
정의

-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게 국 -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 - 국민과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을 효율적
는 국가의 능력(제도와 정책)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의
내적/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주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는 환경을 제고해 주는 국가의 능력
교통물류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

개요

- 지표개발연구 및 시범평가 수행(OECD
- 세계경제포럼 주관
- 국제경영개발원(IMD) 주관
회원국가 34개 대상)
- 1989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을 통 - 1979년부터 측정
- 1987년부터 IMD와 함께 발표
해 발표
- 1996년부터는 IMD와 별도로 세계경쟁력
보고서 매년 발간

평가
지표

- 경제적성과, 정부효율성, 기업경영효 -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 이동 및 접근성, 수송규모, 녹색교통,
안전성 4개 상위항목과 16개의 하위지
등 3개 부문으로 구분(12개 세부분야)
율성, 인프라 4개 분야 대상(분야별 5
표들로 구성
- 18개 경성자료와 80개 설문자료로 측정
개 항목, 총 20개 세부분야)
- 총 131개 경성지표(통계자료 기반),
115개 설문지표(설문결과 기반)

평가
방법

- 대상국가별 통계자료 수집 및 표준화
- 국제기관 통계자료 활용 및 국가별 기 -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적용, 측정
- AHP를 이용한 지표가중치 산출 및 검증
업 CEO 대상 설문조사결과 활용
- 국가 유형별 가중치 상이
* GCI: 5년 정도 기간 동안 기대되는 중기 - 가중치 적용 부문별 지수산출 및 종합
순위 산출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교통물류
경쟁력에
대한
평가
항목
비교

문제점

차별성

- 인프라분야의 기본인프라에 속한 7개 - 기본요인 아래 인프라분야의 6개 항목: 전 - 이동 및 접근성, 수송규모, 녹색교통,
안전성 4개 상위항목과 16개의 하위지
체 인프라의 질, 도로 인프라의 질, 철도 인
항목: 도로밀도(통계), 철도밀도(통계),
표들로 구성
프라의 질, 여객기 운송 능력(통계), 항공운
항공탑승객수(통계), 항공이용만족도,
‧ 국토계수당 유효도로연장
송 인프라의 질,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유통인프라 효율성, 해운인프라 기업
‧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
요구수준만족도, 인프라 유지개발에
‧ 공항당 운항횟수
관한 계획재원 유지 적절성

‧ 해운 물류접근성지수
‧ (도로,철도) 국토계수당 여객·화물 수송
실적
‧ 항공운항횟수당 여객·화물수송실적
‧ 컨테이너처리실적
‧ 부문별(도로, 철도, 항공, 해운) 총수송량
당 CO2 배출량
‧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항공 사고건수
‧ 해운 교통사고건수

- 주관적 판단인 설문조사결과에 과하게
의존
-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동일시
-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표성 문제, 낮은
응답율
- 미응답 시 중간 순위를 부여하는 모순
- 자의적/획일적 가중치

- 부내 평가관련 합의 곤란 및 갈등 우려
- 주관적 판단인 설문조사 의존도가 과도
(평가지표, 방법, 결과 등)
- 평가항목 구성이 기업에 편중
- 유관부처의 이견 우려(외국 평가와의 중
- 삶의 질 측면 취약
복, 평가결과 상이 시 신뢰도 문제 등)
- 자의적인 가중치 부여
- 응답자 대표성 및 낮은 응답율
- 국가발전단계별 가중치 적용의 단계구분이
비합리적 등
- 교통물류부문 평가 지표 범위 확대
- 교통물류부문의 일원화된 지수체계
구성
-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표로 객관성
확보(주관적 지표 배제)
- 현재 교통물류부문의 종사자(교수, 공
무원, 연구원 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 AHP 방법론과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
해 객관적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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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붓스트랩 방법을 통해 가중치의 적정성을 검증

의 효율성, 교통물류 산업은 기업활동의 효율성에

하여 지수를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물류 부문은 국

한, IMD ․ WEF와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교

가경쟁력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통․물류부문의 지표구성 및 산정방식이 각각 상이하

이에 국가의 사회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여 이를 일원화된 지수체계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교통․물류분야의 경쟁력 향상이 전체 국가경쟁력 향
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나 삶의 질 제고에 중
점을 둔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Ⅲ. 연구 방법론

교통물류경쟁력을 “국민과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의 원활

1. 국가교통물류경쟁력의 개념

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물류 환경
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표 2>와 같이 국가 및
기관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제

2. 지수 산정 절차

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평
가에서 교통물류 부문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구
성요소이다. IMD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주

본 연구에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 산정을 위
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요 요인을 경제적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 활동
의 효율성,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구
분하고 있다. 교통물류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
반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SOC 투자는 정부

교통물류경쟁력
정의 및 지표 선정
통계 자료 수집
OECD 34개국 통계자료

<표 2> 기관별 경쟁력의 정의

표준화

기관

정의

OECD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조건 하에서, 한 국가가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가능케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자국민의 실
질 소득을 유지하고 확대해 가는 수준

IMD(The World 국가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적․세계
Competitiveness 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Yearbook)
국가의 능력
WEF(The Global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Competitiveness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
Report)
성장률을 지지해 주는 제도 및 정책
U.S.A(U.S
세계시장의 요구에 맞춰 고부가가치 상품과
Competitiveness, 서비스를 생산하여 모든 미국인들의 실질 소
2001)
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
EU(Competitiven 경쟁력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의 요소를 의
ess Advisory 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가
Group, 1999) 시키는데 강력한 수단이라고 정의(유럽형 정의)
IPS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측면에서 경
(산업정책연구원) 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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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경쟁력 조사 수행
(약 120명)

평가 항목에 대해 각각 산출

가중치 산정
AHP분석 기법 사용하여 가중치 산정

가중치 적정성 검토
붓스트래핑 방법론 사용

교통물류경쟁력 지수
가중치 적용하여 지수산정

국가간 비교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 파악

<그림 1> 교통물류경쟁력의 평가절차

① 교통물류경쟁력의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
하는 지표들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의 가중치 검증과 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붓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② 선정된 지표에 부합하는 OECD 34개국의 국제

량적 요소를 결합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통계자료 수집 및 가공(결측자료 처리, 0과

장점이 있다(강현수, 2008; 김자인, 2011). 따라서 본

Null 값의 구분 등)

연구에서는 Saaty(1982)에 의해 고안된 쌍대비교법

③ 평가 지표들에 대한 상대 변수화를 위해 표준

(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사용하였고, 쌍대비교
척도는 <표 3>과 같다.

화를 수행
④ 교통물류관련 전문가 조사 및 AHP 분석을 통
한 가중치 산정

4. 붓스트랩핑(Bootstraping)

⑤ 붓스트랩 방법을 통한 가중치 적정성 검증(신
뢰구간 95%)

붓스트래핑 방법은 관심 모수를 추정하는데 특정

⑥ 검증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항목 및 하위항

분포의 가정 없이 추론하는 대표적인 비모수적 방법이

목의 개별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가중평균하여

다. 이 방법은 분포에 무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경쟁력 지수 및 순위 도출

에 모수적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⑦ 국가간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교통물류

있다. 즉, 추정량의 분포를 구할 수 없거나 계산이 어

경쟁력 현황 진단 및 평가

렵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다(박웅원, 2014).

3.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어떠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수적인 방법으로 접
근할 경우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가정을 하고 그 가

AHP는 평가요인과 대안을 계층구조로서 이해하

정에 맞게 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

는 의사결정기법으로 정책입안, 시스템 개발 등 정

제 연구에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잘 맞지 않거나 확

책결정과 대안 선정에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

인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

반적으로 항목들 간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붓스트랩 방법은 분포에 무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방법에는 순위화, 비율화, 쌍대비교, 상충분석 등의

때문에 모수적인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방법이 있다. 그 중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는

할 수 있다. 즉, 추정량의 분포를 구할 수 없거나 계산

두 개의 요소를 한 쌍으로 묶어 일대일로 비교하는

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

방법으로, 두 요소의 상대평가를 거쳐 변수들 간의

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붓스트랩 방법은 분포와 모

상대적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즉, 각 요소에 대하여

수에 대한 가정 없이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복원추출

일련의 1대 1 비교방식을 통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을 통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로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정성적 요소와 정

다(Diciccio and Efron, 1996). 붓스트랩 방법에는 붓스
트랩 백분위수 방법, 일반적 붓스트랩 방법, 표준화된
t-붓스트랩 방법, 잔차 붓스트랩 방법 등이 있다.

<표 3> 쌍대비교 척도
척도

정의

이중 백분위 붓스트랩방법은 주어진 표본으로부

1

A와 B가 동일한 중요도(Equal)

터 복원 추출하여 각각의 평균을 구하여 총 붓스트

3

A가 B보다 약간 더 중요(Moderate)

5

A가 B보다 상당히 더 중요(Strong)

랩 표본의 평균값들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2.5번째

7

A가 B보다 매우 더 중요(Very Strong)

백분위수와 97.5번째 백분위수가 각각의 상한과 하

9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Extreme)

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Diciccio and Efr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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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스트랩 백분위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작업으로 교통물류부문과 관련한 국내 관련 문헌 및

걸쳐 구할 수 있다(Efron and Tibshirani, 1993). 주어

IMD․WEF와 같은 국외의 지표들을 종합하였다. 2차

진 n개의 표본으로부터 n번의 복원추출을 하여 각

작업으로 부문별로 종합된 지표를 4차례의 전문가 자

 라고 한다면 이를 b번
각의 평균을 구하고, 이를 

문회의를 통해 ‘국가교통물류경쟁력’의 의의에 부합하

반복한다.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는지를 검토하였다. 3차 작업으로 내부 전문가들 2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의
견을 수렴하였다.
<표 4>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최종 지표
상위항목 수단

하위항목 평가지표(16개)

도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연장 (단위: ㎞/국토계수)
1.
철도 국토계수당 유효철도연장 (단위: ㎞/국토계수)
이동 및
접근성 항공 공항당 운항횟수 (단위: 회/개)
해운 해운 물류접근성지수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도로 국토계수당 여객·화물수송실적 (단위: 톤-㎞/국토계수)
2.
수송
규모

철도 국토계수당 여객·화물수송실적 (단위: 톤-㎞/국토계수)
항공 항공운항횟수당 여객·화물수송실적 (단위: 톤-㎞/회)
해운 컨테이너 처리실적 (단위: 천TEU)
도로 총 수송량당 CO2 배출량 (단위: CO2/톤-㎞)

자료: 박웅원, 2014, p. 43.

<그림 2> 백분위수 방법 붓스트랩 과정

3.
녹색
교통

철도 총 수송량당 CO2 배출량 (단위: CO2/톤-㎞)
항공 총 수송량당 CO2 배출량 (단위: CO2/톤-㎞)
해운 총 수송량당 CO2 배출량 (단위: CO2/ 톤)
도로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인/백만대-㎞)

총  개의 붓스트랩 표본의 평균값들을 순서대로
정렬한다. 여기서 2.5번째 백분위수와 97.5번째 백분위
수가 각각의 95% 신뢰하한과 95% 신뢰상한이 된다.

Ⅳ. 지표 선정 및 가중치 검증
1. 지표 선정 및 자료 수집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
통․물류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선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적․기술적 측면의 선정기준
을 검토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와,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료의 취득가능성, 정량성, 객
관성,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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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단위: 인/만명)

4.
안전성 항공 항공 사고건수 (단위: 건)

해운 해운 교통사고건수 (단위: 건)

주: 1) 국토계수: 일본 Fusita 교수가 제안한 이론으로 국토면적
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국
토계수=
인구 ×국토면적 )
2) 유효도로연장: 국가별 ‘도로등급별 제한속도 자료’를 이
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함
- 유효도로연장  지방도 ×  국도 ×  고속도로 × 
3) 유효 철도연장: 한국교통연구원(2004)은 수송능력에 근
거하여 각 연장의 가중치를 고려한 지표로 비전철 1, 전
철 1.25, 고속철도 4로 분석함
- 유효철도연장  비전철 ×  전철 ×   고속철도 × 
4) LSCI(Logistic Shipping Connectivity Index)는 국제 해상운
송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임. UNCTAD의 UN 컨퍼런스에 의해 산정되며, 선
박의 수, 컨테이너 적재능력, 선박크기, 운항횟수, 항구에
화물선 배치가능한 회사의 수 등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생산됨
5) ‘여객+화물’의 수송실적은 항공분야의 유효톤‧㎞(여객과
화물 모두를 대상으로 항공기가 운송할 수 있는 최대 운
송능력으로 1톤이 탑재가능한 항공기가 1㎞ 항공운송할
경우 1ATK;Available Ton-Kilometers)의 개념을 착안하여,
10인·㎞->1톤·㎞로 환산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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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출된 지표들을 정리하고, 정리된 지표

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통계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성이 0.6 이상

으로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정부부

인 지표들은 제외한 후, 최종지표 16개를 선정하였다.

처(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통물류 관련 전

앞에서 선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지표는 부문
별로 접근성, 수송규모, 녹색교통, 안정성의 4개의
상위항목과, 1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선정 결
과는 <표 4>와 같다.

문가(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며, 조사설문
은 쌍대비교가 가능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 방법을 수행하
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는 크게 4개의 상위항목(접근성, 수송규

AHP 모형의 일반적인 적용과정은 의사결정을 위

모, 녹색교통, 안전성), 수단별 하나씩 총 16개의 하

한 계층설정(Decision Hierarchy), 계층간 상대비교 자

위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을 대상

료수집, 계층간 상대적 가중치 도출, 가중치 종합의

으로 국제통계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통계자료를

4단계 과정을 거친다(조근태 ․ 조용곤 ․ 강현수, 2005).

기초로 수치오류, 수치가 없는 지표와 0인 지표의

1단계 과정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계층을 상위

구분, 2013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없는 국가에 한해

항목 내에 각 수단별 4개의 하위항목 평가지표로

서는 최근 3개연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앞에서 정의한 국가교통물류경쟁력 정의에 따라 4
개의 상위항목을 동일 위계로 설정하였고, 평가지

2. AHP 분석을 위한 가중치 조사

표는 수단별로 설정하였다. 지표 설정을 위해 통계구
득 가능여부를 살펴보았고, 평가지표는 여객과 화물

앞에서 수집된 각 지표들은 중요도(가중치)가 상

을 한 번에 고려하여 둘 중 한 항목에 가중치가 치우

<그림 3> 교통물류경쟁력지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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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계층으로 처리하였다.
2단계 과정에서는 상대비교를 위한 각 하위항목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석결과, 이동 및 접근성, 안전성, 수송규모, 녹색교
통 순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항목의 평가지표들 중
에서는 도로지표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

3단계 과정에서는 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항목의 중요도(A)에 종속된

<표 5>와 같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이용하

분야별 ‘4개 지표’의 중요도(B)의 합은 ‘1’이 된다. 개

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가중치는 각 지표들 간의 비교를 위한 값으로 상

첫째, 가중치는 문제별 쌍대 비교값을 정방행렬
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

위항목 중요도(A)×하위항목 평가지표 중요도(B)의
값이며, 모든 지표 가중치의 합이 ‘1’이다.

된 각 항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설문대상 집단이

개별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안정성 항목 내 도로의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주행거리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이동 및 접근성 항목

일관성분석을 실시한다. 그 방법으로는 최대고유치

내 도로의 국토계수당 유효도로연장 등의 순으로 나타

(max)를 구하고, 최대고유치를 이용하여 일관성지

났다. 반면에, 녹색교통 해운의 총 수송량당 CO2 배출

수(CI, Consistency Index)를 구해야 한다.

량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관성 지수를 바탕으로 일관성 비율(CR, C
onsistency Ratio)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일관성 여부

<표 5> AHP 분석을 통한 중요도 산출

를 판단하게 된다. CR은 설문 응답자의 임의적인
응답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CI 값을 임의의
n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생성된 RI(Random Index)로

상위
항목

중요도
(A)

중요도

나누어 구하며, 이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식 1)

경험적인 법칙에 의하여 일관성 비율이 10% 이
내이면 평가자가 내린 항목들에 대한 판단이 일관

1.
이동 및
접근성

2.
수송규모

0.346

0.173

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reasonable), 20% 이내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tolerable), 그 이상이면 일
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창효, 2000;

부문

하위항목
평가지표 중요도
(B)

3.
녹색교통

0.137

합계

개별 지표별
중요도
(A×B)
0.141

도로

0.403

철도

0.300

항공

0.132

해운

0.166

0.061

도로

0.381

0.070

철도

0.309

항공

0.153

해운

0.156

0.032

도로

0.434

0.061

철도

0.241

항공

0.176

1.0

1.0

1.0

0.105
0.047

0.057
0.029

0.032
0.029

해운

0.149

0.025

도로

0.517

0.156

철도

0.199

항공

0.154

을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상위

해운

0.131

항목의 중요도(A)와 하위항목 평가지표의 중요도(B)

합계

송근원 외, 2013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CR이
0.1 미만(유효표본: 약 70명)인 중요도(가중치)를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

는 AHP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이며, 개별가중치(A
×B)는 상위항목 중요도와 하위 항목 평가지표 중요
도의 곱으로 산정된 값이다. 상위항목 간 중요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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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

0.343

1.0

주: 하위항목 평가지표명은 <표 2>를 참조

0.058
0.051
0.0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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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붓스트랩핑을 이용한 가중치 검증

측된 하나의 표본집단을 모집단처럼 가정하여, 이
모집단에서 다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AHP 분석을 통해 일

여 통계량의 분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관성을 검증하고, 일관성 비율(CR)이 0.1 미만인 것

이용하여 각 가중치 값의 붓스트랩 신뢰구간을 계산

만을 지수 산정에 바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AHP

하여 원표본을 통해 산정된 가중치들의 적정성을 판

분석은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단할 수 있다.

조사 표본 수 및 응답의 주관성 등으로 가중치가 적
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붓스트랩 방법에는 붓스트랩 백분위수 방법, 일
반적 붓스트랩 방법, 표준화된 t-붓스트랩 방법, 잔

본 연구에서 산정된 지수가 국가의 교통물류경

차 붓스트랩 방법 등이 있다. 이 중, 붓스트랩 백분

쟁력을 대표하고, 가중치 결과가 지수 산정결과에

위수 방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산정할 수 있다. n

큰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였을 때, 가중치의 신뢰구

개의 붓스트랩 표본  ⋯  을 B번 추출하여 통

간을 예측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매우

계량   ⋯   의 분포를 B개의 붓스트랩 통계

중요하다. 이에 신뢰구간을 예측하는 데 대표적인

량      ⋯   의 분포로 가정하는 것

통계기법인 붓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집단을 붓스트

B.Efron, R.J.Tibshirani(1993)의 붓스트랩 방법은 관

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1,000번 복원 추출한 후, 가중

<그림 4> 가중치 신뢰구간 검증
27

교통연구 제24권 제1호

치의 신뢰구간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

치해 있다.

와 같으며, 파란 점선은 2.5번째 백분위수와 97.5번

안전성지수는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째 백분위수를 의미하며, 각각 95% 신뢰하한과 9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터키가 가장 낮게 나

신뢰상한이 된다(Diciccio and Efron, 1996). 빨간 실

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26위(96.8)로 하위권 수준

선은 AHP 기법을 통해 산정된 가중치, 즉 관측치를

에 위치해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로 부문의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통계량 분포를 살펴보면 신

사고건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별 중요도가 가장

뢰구간 95% 내에 모든 가중치가 분포함을 알 수 있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지수의 경우, 룩셈부르

다. 결론적으로 AHP 방법을 통해 산정된 가중치가

크, 스위스, 독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멕시코가

적정함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교통물류 부
문별 및 종합지수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우리

4. 결과 해석

나라는 종합지수가 21위(98.9)로 중위권 수준에 위치
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문별 지수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된 국가교통
물류경쟁력지수는 <표 6>과 같으며, 이동 및 접근
성, 수송규모, 녹색교통, 안전성지수 그리고 종합
지수로 구성하였다. 산정된 지수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교통물류부문별 지수 순위는 <그림 5>와
같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 및 접근성지수를 살펴보면, 스위스,
룩셈부르크, 체코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멕시
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그림 5> 대한민국의 부문별 지수

회원국가 중 22위(97.8)로 중위권 수준에 위치해 있
다. 특히, 룩셈브루크, 스위스와 같은 ‘인구, 국토면

2) 부문별 유형화

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국가교통물류경쟁력 현황을 보다 상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계수 원단위 영향으로

세히 살펴보기 위해 종합지수 대비 안전성 지수를

보인다. 수송규모지수는 미국, 룩셈부르크, 에스토

이용하여 사분면상에 유형화 하였다. 사분면의 X축

니아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슬란드가 가

과 Y축은 지수 평균인 100을 기준으로 하였다.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이동 및 접근성 대비 종합지수를 이용해 유형을

회원국가 중 7위(104.0)로 상위권에 위치하여 강점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이고 있다. 이는 철도부문을 제외한 전 수단의 수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

송실적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 ‘이동 및 접근성 지수’, ‘종합지수’ 모두 취약한

녹색교통지수는 에스토니아, 체코, 터키 순으로

국가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산정된 가중치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일랜드가 가장 낮게 나타났

를 살펴보았을 때, ‘이동 및 접근성(0.346)’의 중요도

다. 한편, 우리나라는 21위(99.7)로 중위권 수준에 위

가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해보면, 이동 및 접근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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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교통물류종합지수 산정 결과
국가

이동 및 접근성

수송규모

녹색교통

안전성

종합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대한민국

97.8

22

104.0

7

99.7

21

96.8

26

98.9

21

일본

97.8

20

104.4

6

97.2

25

103.0

17

100.6

14

이스라엘

93.8

29

93.8

29

101.4

17

105.2

8

98.5

24

터키

91.1

32

97.9

18

106.2

3

79.8

34

91.1

33

호주

92.5

31

101.4

11

104.2

8

104.1

10

99.5

19

뉴질랜드

104.6

9

94.1

27

100.6

18

104.0

11

101.8

11

아이슬란드

97.8

21

91.8

34

104.1

9

105.6

3

100.0

15

노르웨이

95.6

25

94.0

28

94.4

31

105.8

1

98.3

25

덴마크

97.0

23

95.4

26

92.8

32

105.4

5

98.7

22

핀란드

94.5

28

95.7

24

104.5

6

105.5

4

99.6

18

에스토니아

100.3

14

110.9

3

106.7

1

103.0

16

104.1

6

아일랜드

95.7

24

93.8

30

89.5

34

105.8

2

97.5

27

영국

103.9

10

100.5

12

97.4

23

103.2

15

102.1

10

네덜란드

100.9

13

105.7

5

104.4

7

105.4

6

103.7

8

벨기에

99.7

16

97.6

21

104.6

5

93.0

29

97.9

26

룩셈부르크

116.3

2

113.7

2

97.3

24

101.3

20

108.4

1

프랑스

106.7

6

100.1

14

101.4

16

104.7

9

104.0

7

스위스

124.1

1

99.8

15

94.7

30

101.8

18

108.3

2

독일

108.3

4

106.9

4

102.8

12

103.6

13

105.8

3

오스트리아

106.8

5

100.2

13

97.1

26

101.0

23

102.3

9

폴란드

98.2

18

103.7

8

105.9

4

95.9

27

99.6

17

체코

112.2

3

102.5

10

106.3

2

99.7

25

105.6

4

슬로바키아

98.0

19

102.6

9

97.5

22

88.7

32

95.9

31

헝가리

106.6

7

97.6

20

103.2

10

89.9

30

99.2

20

슬로베니아

98.6

17

98.3

17

92.3

33

101.7

19

98.6

23

포르투갈

93.8

30

93.6

31

96.2

27

103.3

14

97.1

29

스페인

100.1

15

98.6

16

99.8

20

100.3

24

99.8

16

이탈리아

101.3

11

97.8

19

100.3

19

104.0

12

101.3

13

그리스

94.6

26

93.5

32

96.1

28

101.1

22

96.6

30

캐나다

94.6

27

97.4

22

95.5

29

101.2

21

97.3

28

미국

105.1

8

124.5

1

102.6

13

93.2

28

104.7

5

멕시코

90.5

34

95.5

25

101.4

15

83.7

33

90.9

34

칠레

90.6

33

93.1

33

101.9

14

89.1

31

92.2

32

스웨덴

101.1

12

96.2

23

102.9

11

105.3

7

101.7

12

문의 지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

치한 국가들은 ‘수송규모’가 OECD 회원국가의 평

며, 1사분면의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균에 비해 우수한데 반해, ‘종합지수’가 취약한 국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규모 대비 종합지수를 이

로 볼 수 있다.

용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우리

녹색교통 대비 종합지수를 이용해 유형을 살펴

나라는 현재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

본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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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은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은 안

‘종합지수’ 및 ‘녹색교통’ 지수가 OECD 회원국가의

전성 지수 및 종합지수가 OECD 회원국가의 평균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면에 위

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부문의

치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수단 도입

가중치가 높은데,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및 탄소배출 관련 적정 규제 등을 통해 종합지수를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한 교통안전 정책 및 차량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

안전성 대비 종합지수를 이용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3사 분

30

해 ‘교통사고’를 줄여 국제사회에서 ‘안전성 지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이동 및 접근성 지수 유형화

<그림 7> 수송규모 지수 유형화

<그림 8> 녹색교통지수 유형화

<그림 9> 안전성 지수 유형화

2017. 3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의 가중치 검증과 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붓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국토면적을 지닌 국가와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교통물류부문지수
산정을 위해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였

한편,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이 있었다.

고, 붓스트래핑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의 적정성을

첫째, 2013년 기준의 일관된 ‘국제교통통계’의 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를

득이 어려워 이를 최근 3개 연도 연평균 증가율을

산정하여 OECD 회원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이용하여 추정치를 사용한 국가들이 일부 존재한다.

종합지수 21위(98.2) 수준이다. 상위 항목별로는 이동

둘째, 국가별 특성에 따라 ‘특정 수단’이 존재하지

및 접근성은 22위, 수송규모는 7위, 녹색교통은 21위,

않는 국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는 철

안전성은 2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부문

도가 없는 국가이며, 스위스․룩셈부르크 등은 내륙

중 안전성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로 해운 인프라가 없는 국가들은 통계수치가

이에 우리나라의 교통물류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동 및 접근성’, ‘안전성’ 부문을 집중적

없다. 이는 국가경쟁력 지수 평가 시 각 국가들의
우수 또는 취약한 부문만 집중 반영될 수 있다.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중치

안전성 지표 통계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된 국토계수당 유효도로

다. 특히, 해운 사고 관련 통계치는 부정확하거나

연장, VKT당 교통사고사망자수 지표의 개선이 필

구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

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연장(고속도로, 국

은 것인지, 값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

도, 지방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며, 교통사고 사망

렵다.

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교통물류경쟁력지

통한 의식 개선, 교통 범칙금 강화와 같은 안전 정

수가 교통물류 정책부문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책이 요구된다.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에서 각기 다른 지표 및 산정
방식으로 발표되고 있는 교통부문의 지표체계를 일
원화 하고, 모든 수단을 종합한 국가교통물류지수
를 산정하였다. 또한, 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적
용된 가중치를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의 경쟁력 현황을 타
국가와 관계 속에서 객관적이며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회원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평균 이하인 항
목들은 SOC 부문의 개선 및 투자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계열적으로 교통물
류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및 기타 국가들
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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