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분권, 포용, 혁신에 기반을
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 지역을 연계하는 국가교통망은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실현과 지역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임
∙ 교통인프라 같은 물리적 시설은 큰 매몰비용을 동반하므로 포용과 혁신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각각 얼마나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남북축 중심의 교통망에 따른 교통소외지역의 발전저해 개선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방향설정도 필요함
∙ 국가교통망은 연장(km) 중심의 양적개념에서 소외지역 연계, 혼잡개선 등의
질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정치적 여건변화로 국토공간구조가 대륙연결형이 될 경우 폐쇄형에서 개방형
으로 교통망 구상도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적, 포용적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국가교통망 구상안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는 장래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하기 위해 현재 국토(남한), 한반도,
동북아로 구분하여 설정함
∙ 최단수형경로망을 구성하는 MST(Minimum Spanning Tree)알고리즘과 불규칙삼
각망을 형성하는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기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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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교통수단
∙ 본 연구의 교통망은 지역 간 연계측면에서 필요한 축 단위의 교통망 구상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수단별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음
□ 관련연구사례
∙ 현재 국토(남한)의 관련사례로는 고속도로, 철도망과 동서남해안발전계획을
검토하였음
∙ 한반도는 한반도 개발협력 프로젝트와 주요 한반도 교통망 계획 등을, 해외는
중국, 유럽, 미국사례를 검토
표 1 | 국내외 교통망연구 사례
구분

국내외 사례

남한

고속도로

국가철도망

동서남해안권 발전전략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한반도 교통물류 전략

북한 고속도로

중국 고속도로

유럽 TEN-T 교통망

미국 Hyperloop

한반도

해외

주: 상기 그림의 각 자료출처는 본 연구 제2장 국내외 사례연구 부분을 참조

iv

2. 지역간 통행여건 현황 분석
□ 전국 시군구간 통행 현황
∙ 각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로의 평균 통행시간 차이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 국가교통DB의 도로 및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통합한 후, 통행배정을 통
하여 지역 간 통행시간을 분석
표 2 | 분석 자료
분석네트워크(도로+KTX)

기종점 자료

자료: 국가교통DB의 도로 및 고속철도 네트워크 및 지역간 기종점 OD를 활용하여 작성

∙ 분석결과, 수도권과 충남내륙의 접근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20% 양호한 반면
남해안, 강원도, 경북의 접근성은 평균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망 공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충청권-동남권의 통행시간이 적었고,
국토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통행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주요 8개 도시에서 각 시군구까지의 평균 통행시간(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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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간 주요 통행 현황
∙ 시군구별 통행발생량 중 그 비율이 1%이상인 주 통행pair(기점-종점)를 선정
해 그 통행시간을 분석
∙ 이 분석은 주로 통행하는 시군구로의 통행pair만을 선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전국 시군구간 통행과 다르며, 주 통행 자료는 모바일 빅데이터로
구축한 기종점 통행량 자료(김종학 외. 2018)를 활용하여 분석함
표 3 | 권역별 주 통행pair 분포도
구분

주 통행pair 개수

시군구 개수

시군별 평균 통행pair 개수

수도권

1,496(41.8%)

79(31.6%)

19

동남권

570(15.9%)

43(17.2%)

13

호남권

504(14.1%)

42(16.8%)

12

충청권

497(13.9%)

36(14.4%)

14

대경권

381(10.7%)

32(12.8%)

12

강원권

127(3.6%)

18(7.2%)

7

합계/평균

3,575 (100%)

250 (100%)

평균: 12.8

자료: 저자 작성

∙ 전국 시군구간 3,575개 주요 통행pair에 대해 네이버 길찾기 기능을 웹 크롤링
기능을 이용해 시·구·군청 간 통행시간 및 거리를 조사하였음
∙ 이론적으로 시군구간 경로 데이터는 약 6만 개 이상의 검색이 필요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 과정을 자동화 하는 웹 크롤링을 수행
그림 2 | R을 활용한 웹크롤링 코드 및 결과
웹크롤링 코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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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 결과

그림 3 | 권역별 주요 통행 분포도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동남권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 전국 시군구별 주 통행에 대한 통행시간은 통계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치는 군 53.1분, 시 47.5분, 특별광역시가 32.6분으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주요 통행의 통행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접시군구간 통행현황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접시군구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ArcGis를 이용
하여 TIN(불규칙 삼각망)형태로 도출한 후 각 링크의 통행속도와 우회율을
조사하였음
∙ 도출된 불규칙 삼각망(663개)를 대상으로 통행시간과 우회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사분면 분석에 적용하여 개선 필요 교통망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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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개선 교통축 도출방법: 사분면 분석
1사분면

- 우회율은 크고 통행속도가 높은 축

2사분면

- 우회율 작고 통행속도가 높은 양호한 교통축

3사분면

- 우회율은 작지만 통행속도가 낮은 교통축

4사분면

- 우회율 크고, 통행속도 낮은 교통축

자료: 저자 작성

∙ 사분면 분석 결과 및 교통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한 교통축을 선
정한 결과 충청권 2개, 호남권 2개, 대경권1개, 동남권2개로 나타남
그림 5 | 지방권 개선필요 광역교통축
①
②
③

④
⑤

홍성군-예산군-아산시-천안시
서북구 (충청권)
공주시-세종시-청주시-증평군
(충청권)
옥천군-영동군-금산군-전주시
-김제시
(충청권-전북권)
영천시-경산시-대구시
동구-성주군
(대경권)
산청군-합천군-창녕군-밀양시
(동남권)

⑥

의령군-함안군-창원시-김해부산기장군
(동남권)

⑦

화순군-광주시 서구-광주시
광산구 (호남권)

자료: 저자 작성

∙ 수도권 사분면 분석결과, 동서축6개, 남북축6개가 혼잡개선이 필요한 수도권
광역교통축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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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수도권 개선필요 광역교통축(6ⅹ6)

남북
축
6
개

동서
축
6
개

구분

구간

①

고양시-서울 강서구-부천시-시흥시-안산 상록구

②

의정부-서울 노원구-서울 중구-서울 용산구-서울
동작구-서울 관악구-안양시-의왕시

③

서울 노원구-구리시-서울시 강동구-서울시 송파구

④

남양주시-하남시

⑤

서울 동대문구-성남 중원구-성남 분당구

⑥

부천시-광명시-군포시-오산시

구분

구간

①

일산 서구-일산 동구-일산 덕양구-서울
은평구-서울 노원구-서대문구

②

인천 서구-서울 마포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중구-구리시-남양주시

③

인천 중구-부천시-서울 구로구-서울
영등포구-서울 서초구-서울 강남구-하남시

④

시흥시-광명시-안양시-과천시-서울
서초구-서울시 강남구

⑤

화성시-안산 상록구-의왕시-성남 분당구

⑥

오산시-이천시-여주시

자료: 저자 작성

3. 포용과 혁신의 국가교통망 구상
1) 포용 및 혁신개념 적용방향
□ 정책방향 검토
∙ 국가발전 전략상의‘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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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안)」 p1

∙ 현 국토에는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포용적 개념을, 동북아 공간범위에는 혁신적
관점에서 미래교통수단 중 초고속열차 활용을 전제로 하고자 함
그림 8 | 국가교통망 구상의 공간범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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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망 구상의 공간범위는 3개로 구분하고 각 공간범위별 구상 깊이는 차별적
으로 진행함
그림 9 | 국가교통망 구상을 위한 혁신과 포용의 공간위계별 적용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포용적 국가교통망(현 국토) 구상
□ 구상 과정 및 연계유형별 교통망 구상
∙ 현재 국토의 국가교통망은 그림 12처럼 연계유형 구분, 연계지역 선정 등과
같은 6단계 과정을 거쳐 도출하였고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동남권, 대경권 등 6개로 구분
∙ 먼저 연계유형을 대도시, 중소도시, 해안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인구
를 기준으로 연계 도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연계도시들을 선정함
∙ 중소도시 연계유형은 수도권을 제외한 5개권역의 주요도시간을 연계하는데
적합한 교통망을 구상하는 것으로 인구규모별로 권역 연계도시를 선정
∙ MST(최소걸침수형망) 분석은 3개 연계유형의 각 시나리오별로 수행하였고
연계유형별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종합화 하여 교통망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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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현재 국토(남한) 국가 교통망 구상과정

자료: 저자 작성

◦ 대도시간 연계
∙ 전국 151개 시군중 인구 기준 상위 10위에서 40위까지 4개 시나리오에 대한
대도시 연계 교통망을 MST로 분석한 결과, S1(인구10위 도시간)와 S2(인구20위 도시
간)에선 경부/호남축 중심의 교통축 및 대구-창원-부산-울산축 교통망이 형성됨
∙ S3(인구30위 도시간) 시나리오는 남해안을 경유하는 U자형 교통망과 수도권-강원도
연계망이 형성됨
그림 11 | 대도시간 연계 교통망
S1:10개 도시 선택
(592.4 km)

S2:20개 도시 선택
(688.6 km)

주: 상기연장은 지역 간 도시를 연결하는 직선연장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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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30개 도시 선택
(865.5 km)

S4: 40개 도시 선택
(1107.3 km)

◦ 지방권역 중소도시간 연계
∙ 지방5개권역의 인구규모 각 상위 2개에서 5개까지 연계지역을 달리해 MST분
석을 통해 교통망을 도출
∙ 도출결과, 모든 시나리오 에서 호남권-충청권-강원권 연계형의 교통망이 도출
되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그 형상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 지방권역간 연계 교통망
S1: 권역별 2개 도시
(611.1 km)

S2:권역별 3개 도시
(804.5 km)

S3: 권역별 4개 도시
(891.1 km)

S4:권역별 5개 도시
(1041.7 km)

주: 상기연장은 지역간 도시를 연결하는 직선연장임
자료: 저자 작성

◦ 해안권 연계
∙ 6개 권역의 해안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기준의 4개 시나리오별 교통망을 MST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4개 시나리오를 합치면 □형태의 교통망이 도출됨
그림 13 | 해안권역 도시를 고려한 노선망

① 인구 20만 명 이상 해안 도시

② 권역 별 해안권역 3개 선택

③ 권역 별 해안도시 4개

④ 권역 내 상위 인구상위
5개 도시 제외 지역연계

해안권역 노선 중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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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연계유형 교통망 중첩
∙ 대도시 연계, 권역별 연계를 중첩한 전국X 교통망과 해안권 4개 시나리오를
중첩한 □자 형의 교통망이 중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 3개 유형 교통망 중첩
대도시10개+권역별5개(A)

종합1

인구 20만 이상 해안권 도시(B1)

+

=

해안권역 3개(B2)

+

종합2

=

해안권역 4개(B3)

+

종합3

=

권역별3개(B4)

+

종합4

=

자료: 저자 작성

∙ 중첩 결과, 연계유형3개의 지역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림 17과 같은 ⊠(Shield,
방패)형의 교통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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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형 교통망의 특징은 주요 대도시와 권역별 주요도시 및 해안권 도시들의 유
기적 연계 가능, 인접권역간을 삼각형으로 연계하는 4개의 순환 교통망 형성 가
능,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대도시의 발전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고
지방권 성장효과가 해안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15 | 방패형 국가 교통망 구상
<연계유형별 MST 분석 교통망 중첩>

<방폐형 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3) 혁신적 국가교통망 구상
□ 한반도 교통망
∙ 분석은 남과북의 연계도시를 인구기준으로 각 5개, 7개, 10개로 달리하여
MST 분석을 통해 교통망을 도출함
∙ 추출결과, 남북한 14개 도시간을 연결하는 장래 한반도 교통망은 역π형태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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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한반도 교통망 구상(안)
남북 인구 상위 5개 도시 선택
(1244.93km)

남북 인구 상위 7개 도시 선택
(1462.82km)

남북 인구 상위 10개 도시 선택
(1723.43km)

주: 경원선, 동해선, 강릉선 사업계획은 기 반영
자료: 저자 작성

□ 동북아 교통망 구상
∙ 동북아 교통망 시나리오는 중국 해안권 주요도시 일부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1에 중국내륙도시, 몽골, 극동 러시아 주요도시를 추가
한 교통망으로 구성함
그림 16 | 동북아 초고속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 설정한 2개 동북아 교통망 시나리오에 초고속수단 3개 대안을 반영해 교통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간 통행시간의 변화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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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1의 교통망은 중국내륙 연계노선은 없고 베이징 남측 해안도시 들을
연계하기 때문에 중국의 남북축 압축효과가 있고 동서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남
∙ 시나리오2의 교통망은 다양한 중국 도시들과 러시아 도시들을 연계하는 교통망
으로 압축효과도 동서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남
∙ 초고속열차 도입 시 몽골, 중국내륙, 러시아까지 모두 연결되어 국가 간 통행시
간 단축으로 국경 없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표 5 | 시나리오별 수단대안별 공간 압축효과

시
나
리
오
1

시
나
리
오
2

구분

cell 개수

cell x,y 크기

cell 크기
고려면적
(억만㎡)

미시행 대비면적
비율

미시행

공간
압축효과

2,024,549

2,437.73

120,309.50

100.0%

-

300km/h

1,931,507

2,064.60

82,331.54

68.4%

31.6%

600km/h

2,316,081

1,532.62

54,403.18

45.2%

54.8%

1200km/h

2,372,876

1,391.09

45,918.06

38.2%

61.8%

300km/h

1,516,031

1,821.70

50,310.72

41.8%

58.2%

600km/h

1,666,057

1,150.47

22,051.53

18.3%

81.7%

1200km/h

1,466,617

967.00

13,714.17

11.4%

88.6%

수단대안

수단대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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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제언 및 결론

1) 정책 활용방안
□ 정책연구 방법론 활용
∙ 본 연구에서 제시한 TIN(불규칙형 삼각망), MST(최단경로수형망), 웹 크롤
링 기법 등은 관련 공간. 교통계획에서 현황평가 및 축 발굴하는 기법 등으로
활용 가능함
◦ TIN(불규칙 삼각망) 분석방법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적용한 TIN(불규칙 삼각망)은 인접 교통존과의 연결을 전제로 하
므로 교통축 형성패턴과 교통문제 축 구간을 설정하는데 활용 가능함
∙ TIN망은 공간위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국망, 광역교통망, 생활권
교통망 등 다양한 공간위계별로 적용하여 현황파악을 통한 교통망 구상에 활용
가능함
그림 17 | 교통축 설정 및 평가 방법
기종점 통행량의 희망선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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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불규칙 삼각망) 기법

◦ MST(최단경로수형망) 기법을 이용한 교통망 구상
∙ 본 연구에서 활용한 MST 기법은 연계목적별로 중복없는 교통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계유형별 교통망 도출 후 종합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활용가능하며 북한과 같이 교통망을 새로이 구상해야할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
∙ MST 기법은 기존 교통수요 분석보다 자료구조가 간단하여 단기간에 교통망 형
태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방법임
□ 교통축 설정을 통한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
∙ 그 동안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 국가철도망 계획 등은 축 단위 분석에 근거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국회 등의 요청중심의 사업을 검토해
수단간 중복노선, 네트워크 파급효과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교통수단별 그리고 도로위계별로 특정 교통축의 교통망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축별 교통사업 정리를 통해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국토기본법 상에서 국가가 관리해야할
교통축을 선정하고 도로, 철도 계획 등에서 이 축 구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대도시간 연계, 인구20만 이상의 중소도시 연계, 인근시군구간 연계, 인근동면
연계로 구분된 교통망을 TIN기법을 통해 행정위계별 교통축을 제시
∙ 교통축 단위로 통행속도, 우회율 등의 이용현황 정보와 운영중, 계획예정 도로,
철도 정보 기입 시 신규관리, 건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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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 행정위계별 교통축(link)
주요 대도시 연계
6개 대도시

인구20만 도시연계
(시구116개,
링크334개)

인근시군구 연계
(노드247개,
링크663개)

인근읍면동 연계
(노드3435개,
링크10232개)

자료: 저자 작성

□ 관련 제도개선
∙ 체계적인 교통축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기본법에서 국가관리 교통축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법인 국가체계효율화법에서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함
∙ 국토기본법 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교통축단
위의 교통시설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6 | 국토기본법 제4조4목 신설
관련법

내용

신설방향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
(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도로, 철도 교통시설은 일관된
국가간선 교통축별 검토를 통해
체계적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료: http://www.law.go.kr/ (2019년 6월 14일 검색)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상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국
가교통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관리해야할 국가간선교통축을 설정하고
도로, 철도계획시 여기서 설정한 축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으
로 제시해야 함
∙ 또한 국가교통조사에서 해당축의 교통시설현황, 운영현화, 계획현황 등을 조사
하여 국가가 주요 교통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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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활용방안
관련법

내용

개선방향

제4조(국가기간
②항의 2목
2. 공간위계별 교통축 설정을 통한 종합적
교통망계획의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수립 등)
②항의 1,3 목
1. 국가간선교통축별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
제6조(중기 교통
1. 교통시설의 공급 목표와 투자의 기본 방향
와 투자의 기본 방향
시설투자계획
3.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 3. 국가간선교통축별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의 수립)
원 배분의 설정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제12조(국가교통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
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 1. 국가간선교통축별 교통시설현황, 운영현
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황, 계획현황 등을 조사한다.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료: http://www.law.go.kr/ (2019년 6월 14일 검색)

□ 관련법정 계획 활용
◦ 중장기 교통망 계획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도권과 지방권의 교통개선 필요축은 통행속도가 낮고 우
회율도 높다는 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국가기간교통망 등의 관련계획
에서 활용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9 | 수도권과 지방권 개선필요 교통망
수도권

지방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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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공간 계획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망은 현재 기준의 국토공
간에 부합하는 국가교통망과 미래 정치적 여건변화로 통행범위가 한반도, 동북
아로 확장되었을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교통망은 대도시의 성장 파급이 중소도시와 해안권으로
이어지고 해안권과 중소도시의 인력과 자원 등의 원활환 교류기회 제고를 통한
포용적 국가성장을 위한 교통망임
∙ 또한 2020년에 수립완료 및 고시해야하는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
획 등에서 거시적 차원의 교통망 구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20 | 공간위계별 교통망 제시
방패형(shield) 국가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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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교통망

2) 결론
□ 연구의 의의
∙ 본 연구는 관련 법정계획 등이 새로이 수립되는 시점에 국토공간의 포용적 개발
에 부합한 교통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미래국토공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로 공간범위를
확장해 교통망을 제시함
∙ 통행자 입장에서 공공이 관리해야할 교통축 단위를 대도시간 통행에서 인접 동
면 통행에 이르기까지 통행의 모든 위계를 TIN 기법을 고려해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지역별 통행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통행빈도별 통행시간을 고려했다는 점에
서 이용자 관점의 통행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됨
□ 향후 과제
∙ 육로 교통망 위주로 교통망을 구상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에는 중장거리
항공노선과도서지역 통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교통망 구상 시 좀 더 다양한 연계도시 대안을 통한 한반도 교통망 대안
도출이 필요함
∙ TIN 기법에서 도출한 공간위계별 삼각교통망의 통행여건 검토를 통한 교통망
도출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 동북아 네트워크를 확장해 신남방/북방 정책국가 들로 확장하여 검토하는 노력
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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