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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 교통수요 중심의 교통망 접근에서 국가성장을 위한 포용
관점에서 국가교통망을 구상안을 MST, TIN 기법을 적용해 축 단위의 교통망 구상방법 적용
* MST(Minimum Spanning Tree, 최단거리수형망): 선정 지역들을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교통망 도출
*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불규칙 삼각망): 지역간 연계를 위한 불규칙 삼각망 도출

 (연계유형 차별화) 국가차원에서 연계해야할 지역을 대도시간, 지방권역별 대도시간, 해안
권 도시간 등 국토균형관점에서의 연계유형을 설정
* 서울 중심의 교통망에서 탈피하고자 연계유형에 지방 대도시간, 해안권도시간을 추가함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상) MST 분석을 통해 포용적 국가교통망을 방패형 교통망으로 제안
* 서울과 지방대도시를 연계하는 교통망은 入(들입), 지방 권역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은 人(사람인), 해안
권은 □자 교통망으로, 3개 유형을 합해 방패형 ⊠(Shield)형의 교통망을 구상
전국 대도시간 연계(入)

+ 지방권 대도시간 연계(人)

+

해안권 연계(□)

=

방패형 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 TIN 기법을 이용해 공간위계별로 제시한 교통축은 향후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가능
 (법정계획 활용) 본 연구 제시한 방패형 교통망은 중장기 공간계획, 교통망 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
 (미래교통망) 미래여건에 대비하여 제시한 한반도, 동북아 교통망은 개방형 국토형성을 위
한 정책마련에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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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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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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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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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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장은 포용과 혁신가치를 담은 국가교통망 구상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한 공간적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기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분권, 포용, 혁신에 기반을 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2018년 2월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시하였다. 고속도
로와 고속철도 등의 국가교통망은 이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다. 최근 포용정책(Inclusive policy)은
균형발전과 접목해 주요 정책의제가 되었으며 조건 없는 포용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사
회적 문제로 되돌아 올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Ede Ijjasz(2018)1)은 효과적인 지역
개발은 획일(Uniformity)이 아니라 Unity(통합, 연계)라고 주장하였다. 포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대상)를 어떠한 방법(수단)으로 얼마나(정도) 수용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것은 포용정책이 혁신(Innovation)적 가치를 포함할 필요
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인프라와 같은 물리적 시설은 한번 설치로 되
돌릴 수 없는 큰 매몰비용이 발생하므로 포용과 혁신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각각 얼마나
1) Ede Ijjasz 외(2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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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현재의 국가교통망은 주요 대도시들이 국토끝단
에 남북방향으로 위치해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축 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강원, 경북,
경기 북부 등은 국가교통망의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심의 국가
교통체계의 필요성은 있지만 교통시설이 지역발전과 연계됨을 고려할 때 일극중심의
교통체계는 포용적 국토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교통망과 관련된 국
가의 목표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IC 30분내 접근이외에
목표설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리적 확충의 적절성을 여러 가지로 판단 할 수 있지만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목표설정은 포용과 혁신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국가교통망은
연장(km) 중심의 양적개념 보다는 생활권 연계, 혼잡개선 등의 질적 개념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 특히, Boring tunnel, 초고속열차, 자율주행 등으로 도로와 철도의 경계
가 모호해 지는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은 정치
적 여건변화로 국토공간구조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한반도 교통망은 남과 북이 별도로 검토하였으나 통합해 검토할 필요도
있다. 포용과 혁신 가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교통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객관
적 성과 평가 와 미래지향적 국가교통망 구상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여건변화에 부합하면서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국가교통망의 구
상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세부목표는 개념 정립 및 목표설정, 포용과 혁신가치를 담
은 국가교통망 구상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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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내용범위 : 육상교통망
본 연구는 남한, 한반도, 동북아로 구분하고 연구내용은 차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남
한의 경우 현재 국토 내용은 공간위계별(권역, 대도시, 중소도시, 인접시군) 등으로
구분하여 교통축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남북한 주요도시를 연계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교통망을 MST(최단경로수형망)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북아
의 경우 동북아 1일 생활권 구상을 위한 초고속열차(하이퍼 루프) 도입효과를 분석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시·공간범위 : 남한, 한반도, 동북아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급적 구득가능한 최신자료를 활용하였다. 2018년 KTDB
배포판, 2018년 4월의 모바일 빅데이터, 동북아 네트워크는 2019년 2월 접속한 오픈
소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으며 인구는 2017년 자료를 적용하였다. 공간범위는 남한,
한반도, 동북아로 구분하였다.
그림 1-1 | 연구의 공간 범위
현재 국토

한반도

동북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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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관련 이론 및 계획검토
OECD, UN, 국내연구기관 연구자료를 검토하였다.

(2) TIN(불규칙 삼각망) 기법 적용
불규칙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은 지표면이나 해저면의 구조
를 비정형의 삼각형 집합으로 표현하여 지리데이터화 하는 방식이다. 점(Nodes), 경계
(Edges), 삼각형(Triangle)의 3단계의 자료구조를 통해 형성되어 연속적이며 서로 중
첩되지 않는 삼각망으로 표현된다. x, y, z좌표를 잇는 점들의 집합을 기본으로 하여
지표면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1-2 | 불규칙삼각망의 예시

자료: https://www.slideshare.net/kwnam4u/l10-73129482

(3) MST(최단경로수형망) 분석기법 적용 및 데이터 공간분석
분석공간 범위 경유지를 선정 후, 선정경유지를
경유하는 최단 또는 격차완화 교통망을 도출하는
MST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고속열차 압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통네트워크 분석과 좌표
변환 등의 공간기법 등을 활용하였다.

6

(MST 분석)

(공간분석)

자료: 김종학 외(2011, 68)

자료: 저자 작성

3. 연구의 틀
그림 1-3 | 연구의 구성과 흐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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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1) 학술적 기여도
본 연구는 기존 버스노선망 구현 등에 활용한 MST 분석기법을 국가교통망 차원에서
적용하고 목적함수에 효율성과 형평성 요인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
다. 또한, 지리학 분야에서 활용하는 TIN 기법을 교통분야에 적용해 기존 희망선도,
실제교통망 사이의 공백을 삼각망으로 연계함으로써 교통망 구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
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정책 기여도
목표연도가 2030, 2040년 관련계획들의 장래 망 형태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정계획 활용 가능성이 높고 장래 국가교통망이 구현해야할 목표치를 검토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치적 여건변화로 단절된 구토공간구조가 개방형이 될
것으로 전제한 한반도 미래 국가교통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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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이상준 외(2013)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반도 차원에서의 국토·인프라
개발 구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재훈 외(2013)에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차원에서의 교통망 구상 전략을 모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2017)에서는 국가
종합교통망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최상위 국가교통계획의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
상위계획의 실현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김종학 외(2017)에서는 초고속교통
수단의 도입 시에 예상되는 영향에 주목하여, 장래 교통 여건 및 국토 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내 공간의 압축 패턴을 시각화하였다.
한편 문정호 외(2016)에서는 추상적인 포용의 개념을 정립하여, 포용적 국토를 조
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교통망 구상에서 공간위계로 교통축을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단순교통축과 차별된다. 기존연구는 대상 공간범위의 인집 지역간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연결대상 지역의 위계를 구분하는데 소홀하였다. 본 연구는 5차국토계획,
도로, 철도망 법정계획의 수립시점 전에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각 지자체 요청에 의한 사업을 발
굴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또는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교통축을 선행적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교통망을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이론, 웹
크롤링 기법,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특히, 유럽의 TEN-T 등
에서 적용하고 있는 축(네트워크 회랑)단위의 교통망 구상 방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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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1

∙ 과제명: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 국내외 문헌조사
∙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 비용과 경제적 효과
∙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
∙ 연구자: 이상준 외(2013)
계량분석(투입산출
전략의 도출
∙ 연구목적: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인프라
모형 등)
∙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경
부문 핵심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실천과제 ∙ AHP 등 전문가 설
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제시
문조사

2

∙ 한국과 중국의 현황 및 사회
∙ 과제명: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한반도 신 ∙ 주요 사회경제지표
여건 진단
동향 검토
교통물류 전략 구상
∙ 중국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 국내외 중장기 계획
∙ 연구자: 이재훈 외(2013)
활용전략 및 실천 과제 도출
검토
∙ 연구목적: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신교
∙ 국내외 문헌 검토
발전전략과 교통물류전략 수립
통물류전략 구상 및 제시

3

∙ 과제명: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연구자: 문정호 외(2016)
∙ 연구목적: 포용적 국토의 개념 정립 및 포용
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4

∙ 과제명: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 컴팩트 국토 개념정립과 해외
국토 형성방안 연구
∙ 네트워크 분석(MST, 사례 검토
∙ 연구자: 김종학 외(2017)
지역간 통행시간 분석) ∙ 거주·이동·소비의 국토공간
∙ 연구목적: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사례 ∙ GIS 분석(SDE 분석) 이용 변화
지역의 시간거리와 교류권 변화분석을 통한 ∙ 계량분석(로짓모형) ∙ 국토공간 압축효과 및 통근·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방안 제시
업무교류권 변화

5

∙ 과제명: 국가도로망의 효율성 평가지표 ㅐ발
∙ 관련법령 조사
및 운영전략
∙ 국내 연구사례 조사
∙ 연구자: 유정복 외(2016)
∙ 전문가 설문조사
∙ 연구목적: 국가종합교통망 수정을 위한 기초
∙ 기초 통계분석
연구

본 연구

∙ 문헌조사
∙ 정성적·서술적·
∙ 포용 개념의 규범성 및 철학적
연역적 측면의 접근 의의
∙ 숙고적 접근 방식 ∙ 포용적 국토의 정책 개념 정립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핵심 정책이슈·정책대상 도출
∙ 분석적 계층화 과정 및 정책과제 제시
(AHP)

∙
∙
∙
∙
∙

문제점 및 성과평가
관련법령 상세 분석
교통망 구축 및 관리방안
국가종합 미래 교통상 제시
재원분담방안 제시

∙ 관련연구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과제명: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 문헌검토
∙ 교통망 이용현황 분석
연구
∙ 공간정보분석
∙ 공간위계별 교통망 구상방향
∙ 연구목적: 미래 국가발전과 지역성장을 지원 ∙ 교통네트워크 분석
∙ 구상 교통망 제시
하는 국가교통망 제시
∙ Big data 분석
∙ 정책활용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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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국내외 사례 검토
2장은 국가교통망 구상과 관련해 국내의 도로, 철도 등의 법정교통계획에서 제시한 교통망과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한반도 교통망 연구를 검토하였다. 해외사례는 호주,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유럽 Ten-T를 검토 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내연구
1) 교통망 관련 법정계획
(1)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20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향후 구축
될 국가기간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투자기본정책을 설정하는 계획이다.’99
년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이 수립되었으며, ’07년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이 수립, ’11년에 제2차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도로, 철도, 항만, 공
항 등 각 세부 계획의 기간 불일치로 인하여 전체 계획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1 |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목표 및 추진체계

자료: 국토교통부(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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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 목표 및 주요추진과제
4대 목표

주요추진과제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KTX중심 철도 고속화 및 도로 기능 효율화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인터모달리즘 실현을 위한 물류거점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육·해·공 통합 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국제교통·물류시장 통합 대응
∙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전환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검색 체계 강화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자료: 국토교통부(2011, 4~9)

(2)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2016~2020)
기존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도로법 개정에 따라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로 개편하
게 되었고, 10년 단위로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국가도로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되는
계획으로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목표는 ‘경제활
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를 핵심가치로 두
고 각각의 세부목표와 주요 추진과제를 계획하였다. 미래도로 정책방향으로는 미래 핵
심이슈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에너지, 공간 활용, AI, 친환경, 교통사고 제로, 유라시
아 교통망 등의 7대 비전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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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핵심가치

4대 목표

주요추진과제
∙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 도로투자 효율화

경제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 소통·협업 강화
∙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안전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 도로 교통사고 예방
∙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 교통혼잡 개선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행복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

∙ 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 도로 운영관리체계 개편
∙ 도로환경 개선

미래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

∙ 알파道 실현, 에너지 생산도로 등 7대 미래상 실현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2016a, 2)

(3)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
며, 고속도로 건설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선정,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특징은 미래수요를
감안하여 신규 수요를 대응하고,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재정비를 하고자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표 2-3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핵심가치 및 추진과제
핵심가치
행복
경제
미래

추진과제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미래(통일)을 준비하는 고속도로 건설

자료: 국토교통부(20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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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고속도로 남북 및 동서축 노선

자료(좌): 국토교통부(2017, 55-56)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2020년 도로상으로는 고속도로 5천km시대를 맞이하여
교통혼잡 개선 및 낙후지역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의 행복 증대와 경제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림 2-3 | 2020년 지역간 평균이동시간

자료: 국토교통부(201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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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성과는 먼저 국토 균형발전 촉진측면으로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을 2015년
기준 187분에서 2020년 174분으로 약 13분가량 단축시키고, 동서축 간선도로 확충으
로 연계성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전 국토의 78.2%가 고속도로에 30분 이내 진입이 가
능하고, 전체 인구 중 고속도로 30분 내 접근가능인구는 95.8%로 증가할 것이다. 교
통 혼잡개선측면으로는 장래 고속도로 혼잡구간 49.4% 및 상습정체구간 57.6%가 해
소되어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와 주요 물류거점시
설의 평균 이격거리가 5.4% 감축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도로망 사업을 구축한다.

그림 2-4 | 2020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지역 및 인구

자료: 국토교통부(201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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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단
위의 중장기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차 국
가철도망구축계획의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로서, 효율적이고 경
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4 |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추진과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통근시간 단축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철도물류 활성화
통일시대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대비

세부추진계획
∙
∙
∙
∙

용량부족
철도운영
고속철도
일반철도

∙
∙
∙
∙
∙
∙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지방대도시권은 기존철도를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노후철도 시설 적기 개량 및 철도운행 안전성 강화
철도이용편의 제고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화물취급시설 개선

해소하여 전체 이용률 제고
단절구간 연결, 시설수준 일치
수혜지역 확대
고속화 개량 및 고속화 일반철도 신설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철도 연결
∙ 남북/대륙철도 운송을 차질 없이 준비

자료: 국토교통부(2016b, 2)

그림 2-5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전국과 수도권

자료: 국토교통부(2016b,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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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망 구상 관련 연구
포용적 국토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계획과 한
반도 교통망 구상 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1) 해안권 발전계획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본 법안의 목적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 문화,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권역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해양관광산업·문화관광산업 진흥 시
책 시행 및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이 목적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표 2-5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제21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① 해안권 및 내륙권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둔다.
자료: www.law.go.kr/ (2019년 3월 11일 검색)

표 2-6 | 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하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자료: www.law.go.kr/ (2019년 3월 1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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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권 발전 전략
정부의 해안권 발전전략은 동서남해안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서해
안은 경기만권 디스플레이 허브, 충청의 글로벌 관광,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등을 주력
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해안권은 다도해, 남도문화, 한려수도를 연결하는 해상레
저벨트를 동해안은 해안선을 축으로 에너지 관광발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해안권 발전전략은 해안권 도시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관광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2-6 | 동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자료: http://www.molit.go.kr/cola/USR/WPGE0201/m_34761/DTL.jsp?lnum=1&snum=1&tnum=1
(2019년 3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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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교통망 연구
북한 교통망 연구는 공간개발, 도로, 철도, 물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북한공간개발 연구
이상준 외(2013)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개발협력을 위한 11개 프로젝트를 동
부축, 서부축 경제회랑을 제시하면서 X자형 개발구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2-7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자료(좌): 이상준 외(2013. 13)
자료(우): 상동,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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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고속도로
도로교통연구원(2015)은 기존연구 등을 고려해 노선을 설정하고 기존연구에서 검토
한 노선에서 중복되는 노선은 핵심노선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노선과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또한, 7*9 고속도로망과 연계가 필요한 노선은 신규노선으로 제시하였고 AHP
조사를 통해 구축운선순위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8 | 북한 고속도로망

자료(좌): 도로교통연구원(2015. 61)
자료(우): 상동, 62

□ 한반도 철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도한 동아일보1) 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 고속화 철
도 등으로 구분하여 H자형 철도망 구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국토교통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연구(2017) 용역결과를 보도한 기사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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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관련 연구

자료(좌): 도로교통연구원(2015. 222)
자료(우): 동아일보(2017)

□ 한반도 물류
이재훈 외(2013)은 중국의 부상에 부응한 한반도 신 교통물류 전략 구상 연구에서
고속철도, 국내외 해저터널 등을 이용한 교통망 구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2-10 | 한반도 신 교통물류 전략 구상

자료: 이재훈 외(20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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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한중 해저터널
□ 한일 해저터널
부산~일본 규슈 간을 해저터널로 일한 터널연구회에서는 카라츠∼이끼∼쓰시마∼거
제도(217.64㎞)를 연결하는 B안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으며,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쓰시마∼이끼∼후쿠오카(222.64km)를 연결하는 C-1안을 최적대안으로 제시
한바가 있다.
그림 2-11 | 한일 해저터널 대안노선

자료: 최치국 외(2009, 119)

건설비용은 후쿠오카∼부산(C-1안)이 약 92조원(건설기간 10년), 카라츠∼거제도
∼부산이 약 100조원(건설기간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부산
구간(222.64km) 구간의 최대수심은 190m, 해저거리는 146.81km로 나타난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성될 경우 2050년 여객수요는 2,240만명, 화물수요는 275∼587천TEU
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는 약 100조원 이상의 건설비 충당문제, 수
심이 깊은 대한해협 굴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한일
간의 역사적, 외교적 현안문제 등 많은 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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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저터널
한국(인천 등) ~ 중국 웨이하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으로 4개 대안이 거론되
고 있으며, 대안에 따라 연장은 221∼286km에 달한다. 중국의 웨이하이에서 인천을
연결할 경우는 341km, 화성을 연결할 경우는 373km, 평택을 연결하는 경우는 386km,
옹진을 연결할 경우는 221km로 나타났다. 해상거리는 각각 332km, 330km, 348km,
207km이며, 최대 수심은 약 72m로 나타났다.

그림 2-12 | 한일 해저터널 대안노선

자료: 조응래(2009, 22~23)

건설비용은 대안별로 각각 123조원, 117조원, 128조원, 73조원으로 추정되며, 건
설기간은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해저터널이 완성될 경우 2040년
여객수요는 268∼509만명, 화물수요는 4,780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중 해저터
널은 300km가 넘는 연장으로 인한 막대한 건설비와 안전문제, 낮은 경제성 문제가 가
장 큰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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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기존의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여 해저터널 건설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해저터널 건설에는 해저 환경 요인에 따라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과 조사기간, 공사기간이 요구되며, 특히 막대한 건설비용 확보 문제
와 투입되는 건설비에 비해 상대적은 낮은 경제성 문제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건설비 부담, 건설방식, 운영방식 등
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저터널 건설은 완공되면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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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연구
1) 유럽 TEN-T
(1) 개요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TEN-T)는 EU 회원국의 도로, 철도, 내륙
수로, 해상 운송로, 항만, 공항 및 터미널의 개발을 위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정책이다. TEN-T의 목적은 EU 회원국의 교통네트워크 간에 존재하
는 격차를 줄이고, 병목 현상을 없애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또한 EU
의 사회적, 경제적 및 영토적 통합을 강화하고, 유럽 교통권의 단일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12개 회원국은 교통, 에너지 및 통신 분야에서 지속적
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기
로 결정하였다. 1996년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첫 번째 지침에서 유럽 교통네트
워크의 개발을 위해 국가 간 교통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계
획은 1995-1999, 2000-2006, 2007-2013, 2014-2020으로 4회 갱신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2010년 이전에 착수해야 할 30개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에서 2014년부
터는 유럽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9개 핵심 네트워크 회랑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2007-2013 TEN-T
TEN-T 프로젝트는 유럽교통네트워크의 결합, 상호 연결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
고, 연결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TEN-T 프로젝트에는 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
공, 물류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된 수백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위 기간 중
30개의 우선 프로젝트(또는 축)가 회원국의 제안과 유럽 부가 가치와 운송의 지속 가
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토대로 선정되었다. 30개 프로젝트는 18개의 철도 프로젝
트, 8개의 도로 프로젝트, 3개의 철도-도로 혼합 프로젝트, 2개의 내륙수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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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수송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되었다.

(3) 30개 우선 프로젝트(30 Priority Projects) 추진현황
699개 세부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23개 사업(32%)이 완료되었고, 439개 사업
(63%)이 추진 중이며, 37개 사업(5%)은 취소되었다.
그림 2-13 | TEN-T 30개 우선 프로젝트 세부 사업 추진현황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2007-2013 TEN-T 프로그램 예산규모는 80.1억€이었다.(1993-1999은 22억€,
2000-2006은 44.3억€)
그림 2-14 | TEN-T 30개 우선 프로젝트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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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 교통수단별 TEN-T 30개 우선 프로젝트 사업 현황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TEN-T 자금은 주로 제안서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으며, 제안서 평가
기준은 TEN-T 우선순위 및 정책목표, 완성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품질(완전성, 명
확성, 안정성, 일관성) 등이다.

(4) 2014-2020 TEN-T
TEN-T 네트워크는 포괄 네트워크(Comprehensive Network)와 핵심 네트워크
(Core Network)로 나뉘어진다. 포괄 네트워크는 모든 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것
이며, 핵심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노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핵심 네트워크는
Baltic-Adriatic Corridor, North Sea Baltic Corridor, Mediterranean Corridor 등
9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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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 TEN-T 핵심 네트워크(Core Network Corridors)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TEN-T 재정지원 기금은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 EFSI(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Horizon 2020, ESIFs(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가 있으며, 2014-2020 기간내 보유 기금은 CEF 224.1억€, EFSI
210억€, HORIZON 2020 0.06억€, ESIFs 700억€이다.2) 2014-2020년 TEN-T 네
트워크 구축에 5,000억€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1-2030년 TEN-T 핵심 네
트워크 구축에 5,000억€, TEN-T 포괄 네트워크 구축에 1.5조€로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2030년 TEN-T 핵심네트워크가 구축되면 EU GDP 1.8%(4,5조€) 증
가, 연간 1,300만명 일자리 증가, 2015∼2030년



7백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2017), DELIVERING TEN-T, 11p)

2)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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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TEN-T는 EU 회원국 간의 도로, 철도, 내륙 수로, 해상 운송로 등 교통 네트워크
를 강화함으로써 유럽 교통권의 단일화와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
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CEF, ESIFs, EFSI 등 다양한 기금을 모아서 집행하는 실행력
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로부터 기 설정된 교통축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및 정책목표, 완성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등 조정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EN-T 계획 및 사
업추진 프로세스는 국내 지역간 광역교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
으로 판단된다.

표 2-7 | 교통축 중심의 TEN-T 계획 변천
1995-20139
(1차-3차계획)

2014-2020
(4차계획)

사업
추진
형태

30개 프로젝트 중심 추진
(Project base)

과거 TEN-T 정책 검토
↓
9개의 핵심 교통축에 대한 사업 추진
↓
축별 사업제안서 평가
↓
교통축을 기반으로 축 연결수단(도로, 철도) 결정

자금
조성
형태

제안서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할당

EC(European Commission)를 중심으로 사업 기금 조성

구분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자료 참조(https://ec.europa.eu/inea/en/ten-t, 2019년 3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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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1) 지역간 연결망
시드니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미래 교통전략
2056 (Future Transport Strategy 2056) 보고서에서는 향후 40년의 교통전략을 수립
하였다. 장래 교통망 계획은 시드니에 집중되는 형태보다는 지역간 연결을 중요시 하
는 ‘hub and spoke’ 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한다. 현재는 시드니와 다른 지역간의 연결
에 중점을 둔 반면, 장래계획에는 시드니 외 다른 도시의 연결뿐 아니라 타도시간의
연결도 중요시한다.

그림 2-17 | ‘Hub and Spoke’의 기본 개념

자료: NSW(2018, 31)

‘Hub and spoke’의 기본적인 원리는 연결성(connectivity), 유연성(flexibility), 효율
성(efficiency), 접근성과 형평성(access and equity), 적절성(legibility and timeliness),
정확한 정보의 제공(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과 안전성(safe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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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 Sydney 중심의 Hub and Spoke

자료: NSW(2018, 130)

장래 교통망 전략수립 과정은 위에 제시된 기본적 원칙하에 도로계획안, 통합적인
연결(corridor)계획, 장소계획, 신호운영계획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동으로 이
루어져있다.
그림 2-19 | 현재와 장래의 도로와 철도망

자료: NSW(2018,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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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Greater Sydney 지역의 장래 교통망
The Greater Sydney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계획들을 시기별, 분야별
로 계획하였다.
그림 2-20 | The Greater Sydney지역의 시기별 분야별 계획안

자료: NSW(2018,.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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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결 계획과 함께 The Greater Sydney 지역에서의 장래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부분별로 장래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과 2056년의 교통
망을 비교하였다.

표 2-8 | The Greater Sydney의 장래 교통망 계획
세부 계획안

내용

대도시로의 연결망 계획
(The Greater Sydney
City-shaping network)

∙ 주요한 도시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 30분안에 대도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장래 전략적 도로망 계획
(Future strategic road network in
Greater Sydney)

∙ 도로, 대중교통, 승용차, 물류 등의 장래계획뿐만 아니라 항구에서의
수단간 연계 계획도 포함
∙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기술의 소개

대도시내에서의 교통망
계획(City-serving network in
Greater Sydney)

∙ 대도시 중심에서 10km 이내에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효율적 교통
서비스 제공

도심접근 네트워크
(Centre-serving network)

∙ 저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출근, 통학 등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서비스, 자전거 서비스 등을 계획

물류 네트워크
(Freight network)

∙ 무역관문, 물류지역, 서비스 지역 등을 연결하는 전략적 물류망 수립
∙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고용량 네트워크

자전거 네크워크
(Growing Greater Sydney’s
Bicycle network)

∙ Greater Sydney 지역에서 주중 1100만 승용차 통행은 10km보다
짧고, 버스 통행의 40%는 5km보다 짧기 때문에 이를 자전거 통행으로
전환시키는 계획

자료: NSW(2018, 110~119)

그림 2-21 | 2018년과 2056년 전략도로망

자료: NSW(2018,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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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FTIP 2030
독일의 장래 네트워크 계획은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30에 제시
되어 있으며, 교통 인프라에 의하여 영향 받는 교통정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9 | FTIP 2030의 목표
목표

전략

이동성 용이

∙ 유지, 보수
∙ 혼잡구간 제거
∙ 접근성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
∙
∙
∙
∙

교통안전 강화

∙ 유지, 보수
∙ 안전수준 높은 교통 경로 계획

오염물질 감소

∙ 혼잡구간 제거
∙ 환경저감 수단 강화
∙ 유지, 보수

자연에 미치는 영향 제한

∙ 추가적 손실 감소

삶의 질 향상

∙ 소음 저감
∙ 무분별한 도시 개발 방지

유지, 보수
교통비용 감소
혼잡구간 제거
교통운영 신뢰성 향상
수단간 연계강화

자료: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2016, 6)

FTIP 2030 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교통서비스에서의 이동성 강화와 기업경쟁력 강
화에 있으며, 현재 네트워크의 구조적 개선과 혼잡구간 제거, 접근성 약화지역의 감소
를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FTIP에서 제안된 과제들 간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기준하에 평가된다. FTIP의 프로세스는 그림
2-22와 같이 나타나며, 먼저 2030년의 교통량을 예측하고, 장래 교통량에 변화를 미
치게 되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경우(with)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without)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 경제성 분석, 환경적인 평가, 공간적 영향, 도시개발 평가 등의 분석을
시행하여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략적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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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 FTIP 2030 전체 프로세스

자료: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2016, 10)

그림 2-23 | 2030년 도로용량변화에 따른 혼잡구간 비교분석

자료: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2016, 18-19)

신규 건설이나 확장사업의 경우 혼잡구간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우선적인 순위에 오
르게 되며, 혼잡구간 제거의 유무에 따른 비교가 그림 2-24에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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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 2030년 철도용량변화에 따른 혼잡구간 비교분석

자료: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2016, 20-21)

또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유럽연합의 도로망을 연결하는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EU의 교통인프라 연결강화,
교통수단간 연계, 효율적 인프라 구축 등과 같다.

4) 영국: SRN(Strategic Road Network)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도로망은 전체 교통량의 1/3을 처리하는 도로망3)으로
서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간 연결 등의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지정되었다. 영국의 2040년 고속도로계획의 목표는 Smoother, Smarter,
Sustainable로서, 사고율 제로화, 이용자 만족도 증가, 혼잡 없는 도로, 환경오염감소
등의 세부목표가 있다.
영국의 전략도로망은 경제성장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간 연결성 증가
와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장래 전략도로망 계획이 중요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
3) 국가전략도로망 (국토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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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래 계획되었다. 먼저 기존의 도로망이 동-서간 통행 연결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요 도시 접근 및 연결성 향상이 필요하였다. 또한 전략도로망은 국가 도로망이기 때
문에 국가의 주요한 지역,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
운 개발과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저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여 스마트 기술 도입을 고려하였다.
그림 2-25 | 영국 전략도로망의 2010년과 2040년 혼잡구간 비교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2015, 34-35)

교통량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략도로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망 계
획에는 경제성장, 연결성, 인구증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하였다.
표 2-10 | 2040년 도로망 계획목표
목표
Smoother

Smarter

Sustainable

세부목표
∙ 전략도로망의 사망자, 심각한 부상자의 수를 제로화
∙ 이용자 만족도를 95%로 향상
∙ 정체없는 도로
∙ 전세계 도로 네트워크 top 10
∙ 도로 건설 및 관리 비용 효율화
∙ 전략도로망 소음 감소
∙ 탄소저감과 공기질 향상
∙ 생물의 다양성 확보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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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행량 등 장래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통량을 추정하여 전략도로망의 혼잡도를
예측하고, 이러한 혼잡이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래 도로
망 계획 시 목표인 ‘Smoother’, ‘Smarter’, ‘Sustainable’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최신기술도입을 고려하였다. 혁신과 기술융합을 반영한 스마트 고속도로(motorway),
안전하고 잘 지어진 도로 그리고 교통통제와 정보제공 시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도시고
속화도로(Expressway)를 도입하였다.

그림 2-26 | 2040년 영국 도로망 계획안

자료: Department for Transport(2015, 49)

5) 미국: Hyperloop 네트워크
지역간 효율적 연결과 환경오염저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루프 네트워크
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hyperloop one 계획안에 따르면 35개
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11개의 하이퍼루프 루트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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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 미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Hyperloop One의 계획안

자료: Hyperloop One

하이퍼루프 네트워크는 8천3백만 미국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상업적 목
적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려하고 있으나, 교통인프라 확보를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간 통행시간을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볼 때, 기차 2시간 8분, 비행기 3시간 28분, 승용차 4시간 17분이 소요되는 반면, 하이
퍼루프를 통해서는 30분정도가 소요된다.4) 비용측면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
젤레스까지 왕복 약 40~60달러 정도로 측정되어 저비용, 고효율을 가진 수단이다.5)
그림 2-28 | National Hyperloop Network

자료: HTT

4) Hyperloop-one(http://hyperloop-one.com, 2019년 3월 12일 검색)
5) HTT (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y) (https://www.hyperloop.global, 2019년 3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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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1) 고속도로망 계획
중국의 고속도로망은 중국국가고속공로망이라 부르며, 2012년 97,355km 이었는
데, 한해 평균 6,000km 이상의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있다. 2010년까지 35,000km의
5개의 남북방향과 7개의 동서도로로 이루어지는 5종 7횡의 간선도로 계획이 세워졌으
며, 2009년 말 완성되었다.

그림 2-29 | 중국 5종7횡 고속도로

자료: 조선일보 기사(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5103170349#Redyho,
2019년 3월 11일 검색)

2005년 5종7횡의 다음구상으로 30년간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중핵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85,000km의 고속도로인 7918구상을 발표하였고, 2020년까지 100,000km
를 건설하여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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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 중국 7918 고속도로망 계획

자료: 위키피디아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중화인민공화국의_고속도로, 2019년 3월 11일 검색)

(2) 철도망 계획
중국의 철도망은 중국내 대도시 81개를 연결하며,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노선
8개와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노선 8개를 지칭하는 8종8횡 노선이다. 2020년까지
전체 15만km 정도로 늘어나며, 이 중 고속철은 3만km로 연장되어 주요 대도시의
80%이상이 고속철로 연결된다.6)
그림 2-31 | 중국의 8종8횡 철도노선

자료: 중국 철도물류의 발전과 칭쨩철도(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Print.html?idxno=
1868, 2019년 3월 11일 검색)

6) 외교부(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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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장기철도망계획(2016~2025)에 따르면 2025년에는 철도망은 17만5천km,
고속철도는 3만8천km로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기본적인 대내외 철도연계망
구축, 고속철도 영향권 확대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6)
그림 2-32 | 중국 8종8횡 철도망

자료: 노상우(2016, 12)

7) 해외사례 시사점
호주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연결하기 보다는 지역간 연결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각 수단별 계획을 수립하였
다. 독일은 도로와 철도 연결망 투자의 대부분은 EU간 교통망 연결에 주력하고 있으
며,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적 분배를 중요시 하고, 혼잡지역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전략도로망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계획은 경기회복 및 경제발전
을 위하여 최근 도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혼잡지점 개선 등을 위한 부분을 중점
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은 도로와 철도망의 구축이 잘 되어있는 미국에서는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여 hyperloop 계획안이 제안되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으로서 여
러 도시에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교통망을
도로와 철도 모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지역간 고속도로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이 계획대비 빠르게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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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지역간 통행여건 현황 분석
제3장은 지역간 통행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간 통행과 주요 인접시군구간 통행,
인접시군구간 통행시간을 분석하였다. 인접시군구간 통행에 대해서는 인접시군구간 통행축을 대상
으로한 통행속도와 우회율을 이용한 사분면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전국 시군구간 통행 현황
1) 분석개요
각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로의 평균 통행시간 차이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국가교통DB의 도로 및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통합한 후, 통행배정을 통하여 지역
간 통행시간을 산정하였다. 노선의 운영속도는 200km/h(KTX 표정속도)를 적용하였
고 고속철도-도로 환승 링크의 환승시간(impedance)은 15분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Multi model multi class assignment를 수행하며 화물OD(소형, 중형, 대형트럭)의 경
우 KTX 노선에 배정되지 않도록 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통행배정 배정된 Link의 통
행시간을 기준으로 지역 간 최소 통행시간을 산정하였다.
표 3-1 | 분석 자료
분석네트워크(도로+KTX)

기종점 자료

자료: 국가교통DB의 도로 및 고속철도 네트워크 및 지역간 기종점 OD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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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시군구간 통행시간
접근성 분석결과, 수도권과 충남내륙의 접근성은 전국평균에 비해 20% 양호한 반면
남해안, 강원도, 경북의 접근성은 평균보다 40% 낮았다. 접근성이 가장 낮은 시군은
전남 진도, 완도로 평균보다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KTX 운행 등에 기인
해 평균보다 20% 높은 반면 부산은 KTX 운행에도 10%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국토 끝단에 위치함에도 통행시간이 8개 도시 평균 130분 보다 8분 낮은 121분으로
국토 중심에 위치한 대전, 세종 다음으로 지역 간 통행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속도로망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같은 고속교통수단이 도입으로 국토
끝단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부산과 울산은 국토남단
의 해안가에 접한 지리적 영향 등으로 통행시간이 비교도시 평균보다 28분 높은 158분
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강원도, 경북지역으로의 통행시간이 타 도시에 비해 커 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이 143분으로 평균보다 13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 전국 시군구 및 주요도시 접근도 분석결과(도로+KTX)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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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분석 기법으로 지역간 통행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모든 시군구간의 통행
pair를 산정하기 때문에 교통인프라 공급이 양호한 수도권-충청권-동남권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할수록 시간이 적고 해안가 또는 끝단에 위치할
수록 통행시간이 길게 나왔다.

그림 3-2 | 주요 8개 도시의 각 시군구까지의 평균 통행시간(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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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간 주요 통행 현황
앞서 분석한 것은 해당시군구에서 전국 시군구로의 모든 통행시간을 분석한 반면 주
통행의 통행시간은 시군구별 통행발생량 중 그 비율이 1%이상인 통행pair를 선정해
통행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주로 통행하는 시군구로의 통행시간만을 선별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한 내용과 차별된다. 주 통행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는 모
바일 빅데이터로 구축한 기종점 통행량 자료(김종학 외. 2018)를 활용하였다.

1) 주요통행 선정
통행pair 선정 시 정량(예: 10통행 이상)과 정율(1% 이상)을 검토한 결과 정량보다
일관된 기준제시가 가능하면서 발생통행량의 80∼90%이상을 포함하는 방법은 정률로
나타나 이를 적용하였다. 적용결과, 전국 시군구간 3,575개의 통행pair가 선정하였
고 이것은 전국 시군구의 이론적 통행pair 62천개의 5.8%에 해당한다. 권역별 통행
pair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41.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15.9%), 호남권
(14.1%), 충청권(13.9%), 대경권(10.7%), 강원권(3.6%)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
평균 통행pair 개수는 12.8개로 강원권이 7개로 가장 낮고 대경권(12개), 충청권(14
개)등으로 나타났다.

표 3-2 | 권역별 주 통행pair 분포도
구분

주 통행pair 개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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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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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평균 통행pair 개수

그림 3-3 | 권역별 주요 통행축과 시군구 개수 점유율 비교
권역별 시군구 개수와 주요 통행축 개수 점유율 비교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통행의 통행시간 조사
(1) 개요
앞서 선정한 전국 시군구간 3,575개 주요 통행pair에 대해 다음지도의 웹 크롤링을
이용해 시. 구. 군청 간 통행시간 및 거리를 산정하였다.1)지역의 구분은 5개 권역(수
도권, 강원권 등), 17개 광역시도(서울시, 경기도, 경북도 등), 250개 시군구 등 세단
계로 구분하였다.

(2) 산정 방법
시군구 주 통행pair간 통행시간 및 비용을 산정은 다음 모바일 지도의 길 찾기를 웹
크롤링 으로 프로그램화 해 자동화하여 산정하였다. 승용차 경로 정보는 KTDB 자료
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비교적 긴 갱신 주기와 누락된 도로 링크가 존재해 실제 통행
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축이 발생하였다. 대중교통 경로 데이터의 경우, 버스 운영사
1) 대중교통이용 통근시간은 중간 연심회 이후 수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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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자체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나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모
든 지자체의 버스 경로 데이터를 구득하여 정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웹 지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 되며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면 수정 되는 등 피드백 과정이 있어
정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 지도 앱 경로 탐색 선택 시 표출되는 화면
승용차 경로탐색 화면

대중교통 경로탐색 화면

자료: 다음 모바일 지도(https://m.map.daum.net/)

이론적으로 시군구간 경로 데이터는 약 6만 개 이상의 검색이 필요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수집 과정을 자동화 하는 웹크롤링을 수행하였다. 웹크롤링은 웹페이지의 내용
을 자동적으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일종의 매크로 분석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가능하다. 본 연구의 웹크롤링 작업은 빅데이터 및 통계 분석에 적합한 프
로그램 언어 R을 활용하였다.
그림 3-5 | R을 활용한 웹크롤링 코드 및 결과
웹크롤링 코드

자료: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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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크롤링 결과

(3) 주요통행의 시도별 차이 파악(일원분산분석)
□ 시도별 차이 분석
앞서 선정한 3,575개 주 통행pair의 통행거리 자료로 시도별 통근거리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한 후 통근거리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 귀무가설: 3,575개 주 통행pair에 대한 시도별 통근거리 차이는 없다.
- 연구가설: 3,575개 주 통행pair에 대한 시도별 통근거리 차이는 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다음 표처럼 계산된 통계치 F(15,∞)=59.112로 나타나 시도별
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 주요 통행에 대한 시도별 차이 검증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83977.223

15

18931.815

59.112

.000

Intercept

2313830.580

1

2313830.580

7224.580

.000

출발시도

283977.223

15

18931.815

59.112

.000

자료: 저자 작성

F 검증에 의해 시도별 차이가 유의미 하다고 나타나 다음과 같이 시도별 주 통행의
통행거리와 시도별 km당 이동시간 2가지 요인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시군구간
주 통행pair을 대상으로 특별광역시(경기도 포함) 승용차 통행시간은 33분으로 도 단
위 통행시간은 52분 정도로 나타났다.2) 강원도 평창군의 주 통행은 강릉(1,410통행),
횡성(788통행), 원주(597통행), 양평(209통행) 등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 주 통행은
음성군(2,071통행), 청주시 청원구(1,044통행), 안성시(468통행), 천안시(227통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중 주 통행pair의 통행시간이 긴 곳은 서울, 울산
순으로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 경북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행속도는 대도
시가 시속 46km로, 도 단위 시속 65km의 7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추후 대중교통 통근시간과 비교할 예정임

제3장 지역간 통행여건 현황 분석 ･ 53

그림 3-6 | 시도별 주 통행에 대한 통행시간 및 km당 이동시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7 | 권역별 주요 통행 분포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강원권

동남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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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 차이 분석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통근거리 차이를 일원분산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행정구역 구분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 특별/광역시(유형1), 중도시(시 중 구가 있는 도시, 유형2), 시(유형3), 군(유형4)
- 중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구를 가지는 도시(수원시, 창원시 등)
행정구역 유형 4개에 대한 주 통행거리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한 결과 F(3,
∞)=78.095로 유형 4개에 대한 평균 주 통행거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4 | 일원분산분석: 행정구분 유형에 대한 주 통행거리 차이 검증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7574.195

3

5858.065

78.095

.000

Intercept

417019.628

1

417019.628

5559.403

.000

특_광역시_시_군

17574.195

3

5858.065

78.095

.000

자료: 저자 작성

군지역 80개의 평균 주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53.분으로 가장 길었고 특별·광역
시는 이의 61% 수준인 32.6분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만 이상의 중 도시
35개 구의 평균 주 통행시간은 군 지역의 73% 정도인 38.6분 이였고 특별·광역시 보
다는 6분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 행정구분 유형별 시군구간 주 통행의 통행시간 차이
구분

평균 통행시간(분)

군 기준 상대적 비율

시군구 개수

군

53.1

100%

80

시

47.5

89%

64

중도시

38.6

73%

35

특별·광역시

32.6

61%

7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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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시군구간 통행 현황
1) 개요
인접시군구간 통행여건 검토를 수행하고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접시군구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ArcGis를 이용하여 TIN(불규칙 삼각망)형태로 도출한 후 각 링크
의 통행속도와 우회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3-8 | 불규칙삼각망의 구현 절차
STEP1. 시군구 polygon을 point로 변환

STEP2. point 자료를 이용하여 TIN 생성

STEP3. 삼각형의 polygon으로 변환

STEP4. polygon을 polyline으로 변환(663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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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불규칙 삼각망(663개)를 대상으로 통행시간과 우회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사분면 분석에 적용하여 개선 필요 교통망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인접시군구간 교
통망(663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회율(실제통행거리/직선거리 비율)과 통행시간(속
도)은 네이버의 길찾기 기능을 api로 정보수집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3-9 | 개선 교통축 도출방법
1사분면

- 우회율은 크나 통행속도가 높은 축

2사분면

- 우회율 작고 통행속도가 높은 양호한 교
통축

3사분면

- 우회율은 작지만 통행속도가 낮아 혼잡한
교통축

4사분면

- 우회율 크고, 통행속도 낮은 개선필요 교
통축

자료: 저자 작성

2) 검토결과
불규칙 삼각망으로 도출된 663개 링크를 대상으로 통행시간과 우회율 등을 파악하
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평균(663개)에 비해 우회율과 통행속도가 낮은 링크를 선정
하였다.
그림 3-10 | 우회율과 통행속도가 낮은 교통축
<분석대상: 인접시군구간 연계 663개 교통망 >

<우회율과 통행속도가 평균보다 낮은 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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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평균 통행시간과 우회율이 높은 교통망에 대해 인접시군구 이외 시군구
를 연계하면서 3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 가능한 교통망을 검토하여 수도권과 지방권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 광역교통축을 선정하였다. 지방권 개선필요 광역
교통축은 모두 동서축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충청권2개, 호남권1개, 동남권 2
개, 대경권1개 등 6개 광역교통축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계획 등에서
제시한 기존 교통망의 평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위주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축 방향의 교통망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 지방권 개선필요 광역교통축

①

홍성군-예산군-아산시-천안시
서북구 (충청권)

②

공주시-세종시-청주시-증평군
(충청권)

③

옥천군-영동군-금산군-전주시
-김제시
(충청권-전북권)

④

영천시-경산시-대구시
동구-성주군
(대경권)

⑤

산청군-합천군-창녕군-밀양시
(동남권)

⑥

의령군-함안군-창원시-김해부산기장군
(동남권)

⑦

화순군-광주시 서구-광주시
광산구 (호남권)

자료: 저자 작성

검토결과, 수도권은 남북6개, 동서6개 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개선필요 남북축 6개 노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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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경기도 서부 1개, 경기도 동부 1개 등으로 나타났다. ①번 축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서해안선과, ②번축은 GTX C 노선과 각각 유사하며 ③번과④번 통과노선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노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번과 ⑥번 노선은 기 계획되
거나 운영중인 노선과 일부 중용되나 축상 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
도권 개선필요 동서축 6개 노선 중 서울통과 축은 4개, 서울 통과없이 경기도 동서를
연계하는 축은 경기남부 2개로 나타났다. ①번은 GIX A노선과 ③번 노선은 GIX B 노
선 유사하며 ④번 노선은 신안산선 건설예정 노선과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번과 ⑥번 노선 경기남부 주요도시를 동서 연결축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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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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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포용과 혁신의 국가교통망 구상
제4장은 포용과 혁신에 대한 개념고찰을 통해 국가교통망 구상방향을 기술하였다. 포용에 대한
공간범위는 현재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대도시, 지역별 중소도시, 해안권을 연계하기 위한 교통망을
MST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혁신을 위한 국가교통망은 향후 여건변화 시 한반도 주요지역 연계를
위한 교통망과 초고속교통망 구현시 서울과 동북아 주요도시간의 통행시간 변화와 공간압축효과를
분석하여 동북아 1일 생활권 달성을 검토하였다.

1. 포용 및 혁신개념 고찰과 적용방향
1) 포용관련 국내외 개념검토
포용이라는 개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ADB,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
적 성장과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ADB(2011)는 포용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들이 생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OECD(2014)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란 그동안 도외시된 사회적 이슈(빈곤 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 확대, 지속가능성 등)를 고려한 성장 방식이며, 소득에 직접적이지 않은
영역(교육, 의료)까지 고려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성장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World Bank(2015)는 ‘포용’개념을 ‘사회’, ‘경제용’, ‘공간’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
으며, 국가교통망 등은 ‘공간적 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용공간 조성
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파트너쉽 구축 등 다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제4장 포용과 혁신의 국가교통망 구상 ･ 63

표 4-1 |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도시 개념
국제기구

1

2

정책방향

전략

World
Bank
(2015)

∙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포용을 강조
∙ 사회적 포용: 모두에게 동등한 권
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
∙ 극단의 빈곤종식
∙ 경제적 포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
∙ 번영 공유
성장에 의한 이득분배
∙ 공간적 포용: 생활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ADB
(2011)

∙ 장기발전전략 2020 (ADB, 2008) ∙ 포용적 도시재개발 시스템 (Inclusive
∙ 도시 환경적 인프라 개발 (교통,
Urban Redevelopment Systems:
∙ 빈곤감소와 포용
상수도, 폐기물처리 등)
IUR)
적 발전
∙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감소대책 ∙ 슬럼업그레이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
생계마련, 주택구매를 위한 재정확
∙ 빈곤감소 대책마련
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등 포함

UN
-Habitat
(2015)

3

목적

∙ 중앙정부의 역할강조
∙ 빈민연대를 통한
∙ 기초서비스 제공(교육, 양질의 주
참여확대와 도시
거, 의료, 정의, 물, 전기, 교통 등)
거버넌스에 있어
∙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
민주적 절차의
등조정
회복
∙ 도시계획(Planning)의 역할강조

∙ 다차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부문적
인 방안마련
∙ 예방적, 치료적인 해결책들을 조합
∙ Sequencing, prioritizing, and
scaling-up
∙ 공동체 참여확대, 지역역량강화, 파트
너쉽 구축

∙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참여확대와
사회적 혁신
∙ 양질의 기초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소득계층에 보장
∙ 포용을 위한 공간계획
∙ Accountability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절한 책임과 역
할분담

자료: 문정호 외(2016, 22)

문정호 외(2016)은 포용적 국토란 “공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한 성장을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쾌적･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계층･지역 간의 격차･배
제･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기회의 균등, 잠재능력 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
회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권리 추구와 자발적 참여를 실천하는 삶의 터전”으로 정의
하였다(p. 40). 특히, “공간적 포용의 관점에서 포용적 국토정책이란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서비스를 구현함으로서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약자의 불평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공간편익(비용절감, 접근성, 안정성,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86p). 여기서 포용적 국토발전이 기존의 지
역균형발전과 차별되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지역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적 계층 간의 배제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변미리 외(2016)는 포
용도시란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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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 실
현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p.50). 공간포용성 차원에서 생활인프라의 접근성 및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과 계층간 차별 없이 이동권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주거비 부담률 완화 등 계층간 차별도 최소화
해야만이 공간 포용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 포용도시 지표체계(공간 포용성)

자료: 변미리 외(2016, 57).

배윤경 외(2016)은 “교통측면 사회적 배제는 과거보다 더 많은 통행을 요구하고 있
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충분하지 못한 이동성, 접근성의 기회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활
동 참여가 어려운 상태”로 정의하였다.(p.21) 포용과 관련된 교통요인은 접근성, 장소
와 토지이용 및 이동 대안이 있다.
표 4-2 | 사회적 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관련된 요인들
요인
접근성 필요
(Access needs)
장소와 토지이용
(Location and land use)
이동을 위한 대안
(Mobility options)

내용
∙ 등교, 출근, 구직자, 노인 등은 활동하기 위한 접근성을 필요로 함
∙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려면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
∙ 통행의 양, 질, 비용 등에 의해 사람들의 통행이 영향을 받게 됨

자료: 배윤경 외(2016, 19)

포용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토교통망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균형(균형발전)
과 사회적 균형(계층간 격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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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에 대한 개념 검토
(1)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1)에서 혁신(革新)이란 “묵은 풍속,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경제측면에서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상의 변혁을 의미한다(표준국
어대사전). 현대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성
장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OECD, 2010)으로 여겨지며, 제품생산 비용을 절감 및 차
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Council
on Competitiveness). OECD and Eurostat(2005)에서는 혁신을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3 | OECD and Eurostat(2005)에서 제안한 혁신 유형
혁신 유형

정의

제품혁신

새롭거나 상당히 향상된 제품 및 서비스

공정혁신

제품 생산 및 전달 방법이 새롭거나 향상된 것. 기술,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변화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제품 디자인, 포장, 제품 배치 및 제품 홍보 방법 등의 변화
기업의 사업수행방식, 직장 조직, 외부관계 등 새로운 조직 방법

자료: 서연미 외(2014, 19)

위와 같은 구분 체계에서 정채분야의 교통혁신은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제품 혁신의 경우에는 최첨단 교통수단 도입 및 교통운영시스템 도입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부분의 공정혁신은 교통서비스 수준과 전달과정의
공정성 제고가 해당된다고 보인다.

1) 네이버 국어 사전(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2018.12.0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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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에서의 혁신
김주영 외(2016)에서는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교통수요의 패턴이 크
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첨단 교통수단(자율주행차량, 하이퍼루프,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보급되어 교통 환경에 지대한 변화를 끼칠 뿐만 아니라, 카셰어링 이용
증가와 함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자상 거래 확대,
재택근무 및 유연 근무제 확대 등의 환경변화요인도 교통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대중교통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속 열차 시스템 등 최첨단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015년 32.6%에서 2050년 42%까지 증가될 것으로 도출된다(김주영
외 2016. p. 160). 박준식 외(2016)에서는 전망한 수도권 대중체계에서는 ‘속도를 통
한 거리의 극복’, ‘통합 교통 서비스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이동권 보장’, ‘요금과
재정지원체계의 혁신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이 주요 혁신 전략으로
포함된다. 즉, 교통시스템에서의 혁신이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첨단 교통수단
도입과 이러한 교통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검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계획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기계획에서 기술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과 정채방향 등을 검토하고 본 과제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상기 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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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림 4-2 |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1)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급자 중심의 물적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이용자 입장의 서비스
중심의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며 특정계층, 지역 중심이 성장의 혜택이 상생적으로 분
배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및 추진전략
정책 수요자인 국민중심의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관점에서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비전은 사회통합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개별 정책들이 국민의 삶
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람
생애중심의 사회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삶의 영역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소득 3만불 시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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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할 수 있게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들을 구체화하였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소득불평등 완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선
순환을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그림 4-3 |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1)

4) 포용과 혁신 개념 적용방향
본 연구의 교통망은 앞서 제시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연결되기 위해 현재 국토와
동북아 등으로 구분해 제시할 예정이다. 교통수단은 육상교통에 한정하며 구체적 도
로, 철도노선을 제시하기 보다는 연계강화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축 단위의 교통
망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국토에는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포용적 개념을, 동북
아 공간범위에는 혁신적 관점에서 미래교통수단 중 초고속열차 도입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공간범위를 3개로 구분하고 각 교통망 구상의 깊이는 공간위계별로 차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현재 국토를 가장 상세히 다루고 한반도는 주요도시 연결을 위한 망
형태, 동북아는 주요도시 연결시 초고속망 도입효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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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국가교통망 구상의 공간범위

자료: 저자 작성

앞서 기술한 공간범위를 고려해 본 연구의 혁신과 포용을 고려한 국가교통망 구상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추진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이용자 중
심의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 국가교통망 구상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 관점이 해당 시군구에서 모든 시군구로의 일관된 평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로 이용하는 시군구간 교통서비스 질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생
애주기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행의 시작(동네길)에서 고속도로에
이르기 까지 모든 통행경로를 고려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교통축 설정을 통한 체계적
교통망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열
차와 같은 신 교통기술이 도입될 경우 변화된 동북아 통행여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
다. 본 연구는 상기한 3가지 사항을 고려해 국가교통망 구상방안을 다음 그림과 같이
공간영역별로 구분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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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국가교통망 구상을 위한 혁신과 포용의 공간위계별 적용방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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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상: 현국토 중심
포용적 국토구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교통망 구상을 위해 본 연구는 연계대상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해안권 등으로 구분하여 MST분석을 수행하고 3개를 합해 도출된 방
패 형태의 교통망을 제안하였다.

1) 구상개요
국가교통망 구상과정은 연계유형 구분, 선정, 분석 등의 6단계 과정을 거쳐 도출하
였고 연계유형별 연계지역 교통망을 도출한 후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각 단계는
연계유형 구분, 연계지역 선정, 연계유형별 교통망 도출, 교통망 통합, 교통망 제시로
구성된다. 권역은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6개로 구
분한다. 권역 구분은 권역별 인구 상위도시 설정을 통한 전국 균형차원에서 지역간 연
계성을 살펴볼 수 있어 구분하였다. 구상과정 1단계는 연계유형 구분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이외지역을 포함하면서 대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해안
권 3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포용적 국토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의 교통망을 지방간
연계와 해안권 연계기능 강화로 변화하고자 지방중소도시와 해안권을 고려하였다.

그림 4-6 | 연계유형의 구분
수도권-지방권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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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역간 연계

해안권 연계

2단계 연계지역 선정은 연계유형별로 시군 인구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별로 각 연계지
역을 선정한 후 MST 분석(3단계)을 거쳐 시나리오별 교통망을 도출하였다.
대도시 연계(4개 시나리오): 전국 인구상위도시 10개, 20개, 30개, 40개
지방권역별 연계(4개 시나리오): 지방권역별 인구상위도시 각 2개-5개
해안권 연계(4개 시나리오):인구20만 이상, 권역별 3개-5개
4단계는 각 유형별 시나리오 조합을 통해 교통망 형상을 검토 한 후 5단계에서 시나
리오별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국가교통망을 제시(6단계)하였다.

그림 4-7 | 국가 교통망 구상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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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방법
(1) 구상 방법1 : MST(Minimum Spanning Tree, 최단경로수형망)
인구규모와 초고속 속도 요인 반영이 가능한 그래프 이론2) 중 MST를 활용할 예정
이다. MST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에 맞는 함수식 개발과 분석 노드(도
시), 분석네트워크(초고속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MST 란 주어진 네트워크의 모
든 노드를 연결하는 트리로 정의되며 n개의 노드가 있으면 트리(링크, 도로, 철도 등)
은 n-1개의 트리(링크)로 구성된다. 역기서 n-1링크로 구성되므로 주어진 네트워크는
순환망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것은 비용최소 문제의 해를 구하는 전제조건이다. MST
는 최소비용을 가지는 걸침나무 구조(네트워크)로 각 링크의 비용함수(요금, 길이, 불
편성)가 주어졌을 때 모든 링크의 비용의 합이 최소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결국,
MST는 모든 노드를 연결하는 최소비용의 네트워크며 비용함수의 설정방법에 따라 그
정책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림 4-8 | ST(Spanning Tree) 사례1

자료(좌): https://ko.wikipedia.org/wiki/Spanning_Tree (2019년 3월 11일 검색)
자료(우): https://telescoper.wordpress.com/tag/minimal-spanning-tree/ (2019년 3월 11일 검색)

본 연구는 MST 방법을 국토공간을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노
드는 주요 도시 또는 권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앞서 기술한 인구변화도 노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석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 4-9는 주어진 공간구
조와 교통축 상에서 평가요인과 그 가중치에 따른 최적 교통망을 구성하는 사례이다.
2) 그래프 이론은 오일러(Euler, 스위스 수학자)의 교량문제에서 최초로 발표됨(강병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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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ST(Spanning Tree) 사례2
주어진 공간구조 및 교통축

도출사례

자료: 김종학 외(2017, 68)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51개 시군(N)을 연계대상으로 MST 분석을 할 경우 총
링크수는 12,561개가 되며 분석대상 도시에 따라 그 링크수는 N2-N개가 된다.
그림 4-10 | 분석대상 시군구 및 ST(Spanning Tree)
전국 251개 시군구(울릉도, 제주도 제외)

링크수 12,561개 (151ⅹ151-151=12561)

자료: 저자 작성

3) 연계유형별 교통망 구상
(1) 대도시간 연계
□ 연계도시 선정
전국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도시를 선정하였고 분석 시나리오는 인구순위 10위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인구순위 20위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등으로 인구40
위까지 4개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MST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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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인구 기준 전국 상위 40개 도시
순위

도시명

권역

순위

도시명

권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안산시
전주시
천안시
남양주시
화성시
안양시

수도권
동남권
수도권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동남권
동남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김해시
포항시
평택시
시흥시
의정부시
구미시
파주시
김포시
진주시
광명시
원주시
아산시
광주시
익산시
양산시
군포시
춘천시
경산시
군산시
여수시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대경권
수도권
수도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대경권
호남권
호남권

자료: 저자 작성

□ MST 분석결과
전국 151개 시군중 상위 10위에서 40위까지 4개 시나리오에 대한 대도시 연계 교통
망을 MST로 분석하였다.
표 4-5 | 인구분포
구분

연계도시

평균 인구(인)

S1
S2
S3

10개 도시 : 수도권 4개, 지방권 6개
20개 도시 : 수도권 11개, 지방권 9개
30개 도시 : 수도권 27개, 지방권 13개

2,598,455
1,679,502
1,263,998

S4

40개 도시 : 수도권 20개, 지방권 20개

1,024,125

자료: 저자 작성

S1(인구10위)와 S2(인구20위) 분석결과, 교통망 형태는 수도권과 경상권,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경부/호남축 중심의 교통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1,S2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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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구-창원-부산-울산축 연결망이 형성되었으며 S2에서는 수도권 연계도시 추가도
수도권의 가지형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S3(인구30위) 시나리오는 수도권 파주, 김포 등
서북부가 포함되며 S4는 남해안권 도시들이 포함되면서 남해안을 경유하는 U자형 교통
망과 수도권-강원도 연계망이 형성되었다. 대도시권 연계 교통망은 S1-S3망 형태가 유
사하였고 전체 연장 1000km 이하로 S4에 비해 연장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 대도시간 연계 교통망
S1:10개 도시 선택(592.4 km)

S2:20개 도시 선택(688.6 km)

S3:30개 도시 선택(865.5 km)

S4: 40개 도시 선택(1107.3 km)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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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권역간 연계
□ 연계도시 선정
지방권역간 연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5개 권역 주요도시 연계에 적합한 교통망
도출이 목적으로 지방권역별 인구상위 도시를 연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표 4-6 | 인구 기준 전국 권역별 상위 5개 도시
우선 순위

권역

1
2
3
4

원주시
강
원
권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5

속초시

1

대전광역시

2
3
4

충
청
권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5

충주시

1

부산광역시

2
3
4

동
남
권

5

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1

부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

3
4

동
남
권

창원시
김해시

5

진주시

1

부산광역시

2
3
4
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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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동
남
권

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 MST 분석결과
지방5개권역의 인구규모 상위 2개에서 5개까지 연계지역을 달리해 MST분석을 통
해 교통망을 도출하였다.

표 4-7 | 인구분포
구분

연계도시

인구규모(인)

S1

지방권역별 인구상위 2개도시

1,672,523

S2

지방권역별 인구상위 3개도시

1,381,607

S3

지방권역별 인구상위 4개도시

1,138,055

S4

지방권역별 인구상위 5개도시

964,465

자료: 저자 작성

지방권역별 연계교통망의 모든 시나리오는 호남권-충청권-강원권 연계형의 교통망
이 도출되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그 형상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도시 수
가 많을수록 상기축 형성은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동하였고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방
안도 천안(S1,2,3)경유와 충주(S4)경유로 달리 나타났다. 지방권역별 2개씩 10개 도
시를 연계하는 교통망인 S1에 대한 MST 분석결과 강원도 인구 상위인 춘천과 원주가
수도권과 인접해 기존 대도시권 연계교통망과 유사하다. S1,S2는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 에서 제시하는 X자 형태의 망이 형성되었으며 동남권 도시를 연계하는 형태는 두
시나리오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연계형태에서 S2는 대구-창원-부산
-울산인 반면 S3는 울산을 중심으로 각 도시들이 연계하는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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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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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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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안권 연계
□ 연계도시 선정
해안권역의 연계도시는 서해, 남해, 동해를 접하는 시군으로 6대 권역별로 분류하였
다. 해안에 인접한 시군은 총 52개로 우리나라인구의 31.7%를 차지한다.
그림 4-13 | 해안권역
우리나라 6대 권역

해안권역도시

자료: 저자 작성

표 4-8 | 6대 권역별 해안권역 도시
(단위: 명)

권역
수
도
권

강
원
권

충
청
권

자료:

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태안군
서천군
통계청 (2017)

인구
2,925,967
733,661
708,569
486,077
446,369
392,438
215,914
89,151
78,618
67,860
52,439
25,556
338,473
171,364
168,508
100,922
103,048
61,170
53,321

권역
대
경
권

호
남
권

도시

인구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군산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김제시
무안군
해남군
고흥군
영암군
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완도군
보성군

506,909
262,264
48,504
36,148
273,649
271,741
266,809
233,948
144,010
82,358
81,420
67,123
60,984
57,679
54,947
51,249
49,670
48,332
39,942

권역
호
남
권

동
남
권

도시

인구

장흥군
신안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36,275
35,592
33,637
30,948
29,432
3,416,918
1,157,077
1,045,559
257,847
132,962
111,655
52,439
43,441
42,986

해안권 인구

16,283,879

전국 인구

51,4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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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T 분석결과
해안권 인접 시군 중 6개권역의 인구규모 상위 2개에서 5개까지 연계대상 지역을
달리하여 해안권 연계를 위한 교통망을 MST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해안권 연계 시
나리오는 인구상위 도시 포함시와 제외시로 구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 S1: 인구 20만 명 이상 해안권역 도시
- S2: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3개 선택
- S3: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4개 선택
- S4: 6대 권역 내 상위 인구기준 5개 도시를 제외한 해안권역 도시
그림 4-14 | 해안권역 도시 선택
① 인구 20만 명 이상 해안권역 도시

②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3개 선택

③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4개 선택

④ 6대 권역 내 상위 인구기준
5개 도시를 제외한 해안권역 도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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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석 시나리오별 교통망 형태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전체 시나리오를 합칠 경우
□형태로 나타났다. ‘인구 20만 명 이상 해안권역 연계도시’ 교통망은 수도권과 강원
권이 연계되는 C자 형태로 나타났다.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3개, 4개를 선택한
노선망의 형태는 U형태의 교통망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5 | 해안권역 도시를 고려한 노선망

① 인구 20만 명 이상
해안권역 도시

②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3개 선택

③ 6대 권역 별
해안권역도시 4개 선택

④ 6대 권역 내 상위 인구기준
5개 도시를 제외한 해안권역 도시

해안권역 노선 중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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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유형별 교통망 종합
￮ 상기 기술한 대도시간 연계, 지방권역간 연계, 해안권 연계 등의 3가지 연계유형
별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계유형의 시나리오 중첩 교통망을 검토

□ 대도시간 연계와 지방권역간 연계 교통망
대도시간 연계와 지방권역간 연계는 각 시나리오가 4개로 중첩하면 그림과 같은 16
개(4개×4개) 교통망이 도출된다.
표 4-9 | 대도시연계와 지방권역간 연계 시나리오
대도시 연계(4개)

지방권역간 연계(4개)

MS1 10개 도시

LS1 권역별 2개도시

MS2 20개 도시

LS2 권역별 3개도시

MS3 30개 도시

LS3 권역별 4개도시

MS4 40개 도시

LS4 권역별 5개도시

자료: 저자 작성

16개 교통망 중 15개 교통망에서 수도권-충청권-동남권과 호남권-충청권-강원권
을 연계하는 국토중심에서 교차하는X형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도
가 높은 교통축은 충청권-대경권-동남권 축과 대경권과 동남권의 해안에 위치한 부
산, 창원, 울산, 포항 등과의 연계축도 중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나리
오 중 MS1+LS1 등 6개 시나리오 에서 충청-호남-대경-경남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
남부지방 순환교통망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수도권의 순환망은 MS4
(대도시 40개 연계)와 관련된 4개 시나리오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권역간 연계에 도출된 X자형 교통망이 형성되면서 연계도
시 중첩도가 낮고 중남부 지방 순환망이 형성되는 MS1(대도시 10개연계)와 LS4(지방
권역별 5개 도시연계)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도시권 연계 시나리오에서 대도시 10개
이상의 연계는 지방권역별 연계와 연계도시의 중첩도가 높았고 수도권 도시들 위주의
교통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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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 대도시 연계와 지방권역간 연계 시나리오 중첩

대도시10개+권역별2개

대도시10개+권역별3개

대도시10개+권역별4개

대도시10개+권역별5개

대도시20개+권역별2개

대도시20개+권역별3개

대도시20개+권역별4개

대도시20개+권역별5개

대도시30개+권역별2개

대도시30개+권역별3개

대도시30개+권역별4개

대도시30개+권역별5개

대도시40개+권역별2개

대도시40개+권역별3개

대도시40개+권역별4개

대도시40개+권역별5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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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연계유형 교통망 종합
앞서 검토한 대도시연계(10개도시)과 권역별 연계(각5개도시)를 중첩한 전국X 교
통망과 해안권 4개 시나리오를 중첩하여 검토하였다. 해안권 연계 시나리오는 동해안
도시를 직결하느냐, 우회하여 연결하느냐에 따라 C자형과 U자형으로 구분되며 전체적
으로는 □자 형의 망이 형성되었다. 앞서 검토한 대도시연계+권역간 연계 X 자형과
□자 형의 교통망이 중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 3개 유형 교통망 중첩
인구 20만 이상 해안권 도시(B1)

대도시10개+권역별5개(A)

+

종합1

=
해안권역 3개(B2)

+

종합2

=
해안권역 4개(B3)

+

종합3

=
권역별3개(B4)

+
자료: 저자 작성

86

종합4

=

3개 유형의 각 4개 시나리오를 중첩하여 총 20개 교통망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권연
계와 지방지역간 연계 X자 형의 망과 해안권 연계 □자 형의 망이 합쳐지면 아래그림
과 같은 ⊠(Shield,방패)형의 교통망 형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패형 교통
망의 특징은 첫째, 주요 대도시와 권역별 주요도시 및 해안권 도시들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인접권역간을 삼각형으로 연계하는 4개의 순환 교통망 형성
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링, 강원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 링, 충청권-호남권, 동
남권-대경권 링,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링
셋째, 전체적으로 교통망은 서해안축, 남해안축, 동해안축 등의 해안권 3개축과 대
도시 중심의 경부축, 호남축과 지방권 연계 기능의 강호축 등 6개 축이 형성되는 특징
이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발전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고
지방권 성장효과가 해안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패형 교통망 형성이 필요하다.

그림 4-18 | 방패형 국가 교통망 구상
<중첩 교통망>

<교통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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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적 국가교통망 구상: 한반도
혁신적 국가교통망은 향후 여건변화 시 필요한 한반도 주요도시 연계와 동북아1일
생활권 달성을 위한 고속교통망을 제시하였다.

1) 한반도 교통망
□ 개요
한반도 교통망은 과거 경제개발 시기 경부고속도로 등의 간선교통망 구축 경험에 비
추어 남북 주요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상하였다. 남북한 도시별 인구자료
로 한반도의 주요도시를 선정하였으며 남북한 각각 인구상위 10개도시를 선정할 경우
남한은 100만 이상 도시가 선정되었고 북한은 남한의 하한 100만의 약1/4 수준인 24
만 도시가 선정되었다.
그림 4-19 | 한반도 시군구 위치
한반도 423개 도시

남북 각 5개 주요도시

남북 각 10개 주요도시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 남북 인구상위도시
인구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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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한

도시

인구

도시

인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고양시

9,741,871
3,416,918
2,925,967
2,453,041
1,525,849
1,496,172
1,216,996
1,157,077
1,045,559
1,005,102

평양시
청진시
함흥시
신의주시
원산시
남포시
사리원시
개천시
강계시
단천시

2,581,000
614,900
614,200
334,000
328,500
310,900
271,400
262,400
252,000
240,900

선정 도시연계 교통망은 M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상하였
다. 남북 423개 시군구를 연계하는 93만개의 링크를 구성하고 이중 수위도시를 연계
하는 최적교통망을 MST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표 4-11 | 교통망 노선설정 방법
(1) 모든 도시node 설정
센트로이드 423개

(2) 주어진 도시 간 노선후보 네트워크 구축
(432*432-432)/2 = 약93만개 링크

<전체 MST후보 Link>

(3) 지형적
불가능한 후보
link 삭제

(4) 인구상위
도시 선정
(5,7,10개)

(서울기준 선택)

자료: 저자 작성

□ 분석결과
분석은 남과북의 연계도시를 인구기준으로 각 5개, 7개, 10개로 달리하여 MST 분
석을 통해 교통망을 도출하였다. 각 분석결과 추출결과, 남북한 14개 도시간을 연결하
는 장래 한반도 교통망은 역π형태로 도출되었다.(북: 평양분기, 남: 대전분기)
표 4-12 | 한반도 교통망 구상(안)
남북 인구 상위 5개 도시 선택
Total length 1244.93km

남북 인구 상위 7개 도시 선택
Total length 1462.82km

남북 인구 상위 10개 도시 선택
Total length 1723.43km

주: 경원선, 동해선, 강릉선 사업계획은 기 반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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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교통망 구상: 동북아 1일 생활권
□ 개요
동북아 교통망은 초고속열차를 운송수단으로 가정하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북한, 중
국, 러시아(동북아지역)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노선을 구상하였다. 초고속열차 대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KTX(시속 300km), 일본 건설 중인 자기부상(시속 600km),
미국 개발중인 하이퍼 루프(시속 1200km) 3가지를 검토하였다. 공간범위는 동북아
지역 중 북한과 육로로 연계 가능한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과 러시아 블라디
보스토크, 하바로스크 등으로 설정하였다. 교통망 구상과 함께 초고속열차 도입에 따
른 공간거리 압축효과를 파악하고자 아래 그림과 같이 남한, 북한, 동북다 주요도시를
포함하는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구축네트워크는 기존 KTDB(국가교통DB) 네
트워크에 국가별 오픈소스 교통망 지리정보에서 제공하는 중국, 러시아 도로망 지도를
통합하고 통합지도 중 세부 가로망을 지우는 편집 작업을 거쳤다.

그림 4-20 | 동북아 교통망 수단과 공간범위
초고속교통수단

KTX
(300km/h)

자기부상
(600km/h)

하이퍼루프
(1,200km/h)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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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교통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교통망 시나리오는 중국 주요도시 일부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시나리오1과 시
나리오1 도시보다 인구규모가 낮은 도시를 포함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하였다. 시나리
오1은 중국 한국 경부축 도시와 북한 원산 블리디보스토크를 연계하는 한러 노선과 경
부축-평양-신의주-선양-베이징을 연결하는 한중노선이다. -시나리오1의 중국노선은
베이징을 분기점으로 상하이노선과 우한을 거쳐 선전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하였다.

그림 4-21 | 동북아 초고속교통망 (시나리오1)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의 경유도시에 연계도시를 추가한 대안으로 몽골의 올란바토
르, 러시아 블라고베센스크 등을 추가하였다. 한국은 광주, 평양-원산을 추가하였고
중국은 내륙지역인 동서축 주요도시인 시안, 청두, 쿤밍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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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 동북아 초고속교통망 (시나리오2)

자료: 저자 작성

□ 분석방법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공간축소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통
해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산정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좌표이동치를 산정하고 이후 Arc-gis
의 Calculate Statistics와 Reclassify기능을 적용하였다. Calculate Statistics은 레스터
또는 모자이크 데이터 셋에 대한 셀의 양의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미지의 색상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셀의 속성값을 수치화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
을 적용한 이후 Reclassify를 통해 1~255로 산출된 셀의 속성값을 특정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셀의 양에 따라 공간거리 축소효과를 산정하였다.
그림 4-23 | 공간 축소효과 분석방법

공간거리 이동
자료: 저자 작성

92

축소이미지 산정

□ 분석결과
하이퍼루프 도입 시 서울을 기점으로 동북아 주요도시(베이징, 단둥, 블라디보스토
크)까지 약 90분 이내 통행이 가능해 1일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 하이퍼루프 이용
시 부산에서 동북아 주요도시(베이징, 단둥,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120분 이내 통행
이 가능해 서울, 부산 등 한국 주요 대도시와 동북아가 1일 생활권 형성이 가능할 것으
로 보여진다.
표 4-13 | 철도시스템별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변화
출발지

서울

부산

도착지

거리(km)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239
1,133
1,282
2,328
3,356
1,487
1,661

속도대안별 통행시간
KTX 기준
하이퍼루프
(시속 300km)
(시속1200km)

현재
3시간 54분
16시간 40분
18시간 48분
33시간 45분
48시간 26분
21시간 44분
24시간 13분

1시간 17분
4시간 16분
4시간 46분
8시간 15분
11시간 41분
5시간 27분
6시간 2분

41분
1시간 26분
1시간 34분
2시간 26분
3시간 17분
1시간 44분
1시간 53분

자료: 저자 작성, 주: 위 통행시간은 출발/도착역의 접근시각 각 15분 총 30분을 포함한 통행시간임

그림 4-24 | 서울중심 동북아 주요도시 연결 초고속교통망(안): 하이퍼루프 적용 시
서울~블라디보스토크: 1,133km 1시간 26분

서울~하바로프스크: 1,782km 2시간 12분

서울~베이징: 1,282km 1시간 34분

서울~상하이: 2,328km 2시간 26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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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정한 2개 동북아 교통망 시나리오에 초고속수단 3개 대안을 반영해 교통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간 통행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도입전후 지역간 통
행시간 변화에 근거해 시간거리 단축에 따른 공간압축효과를 앞서 기술한 ARC-GIS의
Calculate Statistics와 Reclassify기능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시나리오 1(베이징, 상하이, 홍콩, 블라디보스크)에 초고속열차 3개 대안을 적용
할 경우 공간압축효과는 31.6%(시속 300km), 54.8%(시속 600km), 61.8%(시속
1200km)로 압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시나리오1+울란바토르, 중국 내
륙+러시아 추가)에 초고속열차 3개 대안을 적용할 경우 공간압축효과는 58.2%(시속
300km), 81.7%(시속 600km), 88.6%(시속 1200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
오1의 교통망은 중국내륙 연계노선은 없고 베이징 남측 해안도시 들을 연계하기 때문
에 중국의 남북축 압축효과가 있고 동서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의
교통망은 다양한 중국 도시들과 러시아 도시들을 연계하는 교통망으로 압축효과도 동
서방향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열차 도입시 몽골, 중국내륙, 러시
아까지 모두 연결되어 국가 간 통행시간 단축으로 국경없는 동북아 1일생활권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4 | 공간 압축효과
구분

cell 개수

cell x,y 크기

cell 크기
고려면적
(억만㎡)

미시행
대비면적
비율

공간
압축효과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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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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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 시나리오별 수단대안별 공간 압축효과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KTX
(300km/h)

자기부상
(600km/h)

하이퍼루프
(1200km/h)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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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정책제언 및 결론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국가교통망과 한반도, 동북아 교통망 구상방법과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활용방안을 정책연구방법론, 관련제도개선 및 관련법정계획 활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론은 연구의 의의와 한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정책제언
1) 정책연구 방법론 활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TIN(불규칙형 삼각망), MST(최단경로수형망), 웹 크롤링 기법
등은 관련 공간. 교통계획에서 현황평가 및 축 발굴하는 기법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1) TIN(불규칙 삼각망) 분석방법 활용방안
교통수요 모형에서 사용하는 기종점 통행량(OD)의 희망선도는 특정 출발지와 도착
지간의 통행량을 표시하는데는 적합하지만 연속적인 교통축 형성을 표현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아래 그림처럼 희망선도를 표시할 경우 중첩된 희망선이 많아 교통축 형성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한 TIN(불규칙 삼각
망)은 인접 교통존과의 연결을 전제로 하므로 교통축 형성패턴과 교통문제 축 구간을
설정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또한, TIN망은 공간위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
국망, 광역교통망, 생활권 교통망 등 다양한 공간위계별로 적용하여 현황파악을 통한
교통망 구상에 활용 가능하다. TIN망은 A지역과 B지역을 단순히 연계하는 기존 희망
선도, 개념도를 지역연계 관점에서 한 단계 더 구체화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TIN망을 적용하는데 주의 할 점은 해안권역 등과 같이 지형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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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어려운 지역을 연계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므로 1차 결과물을 2차적으로 스크린 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5-1 | 교통축 설정 및 평가 방법
기종점 통행량의 희망선도

TIN(불규칙 삼각망) 기법

자료: 저자 작성

(2) MST(최단경로수형망) 기법을 이용한 교통망 구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MST 기법은 연계목적별로 중복 없는 교통망을 구성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처럼 연계유형별 교통망 도출 후 종합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활용가능하며 북한과 같이 교통망을 새로이 구상해야할 지역에 적용할 수 있
다. MST 기법은 크게는 국가단위에서 작게는 개별 신도시 계획 까지 활용가능하며
기존 교통수요 분석보다 자료구조가 간단하여 단기간에 교통망 형태를 판단하는데 적
합한 방법이다.
그림 5-2 | MST 교통망
사례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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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2) 교통축 설정을 통한 교통망의 체계적 관리
그 동안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 국가철도망 계획 등은 축 단위 분석에 근거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국회 등의 요청중심의 사업을 검토해 수단간 중복
노선, 네트워크 파급효과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교통수단별 그리고 도로
위계별로 특정 교통축의 교통망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축별 교통사
업 정리를 통해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통체계의 효율성, 통합성,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함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방법 및 실천력은 모호한 상태이다.
표 5-1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
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http://www.law.go.kr/ (2019년 6월 14일 검색)

본 연구는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국토기본법 상에서 국가가 관리해야할 교통축
을 선정하고 도로, 철도 계획 등에서 이 축 구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유럽의 TEN-T 계획 등은 교통축을 설정하고 각 축에 필요한 교통사업 제
안을 평가해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도 교통축의 기능을 구분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간 연계, 인구20만 이상의 중소도시 연계, 인
근시군구간 연계, 인근동면 연계로 구분된 교통망을 TIN기법을 통해 아래 그림처럼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축 유형을 대도시간 연계, 인구20만 이상 연계, 인접시군구 연
계, 인접동면 연계로 구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20만 이상의 시구는 116개이며 관리
해야할 교통축 대상은 334개가 되며, 247개 인접시군구 연계 교통축은 663개다. 개별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읍면동 단위의 교통축은 343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0232개
가 된다. 교통축 단위로 통행속도, 우회율 등의 이용현황 정보와 운영중, 계획예정 도
로, 철도 정보를 기입한다면 신규관리, 건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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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전 지역의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간선통행에서 집앞 통행까지 파악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아래와 같은 공간위계별 교통축 선정에서 출발해야한다.

표 5-2 | 연계유형별 관리 교통축
구분

주요 대도시 연계
6개 대도시

인구20만
도시연계
(시구116개,
링크334개)

인근시군구 연계
(노드247개,
링크663개)

인근읍면동
연계
(노드3435개,
링크10232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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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node)

행정위계별 교통축(link)

3) 관련 제도개선
체계적인 교통축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기본법에서 국가관리 교통축 필요성을 언급하
고 관련법인 국가체계효율화법에서 실행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토기본법
제4조(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교통축단위의 교통시설 설치
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5-3 | 국토기본법 제4조4목 신설
관련법

내용

신설방향

①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
제4조(경쟁력 있 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 ④도로, 철도 교통시설은 일관된 국가간선
는 국토 여건의 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 교통축별 검토를 통해 체계적 확충을 도모
조성)
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자료: http://www.law.go.kr/ (2019년 6월 14일 검색)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상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국가교통
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관리해야할 국가간선교통축을 설정하고 도로, 철도계
획시 여기서 설정한 축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한, 국가교통조사에서 해당축의 교통시설현황, 운영현화, 계획현황 등을 조사하여 국
가가 주요 교통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한다.
표 5-4 |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활용방안
관련법

내용

제4조(국가기간
②항의 2목
교통망계획의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수립 등)

개선방향
2. 공간위계별 교통축 설정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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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재원 3. 국가간선교통축별 교통시설 간의 적정한
의 수립)
배분의 설정
수송 분담구조 및 투자재원 배분의 설정
제12조(국가교
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 1. 국가간선교통축별 교통시설현황, 운영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현황, 계획현황 등을 조사한다.
가 차원의 교통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료: http://www.law.go.kr/ (2019년 6월 1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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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축 구분은 동일 기준의 교통축 제시로 중앙, 지자체가 수립
하는 개별계획의 도로, 철도 등의 사업을 축으로 구분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서
계획의 모니터링화고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계획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축 구분을 사용하면 관련계획은 물론 투자모니터링을 하는데도 활
용 가능하다.

4) 관련법정 계획 활용
□ 중장기 교통망 계획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도권과 지방권의 교통개선 필요축은 통행속도가 낮고 우회율
도 높다는 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국가기간교통망 등의 관련계획에서 활용가
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6×6 교통망(남북축 6개, 동서축 6개)
- 지방권 7개

그림 5-3 | 수도권과 지방권 개선필요 교통망
수도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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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망, 교통축 구분과 평가 자료는 제 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교통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능한 교통계획은 국가단위로는 국가도로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기
간 교통망 계획 등이 있다. 개별지자체 계획으로는 도시철도망 계획, 도로건설 및 관리
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이 있다.
표 5-5 | 교통망 관련 법정 교통계획
국가 전역
종합
계획

대도시 광역권
개별 시/군
투자 및 환승계획

부문
계획

교통시스템
및 운영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시행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국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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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공간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망은 현재 기준의 국토공간에
부합하는 국가교통망과 미래 정치적 여건변화로 통행범위가 한반도, 동북아로 확장되
었을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가교통망은 대도시의 성장 파
급이 중소도시와 해안권으로 이어지고 해안권과 중소도시의 인력과 자원 등의 원활환
교류기회 제고를 통한 포용적 국가성장을 위한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에 수립완료 및 고시해야하는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에서 거시적 차원
의 교통망 구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반도 교통망은 남
북 주요도시를 모두 연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형망을 제시하여 향후 여건 변화 시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축 중심의 교통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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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공간위계별 교통망 제시
방패형(shield) 국가교통망

한반도 교통망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공간범위를 동북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여 개방형 국토형성을 위한 미래 교
통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교통망은 현재의 고속철도기술과 미래의 고속철도
기술을 대안별로 적용하여 그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방형 국
토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그림 5-5 | 초고속 열자 도입대안별 한반도 중심의 공간압축효과
동북아 교통망 1단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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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교통망 2단계

2. 결론
1)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관련 법정계획 등이 새로이 수립되는 시점에 국토공간의 포
용적 개발에 부합한 교통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미래국토공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로 공간범위를 확장해 교통망을 제시
한다. 셋째, 통행자 입장에서 공공이 관리해야할 교통축 단위를 대도시간 통행에서 인
접 동면 통행에 이르기 까지 통행의 모든 위계를 TIN 기법을 고려해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지역별 통행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통행빈도별 통행시간
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용자 관점의 통행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
존연구와 차별된다.

2) 향후과제
육로 교통망 위주로 교통망을 구상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에는 중장거리 항
공노선과 도서지역 통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반도 교통망 구상 시 좀 더 다양
한 연계도시 대안을 통한 한반도 교통망 대안 도출이 필요하다. TIN 기법에서 도출한
공간위계별 삼각교통망의 통행여건 검토를 통한 교통망 도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며 동북아 네트워크를 확장해 신남방/북방 정책국가 들로 확장하여 검토하
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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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ational Transport Network for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of Territory
Kim Jonghak, Baek Junghan, Bae Yunkyung, Ko Yongseok, Kim Joon-ki,
Kim Ik-ki, Lee BeomKyu, Song Jaein, Yoo Hansol

Key words: National transport network, MST, TIN, Innovation, Inclusiveness

This study is a conceptual national transport network research that can break
the bounds of the existing transport network centere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omote inclusive growth of the country. The conceptual national transport
network was proposed with transport corridor units at the macroscopic level
through the application of MST(Minimum Spanning Tree),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analytic techniques.
The linkage targets of the transport network was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and the following process was proposed through the MST analysis. First, a
transport network for the connection of metropolitan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was proposed. Second, a transport network connecting the top 5 mega
regions in the country ex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was proposed. Third, a
transport network connecting the representative cities of coastal areas was
proposed. Finally, by combining the three transport network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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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ield national network that is suitable for the inclusiveness and innovation
of the nation was proposed.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udy is that it separates the top 5 mega regions in
the country ex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and that it proposes a transport
network suitable for the linkage between metropolitan cities in each mega
region in order to break from the transport network. The figure below
represents the form of the transport network described above.

<Figure1: Inclusive National Network of S.Korea>
Linkage metropolitan

+

Linkage regional metropolitan

+

Linkage coast

=

Shield network

Furthermore, this study also proposed a hyper network that achieves the
transport network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s 1-day life zone
which also considers both South Korea’s transport network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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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Inclusive National Network of S.Korea>
Northeast Asia Hyper Network1

Northest Asia Hyper Network2

Lastly, the MST and TIN analytic techniques appli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further for the study of conceptual transport
networks in a macroscop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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