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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대 회 개 요

(1) 대 회 명 : 제23회 World Road Congress 파리대회
(2) 대 회 기 간 : 2007. 9. 17(월) ~ 21(금)
(3) 대 회 장 : 파리 국제회의장 및 국제전시장
(4) 대 회 규 모 : 전시 (10천m²), 100개국 (5천여명, 57개국 장관 참석)

1.2 주 요 일 정

(1) 전체일정 프로그램
일 자

주요행사

학술대회

9.14 (금)

운영위원회 (09:00)

9.15 (토)

이사회 (09:30)

2011년 개최국 결정
한국위원회 승인 등

9.17 (월)

개회식 (10:00)
장관세션 (15:00)

전시회

9.18 (화)

9.19 (수)

9.20 (목)

9.21 (금)

리셉션 (19:00)

폐회식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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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2개 학술분과

전시회
포스터세션
현장방문
워크숍

11개 학술분과

전시회
포스터세션
현장방문
워크숍

12개 학술분과

전시회
포스터세션
현장방문
워크숍

6개 학술분과

전시회
포스터세션
현장방문
워크숍

(2) 컨퍼런스 프로그램

A
M

SP16
New ideas
and new
concepts to
face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UE
18

SP14
Disaster
mitigation:
road
authorities
preparation
and response
to
emergencies

SP10
Combined
freight
transport
modes

C3.4
Winter
Maintenance

TS 1
Challeng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
t
of road
systems

TS 3
SP1
C1.4
SP3
SP6
Risk
Evolution of
Managemen
Responding
Urban
Management
road
t of
to Human
intermodalit
: New
administration
Network
PM
Resources
y
Approaches Operations
s
Challenges in
to
the Road
Improving
Sector
Safety

A
M

WE
D19

SP18–19
A historical
review of
road and road
transport
in the 20th
centu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M issues of the
21st century

A
M

SP7
Road safety
issues and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PM

SP12
Road
management
issues in
developing
countries

A
M

SP5
Financing
road
investment
through
comprehensive
long-term
contracts

TH
U20

FRI
21

*SP: Special Sessions (20)

SP2
C3.2
Governance
Risk
and integrity Managemen
t for Roads

C3.3
Road
Tunnels
Operation

C3.1
Road
Safety

SP4
SP11
Evaluation of Providing
public
for the
policies in
operation of
the road
very heavy
sector
vehicles on
roads
SP8
Managing
congestion

SP9
Mobility for
vulnerable
users

SP20
Road
Safety
Audits and
Inspections

SP13
Vulnerabilit
y of road
systems to
climate
changes

TS 2
Sustainable
Roads:
Integrated
Parts of the
Transport
Chain in a
World of
Globalisation

C1.1
Road
System
Economics

C4.2
Vehicle / Road
Interaction

C2.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C4.5
Earthworks,
Drainage
and Subgrade

C2.5
C1.3
Rural Roads Performanc
and
e of Road
Accessibility Administrat
ions

TS 4
Road Asset
Management:
Integrating
Best Technical
and
Management
Practices with
Political
Responsibilities

C1.2
Financing
Road
System
Investment

C4.1
Management of
Road
Infrastructure
Assets

C2.3
Urban
Areas and
Integrated
Urban
Transport

SP15
C2.4
Managemen
Freight
t of safety
Transport
in
and
road
Intermodalit
tunnels
y

C2.2
Interurban
Roads and
Integrated
Interurban
Transport

SP17
Evolution
of demand
and
supply of
research
and
public
sector
support of
innovation

C4.4
Bridges and
Related
Structures

C4.3
Road
Pavements

TS: Strategic Direction Sessions (4) C: Technical Committee Session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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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니컬 투어 프로그램

현 장 견 학 명
V1. 파리의 4번째 보행전용교량

Paris footbridges

V2. 도로를 대체한 노면전차

Paris tramway

V3. 도시고속도로 교통관제센타

Dynamic operation
Tunnel safety : the A86 Ouest

V4. 세계최장 2층 A86 터널

motorway

V5. A14의 ITS 시스템

ITS and congestion
Toll station and the

V6. A5 첨단 Toll System
V7. 유럽 최고높이의 승강 자동차교량

Sécurodrome
Life bridge and
demountableroadways

V8. 첨단기술의 고가도로

Meaux viaduct

V9. A19 민자도로

A19 Motorway

V10. 첨단도로관리 모니터링시스템

Monitoring the condition of
roadways

V11. 저온포장기술

Low temperature coating

V12. 역사도로 복원기술

Historic road surfaces

V13. 토목 및 도로시험연구소

Laboratory LCPC

V14. 친환경, 안전자동차 연구센타

The MOV'EO cluster

V15. 도로재료기술연구소

COLAS Campus

V16. 도로시험연구소

Eurovia Reserch Center

V18. 첨단 아스팔트 포장시공기술

50% RAP on highways

V20. 샬드골공항

Paris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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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참석자
(1) 국가별 집계 현황
국 가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
Germany
(독일)
Angola
(앙골라)
Argentina
(아르헨티나)
Austria
(오스트리아)
Bangladesh
(방글라데시)
Belgium
(벨기에)
Bosnia and Herzegovin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Brunei
(브루나이)
Burkina faso
(브루키나파소)
Cameroon
(카메룬)
Canada - Quebec
(캐나다 퀘벡)
China
(중국)
Congo
(콩고)
Costa Rica
(코스타리카)
Croatie
(크로아티아)

인 원

국 가
Algeria

44명

(알제리)
Andorra

78명

(안도라)
Saudi Arabia

37명

(사우디 아라비아)
Australia

11명

(호주)
Azerbaijan

32명

(아제르바이잔)
Barbados

4명

(바베이도스)

142명

Benin
(베닌)
Brazil

9명

(브라질)
Bulgaria

1명

(불가리아)
Cambodia

27명

(캄보디아)
Canada

28명

(캐나다)
Chile

42명

(칠레)
Colombia

30명

(콜롬비아)
Korea

7명

(한국)
Ivory Coast

6명

(코트디부아르)
Cuba

15명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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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45명
4명

32명

55명
3명
1명
14명
5명
4명
2명
85명
11명
65명
31명
33명
5명

국 가
Luxembourg
(룩셈부르크)
Malaysie
(말레이시아)
Maroc
(모로코)
Mexico
(멕시코)
Mozambique
(모잠비크)
Nepal
(네팔)
Niger
(니제르)
Nouvelle Zelande
(뉴질랜드)
Panama
(파나마)
Pays-Bas
(네델란드)
Poland
(폴란드)

인 원

국 가
Madagascar

3명

(마다가스카르)
Mali

49명

(말리)
Mauritanie

108명

(모리타니)
Mongolie

46명

(몽골)
Namibie

2명

(나미비아)
Nicaragua

1명

(니카라과)
Norvege

27명

(노르웨이)
Pakistan

12명

3명

(파키스탄)
Papua nouvelle Guinee
(파퓨아뉴기니)
Peru

40명

(페루)
Portugal

20명

(포르투갈)

인 원
23명
27명

7명

7명

8명

2명

34명

3명

4명

2명

31명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

1명

Republique Dominicaine
(도미니카 공화국)

1명

(콩고 민주공화국)
Republique du Tchad
(차드 공화국)
Reunion
(레위니옹 섬)
Royaume Unis
(영국)
Rwanda
(르완다)

8명

Republique Tcheque
(체코)
Roumanie

10명

(루마니아)
Russie

109명

(러시아)
Senegal

2명

(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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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72명

6명

27명

국 가
Cyprus
(키프로스)
Espagne
(스페인)
Finland
(핀란드)
Gabon
(가봉)
Ghana
(가나)
Guadeloupe
(과들루프섬)
Guinee
(기니)
Haiti
(아이티)
Hong Kong
(홍콩)
Iceland
(아이슬란드)
Indonesie
(인도네시아)
Ireland
(아일랜드)
Japan
(일본)
Kenya
(케냐)
Latvie
(라트비아)
Les Philippines
(필리핀)
Libye
(리베리아)

인 원

국 가
Danemark

1명

(덴마크)
Estonie

224명

(에스토니아)
France

53명

(프랑스)
Gambie

13명

(감비아)
Grece

9명

(그리스)
Guatemala

2명

1명

(과테말라)
Guyane francaise
(프랑스령 기아나)
Honduras

7명

(온두라스)
Hongrie

1명

(헝가리)
Inde

22명

(인도)
Iran

2명

(이란)
Italie

21명

(이탈리아)
Kazakhstan

127명

(카자흐스탄)
Kuwait

11명

(쿠웨이트)
Le Salvador

15명

(사우바도르)
Liban

3명

(레바논)
Lithuanie

3명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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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26명
32명
820명
5명

4명

4명

1명

1명

23명

13명

36명

47명
14명
5명
3명
2명

16명

국 가
Serbie
(세르비아)
sierraleone
(시에라리온)
Slovenie
(슬로베니아)
Suede
(스웨덴)
Suriname
(수리남)
Syria
(시리아)
Thailand
(태국)
Tunisie
(튀니지)
U.S.A
(미국)
Ukraine
(우크라이나)
Venezuela
(베네주엘라)
Zambie
(잠비아)
기타

인 원
11명

국 가
Serbie and montenegro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Singapore

1명

(싱가포르)
Sri Lanka

8명

(스리랑카)
Suisse

55명

(스위스)
Swaziland

1명

(스와질란드)
Tanzanie

2명

(탄자니아)
Togo

6명

(토고)
Turquie

6명

(터키)
Uganda

57명

11명

(우간다)
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레이트)
Vietnam

3명

(베트남)
Zimbabwe

1명

(짐바브웨)

22명

총인원

3,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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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3명

21명

2명

36명

3명

12명

9명

7명

7명

1명

1명

4명

(2) 각국 장관 및 대표단 현황
총
국 가

장 관

총

인

국 가

장 관

원
Afrique du sud

Radebae

(남아프리카)

Jeff-Thamsanqa

Allemagne
(독일)

Hennerkes Jörg

Angola

Carneiro Francisco

(앙골라)

Higino Lopez

Australie
(호주)

Bangladesh
(방글라데시)

(알제리)
Andorra

4명

(안도라)

(베닌)

Arand

Hasabamagara

(부룬디)

Joseph

Jordana Xavier

6명

(사우디 아라비아)

Asdullah

Azerbaidjan
(아제르바이젠)

Belgique

1명

(벨기에)

4명

Mamedov Ziya

1명

Daerden Michel

2명

Liubic Bozo

1명

Bosnie Herzegovine
3명

(보스니아-헤르체코
비나)

Moutaftchiev petar 5명

Burundi

4명

Al Mogbel

Delia Phoebe

Matin Ma

Ghoul Amar

Arabie Saoudite

Pallas Tim, Lawrie 5명

Zinzindohoue

(불가리아)

Algerie

Colon Patrick,

Benin

Bulgarie

원

4명

5명

인

5명

Burkina faso

Lingani

(브루키나파소)

Hippolyte

Cambodge

Sun Chanthol,

(캄보디아)

Tram Iv Tek

5명

5명

Cannon
Lawrence,
Jean Brian,
Scrimshaw
Cameroun

Messengue Avom

(카메룬)

Bernard

3명

Canada

Sandelle D.

(캐나다)

Lemieux Ron,

16명

Landry Denis,
Ouellette Luke,
Falcon Kevin,
Macisaac Angus
Canada - Quebec
(캐나다 퀘벡)

Boulet Julie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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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vert

Inocencio Sousa

(카보베르데)

Manuel

3명

총
국 가

장 관

인

총
국 가

장 관

원
Chine
(중국)
Coree
(한국)
Cote D'Ivoire
(코트디부아르)

France
(프랑스)

Li Shenglin

5명

Lee Yong-sup

1명

Achi Patrick

4명

Borloo Jean-Louis,
Bussereau
Dominique

Ghana

Bayon Tangu

(가나)

Godfrey

Guinee

Bah Thierno

(기니)

Oumar

Inde
(인도)

Italie
(이탈리아)

Lithuanie
(리투아니아)

16명

2명

3명

Barkthavathsalu M. 6명

Bianchi Alessandro 1명

Slesers Ainars,
Butkevicius

7명

Algirdas

Macédoine

Janakievski Mile,

(마케도니아)

Srcev Saso

Malaysie

Samy Vellu

(말레이시아)

Seri S.

6명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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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Congo
(콩고)

Ntsiba Florent

Costa Rica

Gonzalez

(코스타리카)

Carvajal Karla

Espagne

Alvarez Arza

(스페인)

Magdalena

Gabon
(가봉)

Ngari Idriss

Guatemala

Unda Toriello

(과테말라)

Francisco José

Haiti
(아이티)

Ireland
(아일랜드)

3명

2명

Hiroaki

Wiseler Claude

Madagascar

Randriamampion

(마다가스카르)

ona Roland

(말리)

5명

Lumsden John

(일본)

Mali

4명

4명

Taniguchi

(룩셈부르크)

1명

Verella Frantz

Japan

Luxembourg

1명

4명

3명

1명

Kotia Abdoulaye 5명

총
국 가

장 관

총

인

국 가

장 관

원
Maroc
(모로코)

Ghellab Karim

Mexico

Tellez Kuenzler

(멕시코)

Luis

Norvege

Signe Navarsete

(노르웨이)

Liv

Panama

Colamarco

(파나마)

Benjamin

Pays-Bas
(네델란드)

Eurlings Camiel

Portugal

Lino Soares Correia

(포르투갈)

Mário

Tcheque

Rebicek Ales

원
Mauritanie

4명

(모리타니)

3명

(파퓨아뉴기니)
Poland
(폴란드)
Republique
7명

Dominicaine
(도미니카 공화국)

4명

Royaume Unis

(체코)
Salvador

Ochoa Gomez

(살바도르)

Sigifredo

Slovaquie
(슬로바키아)

Suede
(스웨덴)

Togo
(토고)
Turquie
(터키)

Moumouni

Guinee

3명

Vazny Lubomir

4명

Zetterberg Leif

5명

Dogbe Kokouvi

1명

1명

총인원

(영국)
Senegal
(세네갈)

Slovenie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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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sira John

Kapris Gabriel,
Marabe James

Stomma Piotr

Escoto Vasquez
Mayonabex

3명

2명

3명

4명

1명

Harris Tom,
Stevenson

5명

Stewart
Sy Habib

4명

Verlic perter

3명

Tchad

Younousmi

(차드)

Adoum

Tunisie

Khayech-Belhaj

(튀니지)

Samira

Ukraine

Roudkovsky

(우크라이나)

Mykola

262명

3명

Ahmed

(니제르)

Papua nouvelle

6명

Mohameden

Sem Lamido

(우간다)

5명

Ould

Niger

Ouganda

5명

Republique

인

1명

6명

1명

(3) 한국 참석자 현황
가. 1A팀(17명)
번 호

기 관

성 명

직 함

연락처

1

건설교통부

조용주

도로기획관

010-6271-4777

2

건설교통부

김일평

도로건설팀장

011-738-0418

3

건설교통부

김내형

사무관

016-9591-0741

4

건설교통부

박지홍

사무관

016-9221-1988

5

사무국

유경수

유치위원장

011-725-4380

6

사무국

조규상

사무국장

011-630-5030

7

사무국

방영선

연구원

011-759-1221

8

국토연구원

류재영

교통실장

016-326-2523

9

한국교통연구원

권영인

연구위원

019-326-9678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원의

도로연구부장

011-358-0164

11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해외사업팀장

011-742-1747

12

한국도로공사

김상규

차장

011-9983-8861

13

한국도로공사

김우철

대리

017-766-3790

14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석

책임연구원

017-257-5577

15

한국교통연구원

이동민

책임연구원

010-4788-2899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록

연구원

017-243-3057

17

킨텍스

김수민

과장

011-9245-6651

번 호

기 관

성 명

직 함

연락처

1

한국도로공사

김성환

사업개발실팀장

0813-8642-3330

2

한국도로공사

최효상

경북지역본부장

011-9350-0842

3

한국도로공사

박찬민

연구위원

019-330-1641

4

한국도로공사

이의준

설계처팀장

011-454-6403

5

한국도로공사

김희태

차장

017-557-6929

6

유신코퍼레이션

심재만

전무

016-715-8788

7

현대건설

한용철

차장

011-449-6657

8

현대건설

이석홍

수석연구원

011-9082-2981

9

현대건설

김제방

상무

011-215-6365

10

대림

이종호

부장

011-475-6946

11

대림

김우준

상무

011-260-5063

나. 2B팀(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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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팀(21명)
번 호

기 관

성 명

직 함

연락처

1

서울시청

정동진

도로계획과 국장

02-3707-9901

2

서울시청

배광환

도로계획과 팀장

019-334-2435

3

전남도청

고성석

도로교통과 사무관

011-608-9532

4

전남도청

정찬준

도로교통과 주사보

011-606-7594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임영환

본부장

011-661-7398

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박남회

건설2실 팀장

017-266-7715

7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박정원

경영지원실 팀장

011-9761-8593

8

포스코건설

조창구

이사

011-735-0569

9

동부건설

문제환

상무

019-393-6564

10

천일기술단

김여일

부사장

010-6213-3081

11

한맥기술

서성열

부사장

011-408-7916

12

한맥기술

이종관

구조부 상무이사

011-9725-7034

13

삼성건설

박찬범

국내토목영업팀 부장

016-203-3245

14

대우건설

양경진

토목CM기술2팀 부장

011-9995-6947

15

GS건설

전성현

도로.도시계획팀 과장

019-393-0701

16

삼보기술단

이수삼

사업개발팀 이사

016-366-0238

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재동

건설관리연구실 책임연구원

011-205-4346

18

국토연구원

임영태

책임연구원

016-391-0364

19

신도산업

황동욱

전무이사

011-9935-5132

20

신도산업

김준서

해외영업팀 부장

011-9897-5131

21

사무국

이지영

사원

010-7100-3239

라. 개별 참가자(5명)
번 호

기 관

성 명

직 함

연락처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현

박사

011-441-0881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훈

박사

019-215-2045

3

코리아카파크

박내선

이사

010-8346-6833

4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박사

010-4246-5387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김태희

실장

011-339-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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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회 세계도로회의 개최지 선정

(1) 선정 경위
- 2007. 8. 14.(화) : 제안서 제출
- 2007. 9. 14.(금) : Executive Committee 회의에서 사무총장이 제안서 검토
결과 보고(당사국 대표들은 퇴장한 후 이루어졌음)
- 2007. 9. 15.(토) : Council Meeting에서 개최지 선정 투표
․멕시코 제안 발표
․대한민국 제안 발표
․투표

(2) 투표 결과
- 총 투표수

: 186표

- 국가별 득표수 : 대한민국 58표
멕시코 128표

(3) 활동성과
◦ 투표결과는 멕시코에 졌으나, 국제사회 한국 재인식 계기
- 46개국 186표 중 32%인 58표를 득표하는 등 선전
* 투표결과는 그간의 활동과 인맥을 고려한 운영위원회의 의중이 작용
한 것으로 운영위원들은 한국 득표결과에 놀라는 분위기
- 유치활동,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멕시코를 크게 압도하는 등 한국이미
지를 성공적으로 각인하면서 국제무대 데뷔
◦ 2015년 대회는 한국에게 우선권 부여
- Colin Jordan 회장과 운영위원들은 한국이 원한다면 2015년 대회의
우선권이 있음을 수차 강조

(4) 향후계획
◦ PIARC 한국위원회(9.15 이사회 승인)를 통한 국제활동 강화
- 18개 기술 분과위원회를 활용, PIARC 기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도로분야 국제정보를 분석․전파
- PIARC와 상시 접촉하여 국제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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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독일과 협력회의 협의추진
* 아우토반 등 도로선진국으로 통일 당시 도로망 투자‧연계 등 검토 필요
◦ 국제협력‧정보교류 등 한국도로교통협회 기능 강화
* 일본은 도로교통협회가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의 중심역할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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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회 세계도로대회 주요내용
3.1 개폐회식 및 장관세션
(1) 개회식
가. 일시 : 2007년 9월 17일, 10am - 12pm
나. 개회식 내용
- 대회 프로그램 및 전시관련 소개 및 컨벤션센터 건립 100주년 기념
- 도로교통 분야 기여자를 대상으로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도로안전,
지속가능한 개발,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부문에 걸친 PIARC 상 수여식

(2) 폐회식
가. 일시 : 2007년 9월 21일, 2:30am - 4pm
나. 폐회식 내용
- 전체 행사 요약(대회위원장)
- 2008-2011 PIARC 향후 전략 등 계획 발표
- 차기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멕시코의 특별공연
- 2010 동계도로회의 개최지인 캐나다 퀘백의 대회 소개 발표
- EAAA 유경수 회장의 연설 및 PIARC 세계도로협회 콜린 조던 회장
의 폐막 연설

(3) 장관세션
가. 회의주제 : The user pays principle - potential and limitation
(사용자 부담원칙 - 가능성과 한계)
나. 참석자 : 장관 57명
다. 일시 : 2007년 9월 17일, 3pm
라. 회의내용
- 도로교통문제의 핵심에 도로사용료는 고려되어야 할 광범위한 문제
를 내포하고 있음
- 도로사용료를 내야 하느냐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발전이
변화의 심화, 교통규제의 증가, 재분배 및 형평성의 강화 등의 가능
성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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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용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징수하고 있음
․휘발유세 등 세금 및 관련 부과금의 경우, 도로사용에 대한 요금
또는 통행료
- 사용자 부담원칙의 통행료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됨
- 장관회의의 목적
․환경(온실가스, 오염, 소음, 교통혼잡 등)과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통행료 가격 본질의 재설정
․이용자들에게 종종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도로통행료에 대한 사회
적 경제적 수용도 제고
․도로통행료에 대한 도시 및 지역 계획과 경제개발 관련성과 마찬
가지로 도로망 크기 및 통행특성의 관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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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술분과위원회 발표내용

 SP8

management of Congestion

 SP13

Vulnerability of Road System to Climate Change

 SP14 Disaster Mitigation : Road Authorities Preparation and
Response to Emergencies
 SP15 Management of Safety in Road Tunnels
 SP16

New Ideas and New Concepts to Face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1.1 Road System Economics
 C1.2 Financing and Road System Improvement
 C1.3 Performance of Road Administrations
 C2.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Freight Transportation and Intermodality
 Workshop HD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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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8 Management of congestion

1. 개요
- 개최일시 : 2007. 9. 20(목), 15:00～17:30
- 발표국 : OECD,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위스

2. 발표논문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Managing Urban Traffic Congestion (OECD)
- Impact of Road Prices on Traffic : A synthesis of International
experience(Italy)
- Management of Congestion In Japan(Japan)
- L' Exploitation Des Voies Nationales Dans La Region Parisienne(France)
- La Congestion N'est Pas Une Fatalite(Swiss)

(2) 주요 발표내용
- 본 세션은 도시부 및 도시부 외곽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각 발표국에서 시
행했던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음.
- OECD 기구 연구자의 발표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관리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교통시스템 관리자가 효율적인 혼잡관리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혼잡의 영
향 및 척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 혼잡개선을 위해 도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나 도시인 싱가폴, 노르웨
이, 런던, 스톡홀름, 파리, 미국의 HOT lane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 경험들을
소개하였고,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음.
- 일본은 도쿄시내의 교통혼잡 저감을 위해 3개의 순환도로 건설, 교통혼잡 측
정 프로그램 개발, 교통수요관리 방법,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의 노력을 소개
하였음.
- 프랑스의 발표에서는 파리 지역의 혼잡개선을 위한 운영 정책 전개현황과 향
후 10여년 간의 혼잡 개선 계획설명(재정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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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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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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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systems, of rail networks, of airport slots, etc. This report,
however,

will

focus

principally

on

road

traffic

congestion

–while

recognizing that congestion management policy must account for the
performance of alternate modes such as public transport and rail.
- It does not follow, however, that action should be taken to reduce
congestion based solely on the traveltime savings that might result to
existing users …… given the impact of newly available capacity on use,
policies should account for travel-time savings for users of the newly
available

capacity

after

the

expansion

and

thus

account

for

induced/generated demand effects.
- Adapted from VCEC (2006), p. xvi.
- City of Stockholm (2006): Facts and Results from the Stockholm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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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13 Vulnerability of raod systems to climate changes

1. 개요
- 개최일시: 2007. 9. 21(금), 9:00～12:30
- 발표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중국, 영국

2. 발표논문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road conditions in winter, Eric Brun
(France)
- Vulnerability of road networks to climate change: four-years experience
assessment and tool proposal, H Guerard, M Ray (France)
- the importnace of permafrost, ice and seasonally frozen ground to road
systems in canada, D. Hayley, R. McGregor (Canada)
- Transportation and climate change: potential implications for california's
transportation system, R. Iwasaki, R. Navai (USA)
- Vulnerability of Chinese road systems to climate changes, Qingquan Liu,
Erhu Yan, Dongchang Dai (China)
- Roads and climate change in mountainous areas: a hot problem to be
solved with cool heads, Aurele Parriaux (France)
-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the UK road transport system, G.
Richards, R. Harrison (UK)
- Vulnerability of the road network to coastal progress in east Quebec:
impact of climate changes

(2) 주요 발표내용
-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도로의 유지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겨울의 서리 및 눈으로 인한 도로 손상은 감소될 수 있으나 가끔씩의 기온
급강하 및 여름의 폭서 등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
- 프랑스 공공사업부 (the French Public Works Ministry)의 기금으로 4년간
연구하여 도로 네트워크의 기후변화에 대한 손상에 대한 평가 및 그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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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
- 캐나다의 급작스럽게 추운 온도나 온난화가 도로에 미친 영향은 북족의 도로
시스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증대시켰으며 도로의 LOS를
저하시켰으며,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으며 물류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음

3. 참고문헌
- Hassasn, M, and Hayley. D.W., (2007). an Overview of Strategic
Transportation Options to Supplement the Tibbitt to Contwoyto Winter
Road, EBA Engineering Consultants Ltd., Internal Report to Tibitt to
Contwoyto Winter Road Joint Venture
- Navai, R. (2006). Cla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Climate Action
Program Report.
- "China Climate Disaster Overview" Editor Committee. (Dec.2006). china
Climate Disaster Overview. China Meteorological Press. pp3-4, 10-11,
111-120

4. 참고자료(별첨)
- Vulnerability of Road Systems to Climate Changes, Introductory Report,
PIARC SS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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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14. Disaster Mitigations : Road Authorities Preparation and Response to

Emergencies

1. 개요
- 도로기반시설은 재난이 예측되어 주민을 대피시키는 준비단계와 재난 발생후
구조, 의료, 수송등 재난수습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심각
한 재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 당국자들에 의해 특별한 조직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SESSION은 이러한 목적에서 최근 발생한 재난에 도로 당국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 경험을 얻고자 함이다.
본 SESSION에는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각 논문은 최근 발생되어 뉴
스에 많이 알려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카트리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발표내용
(1) Malaysia's response to the December 2004 Tsunami
(A.M. Abdul Hameed, Malaysia)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에서 발생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쓰나미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에 비하면 그 피해는 미미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6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자의 대부분은 쓰나미의 위험을 모르고 희생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DID

(Department of Irrigation and Drainage)을 중심으로 쓰나미에 대하여
첫째,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둘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두터운 연안식생림 조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연안 방호 구조물 설치
- 맹그로브나무 연안 식생림 조성
- 재난 대응 체계구축
- 전 국민에게 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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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aration and reponse to emergencies: Flood in Bangladesh
(Anwar Hossain, 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홍수는 강상류에 위치한 고원지역의 지속적인 강우와 지구온난화
로 인한 히말라야 빙하의 융해, 상류 제방의 미비 및 무분별한 벌목으로 계속적
인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는 도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산정된 홍수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할 정도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도로기관은 홍수와 관련된 문제점과 경감대책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도로하부지반의 피해와 복구비용등 6가지를 제시하고 이
를 경감하기 위하여

첫째, 과거홍수로 부터의 경감대책연구를 15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둘째, 홍수를 발생단계별 4단계(평상시, 경계단계, 재난단계, 복구단계)로 분류
하여 각 단계별로 정부의 도로기관의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다.

(3) Overview of an emergency operation and recovery program from a
transportation perspective (John Bradberry, USA)

미국의 루이지에나 교통 및 개발담당 부서에서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발생
시 교통측면에서의 위기관리와 복구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DOTD(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evelopement)가 재난지역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프로그램 운용배경과 교통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교통관리 방안으로 DOTD는

몇 번의 경험을 토대로 한 Contraflow Plan 으로

비상시 피해지역 주민을 집합장소로 빠르게 차량을 유도,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
으로 허리케인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Contraflow Plan의 요점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계획 및 준비(72시간 전)
- 교통통제센터 가동
2) 교통통제계획 1단계 시행(50시간전)
- 남부연안 대피시작
- 대피통로 모니터링 시작,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제공(1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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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통제계획 2단계 시행(40시간전)
- 남부지역 대피시작
- 예상 역방향 통행지점 현장요원 투입
4) 교통통제계획 3단계 시행(30시간전)
- 나머지 남부지역 대피시작
- 역방향 통행개시,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제공(30분 간격)
5) 자산보호(6시간전)
- 역류통행중지
- 도로변 교통통제장치 보호, 재가동 준비
4) Natural disaster and Road network system
(koji Suzuki & Hiroyuki Watabe, Japan)
5) Road administration response to the 2004 Nigata-Kenchuetsu earthquake
(Y.Kajiwara, Japan)
6) Landslide risk manegement at Sechilienne
(J. L Durville, P.Potherat. france)
7) Risk management for mega-projects
(D. Davi, france)
8) Risk manegement in road sector /framework
(J. Hansen, Sweden)
일본에서 발표한 2편의 논문은 한신대지진으로 인하여 도로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인근지역의 고립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관리 절차와
위험연구 및 분석-위험전략을 기술하고 있으며, 니이카타현 추에즈 지진시 피해
와 지진후 대응 및 도로정보 제공대책을 웹싸이트와 휴대전화를 통하여 제공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세실린 지역 산사태의 기발한 복구방안과 본
인이 좀 난해하게 느낀 메가프로젝트 위험관리 그리고 도로 sector의 위험관리와
Tecnical committee 부분을 살펴보기 권장하며 이러한 사례가 국내 도로 관리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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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16

NEW IDEAS AND NEW CONCEPTS TO FACE THE
CHALLENG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1. 개요
도로교통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이동성에 대한 욕구와 소요
에 최대한 부응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고갈과 가스 배출 감축 등의 문제가 제
어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새로운 아이디

어와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의 실행이 필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미래의 에너지원, 동력과 자동차 배기장치의 발전, 위성을 이용한 위
치추적기술과 차량탑재장치를 이용한 도로운영의 새로운 기술 등 다양한 핵심주제
들에 대해 조망한다.

2. 주요논문 요약

논문1. JAPAN'S APPROACH FOR ROAD SAFETY : OPEN PLATFORM FOR
COOPERATIVE VEHICLE SAFETY (Y Yukihiro TSUKADA,
Director, Road Bureau,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apan)

ABSTRACT
As Japan has actively promoted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or

systems

that

use

the

latest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to link humans, roads, and vehicles, changes
including alleviation of traffic congestion and reduction of the environmental
burden have begun to emerge in society as a result of the rapid spread of car
navigation systems, VICS (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and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ITS is now entering the so-called second
stage, in which it will contribute to positive changes in society and daily life by
resolving various problems of society that have been difficult to solve in the
past.
In August 2004, the Smartway Project Advisory Committee (chaired by Shoichiro
Toyoda, honorary chairman of the Japan 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
issued a proposal entitled "ITS Enters the Second Stage," presenting a s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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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ITS in its second stage.
In January 2006, IT Strategic Headquarters issued the New IT Reform Strategy,
which calls for the

realization of systems for assisting

safe driving

by

infrastructure-vehicle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reducing traffic accident
fatalities to fewer than 5,000. In response,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steadily pursuing these goals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Tests on public
roads, using ITS on-board equipment based on an open platform, are planned in
2007.
This paper presents a conceptual description of ITS in Japan and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efforts to support safe driving.

논문2. TOWARDS EFFICIENT,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 IN
EUROPE: THE ROLE FOR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W. MAES, Directorate General Energy and Transport, European Commission,
Europe)

ABSTRACT
It is fully recognised that efficient transport infrastructure is vital for sustained
vibrant economy in any part of the world. Europe is not an exception to this.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se the contribution and ability of each of the modes
in the provision of safe, efficient and sustainable transport. In Europe,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provides a significant instrument for
the

realisation

of

the

vision

to

provide

seamless

travel

across

national,

organisational and jurisdictional boundaries. The rail, road, air and water
transport all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mobility of goods and people. In this
presentation, the contribution new technology can make to the provision of
seamless road-based transport across Europe is discussed.
Road transport plays a dominant role in the provision of transport for both
people and goods. However, congestion on our roads is a serious threat. The
cost of this is estimated to be 0.5% of EU GDP and is expected to rise to 1%
by the year 2010, some 80 billion € per year. Additional road space is not a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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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need for more efficient and innovative means to manage existing
infrastructure that contributes to provision of safe, efficient and sustainable
transport suitable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as indic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 (EC) Transport Policy White Paper and its recent revision "Keep
Europe moving".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offer valuable opportunity for
active management of existing infrastructure in order to alleviate the impact of
congestion and in the process also realise additional road capacity.
The level of deployment of ITS systems and services in the EU Member States
varies considerably. The challenge is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implementing
ITS are fully exploited across Europe.
Furthermore, in addition to collaboration across jurisdictional and organisational
boundaries, there is a need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at
either benefit from the deployment of ITS systems and services or are involved
in their deployment. The European Commission is instrumental and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facilitating these processes through collaborative
initiatives,

initially

on

a

regional

basi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

Europe-wide framework that facilitates seamless mobility of people and goods
for our citizens.
More importantly, it prevents the emergence of systems and services design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the country or region thereby introducing problems of
interoperability that hinder free flow of people and goods in Europe.
There is a range of ITS related initiatives underway both in individual Member
States and at the European level. Work is currently in hand to assimilate all
these activities into a cohesive ITS deployment strategy that can encourage wider
take-up of ITS-based solutions that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efficient,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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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3. ENERGY FOR SUSTAINABLE ROAD TRANSPORT - INNOVATION
FOR FUTURE DRIVE-TRAIN TECHNOLOGIES (Klaus Scheuerer,
Representative of the Board for Traffic and Environment, BMW Group, Germany)

ABSTRACT
Since fuels based on petroleum (mineral oil) first came into use over 100 years
ago, they have assumed a position of undisputed leadership in the transport
sector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he increasing economic dependence of
many nations on the geological and political availability of oil, the fact that the
supply of fossil fuels is finite and the greenhouse emissions associated with the
combustion of fossil energy carriers all serve to emphasize the drawbacks of
fossil fuels more and more strongly. This is why all over the world automobile
manufacturers promote the search for other fuels and forms of propulsion.
In order to illustrate these worldwide efforts of the automotive industry the
concept of BMW EfficientDynamics serves as an example. This concept is
sub-divided into three steps:
1. In the short term, the fuel consumption of vehicles will be reduced by new,
highly efficient engine generations, active aerodynamics, the use of innovative
lightweight materials and intelligent energy management within the vehicle.
2. In the medium term, the automotive industry is working on achieving
additional consumption benefits through various measures such as increasing
the electrification of the drive-train and hybridisation.
3. The most sustainable technology in the long-term is the use of hydrogen in
the combustion engine, since hydrogen can be produced from various
regenerative energy sources with practically no CO2 emission.
This comprehensive approach allows for the necessary flexibility, technically
and time-wise, which is a prerequisite to achieve the most efficient
combination of different technological measures in each case. This way it is
possible to find the right solution suiting different model series, market and
sector-related customer expectations, statutory regulations and time of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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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4. THE EVOLUTION OF ONBOARD VEHICLE SAFETY
COMMUNICATIONS AND DRIVER ASSISTANCE SYSTEMS
(T.R. Shields Ygomi LLC, U.S.A.)

ABSTRACT
As we move further into the 21st century, we look expectantly ahead to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in which advanced sensors and communications abilities
will drastically improve vehicle safety, reliability, and comfort. The more sensors
a vehicle has, and the more advanced those sensors become, the better the
picture they paint of the driving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ensors has been a key contributor to the
evolution of current driver assistance systems (e.g., anti-lock braking systems
(ABS), adaptive cruise control (ACC), electronic stability programs (ESP), etc.),
and will continue to play a crucial role as the next generation of driver
assistance systems comes into being.
While improved sensor technology has helped spur the evolution of driver
assistance systems to date, wireless vehicle communications will be part of
future efforts to improve vehicle safety and driver assistance systems. Wireless
communications enable the collection of readings from the sensors of a large
number of vehicles. This data can then be used to provide a broader
near-real-time picture of the driving environment to help driver assistance
systems perform better.
Around

the

globe,

government

and

wireless-enabled safety communications.

industry

are

working

to

advance

The U.S. is focused on the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VII) program, a follow-up to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U.S. DOT) Intelligent Vehicle Initiative (IVI). The IVI program,
concluded in 2005, undertook to reduce the number and severity of crashes
through driver assistance systems, both vehicle and infrastructure-based. In its
final report, the IVI identified three challenging areas of traffic safety and
management: intersection collision avoidance, vehicle safety system integration,
and vehicle-infrastructure cooperation. U.S.
DOT undertook the 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effor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VII initiative seeks to establish a two-way data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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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land-based systems and vehicles on the road. The purpose of this
connection is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U.S. transportation
system.

Participants

include

members

of

the

automotive,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industries along with federal and state partners.
This public-private cooperation aims to develop and deploy a cost-effective
national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 number of other initiatives, mostly
spearheaded directly by industry, are working toward the same goal.
The European Commission is promoting a similar approach through the
Cooperative Vehicle-Infrastructure Systems (CVIS) and SafeSpot projects. The
automotive industry plans to use this technology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road travel while also developing new commercial vehicle-oriented
information services. European vehicle manufacturers are working to establish a
European standard for wireless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s through their
Car-2-Car Consortium.
In Japan, the Advanced Cruise-Assist Highway System Research Association
(AHSRA)

project

has

pioneered

the

exploration

of

vehicle-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w pursuing the initial rollout of
an infrastructure communications capability for vehicle safety warnings.

논문5. DEVELOPED COUNTRIES - DEVELOPING COUNTRIES :
CONVERGENT INTERESTS IN THE FIELD OF ROADS?
(Michel CHAPPAT) Research and Development Manager. Colas S.A.

ABSTRACT
People are becoming increasingly aware that we must change our way of living.
The report written by Madame Brundtland to the U.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very document that sparked the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dates back to 1987, some 20 years ago. At that point in
time, the French-English translation was already the source of debate: should
development be "durable" (lasting, durable in French) or "sustainable" (soutenable
in French).
Diplomacy made its choice. As we all know, it was sustainable development, an
expression with a clear double meaning. We must remember that thi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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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When we hear that there will
be no more oil in forty years (even with the most sophisticated techniques) or
that the availability of oil products will begin to decline in 15 or 20 years, now
is high time to start asking ourselves questions.

Over the next 20 years,

mankind will grow from 6 to 8 billion individuals that will need to be properly
nourished, with what and how?
In this paper, I will highlight how our professions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is ineluctable evolution. Can we already start replacing oil and bitumen in our
projects, at least partially?

The sources I have based my work on are indicated,

the figures are published but must be put into perspective because the
disciplines covered have not been studied with strict statistics on a local or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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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1 Road System Economics

1.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 9. 19(수), 14:00～17:30, Room 342
- 사회자: Mr. Labien Leurent(Franch)
- 발표국: 영국,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일본

2. 발표내용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Inreoduction to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Road System Economics
(Franch)
- The evaluation of road projects and plans within an integrated, multimodal
transport system, Andrew Clark(United Kingdom)
- Soft factors : how to evaluat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Alan
Clark (Scotland)
- Pricing as one tool for funding and regulation with equity in mind,
Friedrich Schwartz-Herda (Austria)
-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oll discounts, Kenta
Hamaya (Japan)

(2) 주요 발표내용
- 도로경제분과는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
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대응한 경제성 평가방법의 개발, 개선, 확산
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프로젝트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매크로한 방법보다
는 Micro Simulation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제기함
- 위원회에서는 주로 Road Pricing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Road Pricing의 확대
시행을 권장하고 있음
- Andrew Clark는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평가방법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평가기간, 평가항목의 차이, 평가 원단위(데시벨당 비용, 온실가
스 톤당 비용)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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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drich Schwartz-Herda는 도로투자재원조달방안으로서 Road Pricing의 역
할에 주목하고, 다만 제도시행에 앞서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서 Road
Pricing의 형평성 검토를 제안함
- 한편, 학술논문에서 Kenta Hamaya는 첨두시 요금할인이 국도교통량을 고속
도로로 전환시켜 사고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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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2 Financing and Road System Improvement

1.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 9. 20(목), 09:00～12:30, Room 342
- 사회자: Sherri Y. Alston(USA)
- 발표국: 프랑스,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카나다, 프랑스

2. 발표내용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Financial Procurement Strategies, Alain Fayard(프랑스)
- Cost Management for Long Term Investment, Jani Saarinen(Finland)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J. J. Koos Smit(South Africa)
- Are Developing Countries Paying for Their Roads? - Matching Road Costs
and Availables Funds, Charles Amoatey(가나)

(2) 주요 발표내용
- 본 커미티는 도로행정과 재원조달전략, 장기적인 도로투자재원 조달과 투자전
략 을 주요 검토분야로 하고 있음
- 도로는 물류체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필수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공사 그리
고 민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새로운 재원으로서 Fiscal toll, congestion toll, 재정부담의 시간적 Spreading
(채권의 발행을 통한 세대간 분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새로운 도로시설 공급주체로서 부각되고 있
음을 지적함
- 정부의 행정시스템 개혁과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 그리고 장기적인 비용의 분
담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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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3 Performance of Road Administrations

1.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 9. 19(수), 14:00～17:30, Room 352
- 사회자: 네덜란드 도로국 Mr. Paul Van Der Kroon
- 발표국: 네덜란드, 웨일즈,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2. 발표내용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Inreoduction to the Work of the Committee on Good Governance, Olarf
Vroom (Netherlands)
- Introduction on Decision Tree, Tony Parker (Wales)
- Introduction to the Institutional Integrity, Bernard Letarte (Canada-Quebec)
- Introduction to the Draft Conclusion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Martin Fletcher (New Zealand)
- Managing the Transition from Force Account Road Maintenance to
Contracting, Adam Andreski (United Kingdom)

(2) 주요 발표내용
- 보다 근본적인 도로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PIARC 기술위원회에서
는 아래의 3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함
- 도로행정 조직체계의 효율적 구성 및 관리 감독
- 적극적 인력 개발 및 교육
- 적용 가능한 능률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마련 및 효율적 활용
- 도로행정의 능률향상에 대한 잠정적 결론은 아래와 같음
․조직관리 및 감독의 근본은 “청렴한 조직 구성”임
․도로이용자 및 이해당사자의 적극적 의견수렴 및 참여가 필요함
․구성원의 유치, 유지 및 생산성 극대화에 대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목적형 능률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능률지표의 근간은 효율성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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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 Goldsmith, S. & William D. Edgers,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The Brookings Institution, 2004
- IFAC, Public Sector Committe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a governing body perspective, IFAC, 2000
- OECD, Performamce Indicator for the Road Sector, OECD, 2001
- Talvitie, A., International Trends in Managing Roads, PIARC, 1998
- World Bank, Overview of Examples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Transport Sector, World Bank, 2007
- WERD, Performance Indicators : A Management tool for the National Road
Administrations, Western European Road Directors, 2003

4. 참고자료(별첨)
- Technical Committee 1.3 Performance of Road Administrations Introducto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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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1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1.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 9. 18(화), 14:00～17:30, Room 352
- 사회자: 핀란드 도로국 Mr. Anders Jansson
- 발표국: 프랑스, 노르웨이, 모로코,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2. 발표내용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Different contexts need different priorities, Pierre Skriabine (France)
- Roads in sensitive natural areas, Bjorn Iuell (Norway)
- The implementation of a road project in Morocco in relation with the local
economy and the trees, J El Blidi (Morroco)
- Sustainable urban mobility: the Chihuahua case, Fabienne Beaudu (France)
- Funding environmental mitigation, Gloria Shepherd (USA)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lexander Walcher (Austria)

(2) 주요 발표내용
- 지금까지의 교통문제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은 교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었
으므로 사회 및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으며,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안은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으로서
지역영향평가(Community Impact Assessment)와 도시지역의 환경개선을
고려한 광범위한 영향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의 설정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도로교통의 실현을 위하여는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의
고려와 환경을 배려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수립
등이 필요하며 현재의 계획체계와 제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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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 Focus Funding Survey, PIARC TC 2.1 Report 2007 (출판예정)
- How to apply the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o transport ?,
PIARC TC 2.1 Report 2007 (출판예정)
- Social and environmental approaches to sustainable transport infrastructure,
PIARC TC 2.1 Report 2007 (출판예정)

4. 참고자료(별첨)
- Technical Committee 2.1 Sustainalbe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
Introducto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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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4 Freight Transportation and Intermodality

1. 개요
- 개최일시 및 장소: 2007. 9. 20(목), 14:00～17:30, Room 352
- 사회자: Eiichi Tanihuchi(Japan)
- 발표국: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몽고

2. 발표내용

(1) 발표주제 및 발표자
- Evolution of freight Logistics, Olivier Colignon (프랑스)
- Alternatives and Terminals, Hans Silborn (노르웨이)
- Mitigation of impacts, Pieter de Winne (벨기에)
- Guid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o building a sustainable freight
transport system, Baasankhuu Manduul (몽고)

(2) 주요 발표내용
- 본 커미티는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터미널의 개선, Intermodal Transportation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화물차량의 영향저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스위스의 중차량
에 대한 Road Pricing을 예로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철도건설비용조달, 철도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안함
-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물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8개
항목의 아이템과 6가지의 정책이슈(가령 multinational agreement, vehicle
emission requirements 등)을 제시함
- 물류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에 있어서 조직간 협력체계의 부재, 책임소재의 불
명확, 철도시스템의 낮은 효율성, 기반시설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정치적 장
벽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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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HDM-4

1. 개요
- 개최일시: 2007. 9. 19(수), 14:00～17:30

2. 목적
- 세계은행에서 개발하여 도로(포장)관련 사업의 경제성 분석, 유지관리 방안 등
에 대해 범용되고 있는 HDM-4(Highway Development and Management
System)의 이해력 및 응용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워크샵으로 HDM-4를 사용
하거나 연구를 수행중인 학계와 회사 등의 국제 컨소시엄인 HDMGlobal에서
마련하였다.

3. 워크샵 내용
- 새로운 버전(V.2)에 포함된 추가 기능과 기존 버전(V.1.3)에서 변화된 내용에
대한 설명
- S/W의 응용에 대한 case studies
- 특허권 소유자 HDMGlob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 유저와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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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echnical Visit

(2) V4- The A86 Tunnel : the longest two-level superimposed tunnel in the
world

가. A86 도시고속도로 민자건설구간 개요

- 노선개요: 노선연장 10Km, 건설비 17억 유로, 70년간 운영, 통행료로 건설비
환수
- 운영회사: 회사명 Cofiroute, 1970년 창립, 주주는 Vinch 83%, Colas 17%이며,
연간 매출액 9.54억유로, 프랑스 고속도로 중 1,020Km를 운영하고 있으며,
81Km를 추가로 개발중, 직원은 2천명, 미국 캘리포니아의 SR 91 고속도로,
독일의 유료도로, 영국의 도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 노선도: 파리의 제2외곽순환도로인 A86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지하 2층의
도시고속도로이며, 2008년과 2010년에 단계별로 개통예정

그림1. A86 도시고속도로 지하구간의 민자사업도로

나. 주요특징

- A86 고속도로는 승용차 전용의 지하 2층 도시고속도로로서 노선연장은 10Km
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2층 고속도로이며, 각층은 2차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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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A86 고속도로 지하구간의 단면도 및 비상구 설치도

- 지하 도시고속도로의 취약점으로 제기된 안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
400m 마다 비상대피소와 유고발생 자동감지, 가변정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비상대피소를 통하여 상하에 위치한 고속도로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함
- 첨두시의 집중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혼잡세를 징수하기 위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1988년 기준으로 시간대에 따라 6～28프랑으로
차등화함

표 1. A86 도시고속도로 유료구간의 시간대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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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사진 : 비상출입구 및 비상출동차량

라. 참고자료
- DUPLEX A86, Cofiroute (현장방문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 현장견학시 배포자료 (유재영 실장, 김태희 박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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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5-The A14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working for urban decongestion

가. 개 요
: 프랑스 외곽 A14번 고속도로에 교통혼잡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첨단 교통
시스템을 적용한 구간

나. 담당기관
: ASAF 산하 16개 민간회사 중 Sanef 라는 회사가 담당하고 있음.

<그림 7> ITS가 적용된 A14번 고속도로 구간

<사진 8> A14번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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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징
- Sanef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상태를 유
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파리 서쪽에 위치한 A14번 고속도로의 혼잡상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첨단 도로교통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ITS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자료를 이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크게 통행료 징
수방법(납부방법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 교통류 관리(안전한 소통을 중
점적으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
음.
- 통행료 징수방법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통행료 전자 징수
(Electronic Toll Payment)를 1992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화물차에 대
한 통행료 전자 징수 시스템은 2006년 초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첨단 도로교통시스템을 위해 Telematics 기술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도로관리
자의 안전은 Totem®에서 교통정보제공 분야는 Eliott®, Foninfo를 통해서 괄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음.

3. 관련 사진
- 사진 3은 도로표지에 통행시간을 표시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습임.
- Sanef에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Service Area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와 동일한 기능)

<사진 9> 도로표지에 ITS 기술 접목

<사진 10> Service Area

4. 참고자료
- Sustainable Development Annual Report (PDF file)
- Website : http://www.sanef.com/en/institutionnel/groupe/profi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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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6- The A5 : Optimized management offering safety and high-level
service

가. 현장견학 개요
- 본 행사에서 마련한 Technical Visit 프로그램 중, 파리의 첨단 톨 시스템
(A5 고속도로 상)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더불어 이 고속도
로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교육홍보관(Secrodrom)을 함께 방문하
게 되었음. 프랑스는 국가 도로를 ASAF 산하에 16개의 민간회사가 관리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이 방문 프로그램은 APRR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
는 구역임.

나. 방문장소
1) A5 고속도로 톨게이트
- 이 톨게이트의 이름은 Eprunes toll station으로 파리 남쪽으로 약 45km 떨
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이 톨게이트는 1991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
이며 건축가인 Marc Mimram이 제안한 설계가 채택되었음. 기본적으로 45
개의 통행료 징수소 차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파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의 톨 Booth가 16개, 외곽에서 들어오는 개수가 29개로 구성되며, 통행
료 징수소 광장의 전체 면적은 300m×300m이고, 현재 이 톨게이트는 하루
평균 이용차량은 17,000대임.
- 영업소 관장은 300m*300m 규모의 콘크리트슬래브로서 녹회색의 화성 암골
재 노출포장임. 이와 같은 거친 포장면은 차량 타이어의 미끄럼을 잘 제어
할 수 있음
- 캐노피는 두개의 호(arc)가 연결된 3차원 구조로서 연속된 캔틸레버 부재들
을 안정적으로 상호 연결함. 이 장관의 구조물은 야자나무 잎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였음
- 이 독창적인 캐노피 지붕은 연속된 투명 셀들을 결합하여 캐노피 하부에
자연채광이 잘 되도록 하였음
- TGV 고속철도가 이 영업소 옆을 지나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열차승객들에
게 잘 보일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 47 -

그림 1. 톨게이트 전경(좌)과 통제실에서 톨게이트 책임자의 설명(우)
- 톨게이트는 통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무인으로 신용카드나 고속도로
카드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용자와 통제실과의 인터폰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사진 1은 이용자가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좌)과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를 화
상을 통해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우)임. 당시, 빨간 승용차 운전
자는 40대 여성으로 신용카드가 뽑히지 않아 통제실과 인터폰 연결을 하였고,
담당자는 화상을 통해 이용자와 통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음.

그림 2. 톨게이트 이용모습(좌), 통제실에서 이용자와 통화하는 모습(우)
- 방문단이 도착했을 때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였으
나,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통제실과의 인터폰 보다는 직접 담당자가 톨 Booth로 내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음.
- 톨게이트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방문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이런
대규모 톨게이트가 불필요할 것 같지만,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파리에서 외
곽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급증하여 이러한 규모의 톨게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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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RODROM : APRP社의 교통안전교육홍보관
- Secrodrom은 교통사고 분석결과, 운전자 요인이 90%이상임에 주목하고, 운전자
의 운전행태가 도로안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APRR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운영하게 된 교통안전교육홍보관임.
Secrodrom은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운영되는 교통안전교육 관련 시설로 2006년
기준으로 약 6,000명이 교육을 받았음.
- 홍보 담당자(사진 4 좌측)는 Secrodrom의 운영목적과 수행업무, 주 대상자, 과
거 업무활동 등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시 위험요인 등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및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유로 인해 본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음.

사진 3. Secrodrom 홍보 설명(좌)과 참석자(우)

- 사진 3의 좌측은 곡선부에서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위험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
뮬레이터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며, 당시의 충격이 의
자에서 그대로 전해지는 체험시설임. 사진 5의 우측은 승용차가 전복되는 경우
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승용차가 수직축을 중심으로 약 세 번 정도 전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전복을 체험하는 동안에는 의식적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
음을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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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곡선주행시뮬레이터 시승(좌) 및 전복상태 체험(우)

- 사진 4는 교육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좌측 사진은 각 기관(회사나 어린학생들)
에서 방문하게 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측 사진은 시설 복도 벽에 삽
화를 초등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형태로 부착해 놓았음.

사진 5. 교육 진행과정(좌) 및 포스터 교육(우)
3. 참고자료
- 현장견학시 배포자료 (박준석, 김영록 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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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th Bridge of the Rouen (세느강)

가. 총연장(접속교 포함) : 670m
나. 중앙경간 (승강식) : L=100m, W=17m, 3차로
다. 공사비 : 800억원 (승강식 미적용시 400억원 정도 예상)
라. 공사기간 : 2004.06 ~ 2008. 09
마. 개요
- Rouen지방 세느강 上 6번째 교량 (5개는 이미 공용중)
- Rouen항 대형교량 접근을 위한 중앙경강 승강식 적용
- Rouen항은 예전부터 파리로의 상업용 물품의 관문으로서 대형선박 출입 多
- 승강식 교량은 유럽에서 첫번째 시도
- 하부 형하공간 (7m ~ 57m)
: 중앙경간 승강시 범선 등 대형선박 통과 가능
- 주탑높이 : 70m

(6) Removable Pavement
가. 파리근교 Saint-Aubin 市에서 개발
나. 시공은 SCREG (COLAS 계열사)담당
다. 개발 컨셉
- 사용자 및 주거자의 불편 감소
- 인프라의 친환경적 관리
라. 목표시장
- 도심부 차도 및 보도포장/트램 하부 포장
마. 공법개요
- 도로하부 시설물이 많은 도시용 대형 블럭포장 (육각형, 폭 77cm, 두께 21cm)
- 블록무게 : 100kg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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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 30년 (피로파괴 확률 5%)
- 구조 : 하부 배수용 자갈층 (3cm) 보조기층 60cm
- 상하수도 공사 등에 의한 도로 굴착 및 재포장시 포장 품질 확보
- 짧은 공사시간(4hr) 및 LCC측면 비용 절감
- 초기공사비 50% 고가, 재시공비 절감
- 시민의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공감대

(7) La Defense (라데팡스)
가. 개요
- 파리시 도심(개선문)에서 서쪽으로 8km지점 세느강변에 위치한 부도심
- Grand Arch(신개선문) 중심의 46만평 부지
- 첨단업무, 상업, 판매, 주거시설의 고층, 고밀도로 조성
- 차도, 지하철, 국철 등 교통시설의 지하 조성으로 지상은 자동차가 없는
친환경, 보행자 위주환경 조성
- 크게 상업지구, 주택지구, 공원지구로 구분
- 프랑스 정부, 파리시 당국 등 자치단체로 구성된 라데팡스
개발위원회(EPAD)가 58년부터 30여년에 걸친 장기 개발구상
- 80~90년대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무리
- 대단위 지역을 고층.고밀도로 개발시 건물, 지하철, 주차장, 일반교통, 보행공간
등의 체계적 배치기법을 라데팡스식 개발이라 함
나. 건설배경
- 구시내중심부에 건축물 보호에 따라 대규모 건물 신축 불가
- 업무 및 상업시설의 절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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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IARC National Committee
(1) 국가위원회의 설립 목적
각국의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는 해당 국가에 PIARC의 활동을
알리고, PIARC 활동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기타 아래와
같은 주요 목적을 위해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음

∙ 세계도로협회 본부를 통해 수집된 세계의 도로관련 정보를 각국의
도로정책 및 실무에 적용 확대함
∙ 각국의 도로전문가의 PIARC활동에 참여유도
∙ PIARC 활동을 통한 경험 및 유용한 정보의 편익 극대화

(2) 국가위원회의 주요 기능
○ 국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세계도로협회 본부와 각 국가의 도로전문가들 사이의 가교역할수행
∙ 해당국가의 도로상황 및 정책들을 세계도로협회 본부를 통해 세계에 알리는
역할수행
∙ 각국 회원의 세계도로협회 활동참여 안내 및 독려
∙ 각국 회원들에게 세계도로협회의 활동 및 기부금 분배 등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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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mmittees in the PIARC Executive Committee
(2005~2008)

MR. FRIEDRICH ZOTTER,
PRESIDENT OF THE AUSTRIAN NATIONAL
COMMITTEE

그림 1. National Committee의 기능 및 세계도로협회 본부와의 기능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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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ational Committee의 연도별 개수

그림 3. 현재 활동 중인 National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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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ARC 국가위원회의 활동
z The Newsletter of National Committee

○ 국가위원회 신문은 각 국가위원회 간의 소식지이며,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는
수단임

그림 4. National Committee 소식지
z

Magazines of National Committee

그림 5. National Committee 잡지
z

National Committee 주관 회의 및 발표회
○ 각 PIARC 국가위원회에서는 각종 심포지움 및 발표회를 주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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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본 National Committee에서 주관한 국제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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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시회 및 포스타 세션
(1) 전시회

Biophalt 소개

한국관 내부

종이 의자, 테이블

PIARC 1908-2007 23개의 대회

1908년 - 1952년

1952년 - 1979년

1979년 - 2007년
그림1. 전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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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lay out

도로 모형

도로고도표

교량통계

산악도로(오스트리아)

모니터판(전체 15개국)

공사중 표지판

역사관

그림2. 전시장 현황(Oil Age의 실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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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관

의자(유리), 판넬

A-66 도로, 교량

도로상부 활용

IC+교량+벽면

IC+교량+벽면

바닥면활용, Frame work

칵테일

그림3. 전시장 현황(스페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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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관 3개 국어 판넬

도로상부 방음판

독일관 배치도

사슴생태경로와 도로배치

CEDR/카운터

그림3. 전시장 현황(독일관)

퀘백관 전시장 lay out

홍보물 배치

입체모형

환경중시

뱃지

바람개비
그림4. 전시장 현황(퀘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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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션 회의장(Tech Session)

lay out

그래프

사진+설명

로비, 커피 브레이크

세션 Paper/저자/발표자

웹사이트

도표

글씨배열, 크기, 색상

도표, 다이어그램

발표개요
그림5. 세션 회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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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타 세션
o 독 일 : 독일의 첫 번째 아우토반, A555 고속도로

1908년 - 1932년

1932년 - 1941년

1941년 - 1967년

1967년 - 2007년
그림6. 독일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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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 주 : 맬버른의 Collins street

1908년 - 1932년

1932년 - 1941년

1941년 - 1967년

1967년 - 2007년
그림7. 호주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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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캐나다 : 성장하는 국가의 반영, Queensway

1908년

1920년 - 1930년

1950년 - 1971년

2007년
그림8. 캐나다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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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페인 : Piedrafita를 경유하는 Galicia 접근도로

1908년 - 1931년

1920년 - 1930년

1990년 - 2005년

2007년
그림9. 스페인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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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랑스 : Reunion Island의 해안도로

1908년

1950년 - 1963년

1963년 - 1974년

2007년
그림10. 프랑스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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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탈리아 : 유럽의 남북을 연결하는 Great st Bernard

1905년

1935년 - 1958년

1958년 - 1964년

2007년
그림11. 이탈리아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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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본 : Honshu-Shikoku 연육교

1951년

1955년 - 1965년

1970년 - 1990년

2007년
그림12. 일본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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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말 리 : 강에서 도로로, Bamako

1908년 - 1920년

1930년 - 1950년

1960년 - 1980년

2007년
그림13. 말리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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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로코 : Road of Unity

1957년

1957년 - 1964년

1964년 - 2006년

2007년
그림14. 모로코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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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멕시코 : 멕시코의 첫 번째 현대화 도로, 멕시코시티 Puebla 고속도로

1926년 - 1959년

1960년 - 1962년

2007년
그림15. 멕시코 도로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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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파리대회 운영개황 및 시사점
(1) 개회식

개회식

악단, 도로그림(트럭)

파리 부시장 연설

지구의 미래(온난화 피해)

Safety

Cho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Bio diversity

Young Professional Prize

사우디아라비아 IC/JC+171+174

그림2. 개회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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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시 30분

Tram

직장인, 보행환경

회사까지 O-D

버스차선

교통약자

지하철 14호선

통행추이, 교외/시내

Velid 개요

악단/소개/인사

그림2. 개회식(파리교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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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전시장 운영내용
(1)전시개요
o 기

간 : ‘07. 9. 17(월) ～ 9. 21(금)

o 위

치 : 프랑스 파리 종합전시관 (Palais des Congres) 1층 HALL NEUILLY

o 내

용 : 판넬, 동영상 및 실시간 교통정보(인터넷) 시연 등(부스 : 54㎡)

(2)전시결과
o 방문자수 : 총 1,500여명
o 인원운영
구

분

도

공

인

원(명)

담

당

업

무

3

총괄운영, VIP 안내, 전시관 소개

도 우 미

3(현지1, 유학생 2)

통역, 안내, VIP 접대, 기념품배부

용역업체

2

시설물관리, 물품공급

o 이 벤 트
- 한국 도우미 2인(한복 착용)과 즉석 기념사진
- Visit Korean Pavilion(9.18) : 회장 Mr. Colin Jordan 포함 관련인사 100여명 방문
- 방문객 기념품(전통부채, 핸드폰 액정 클리너, 쇼핑백 등) 제공

(3)세부전시내용

그림1. 한국관(Korean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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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회유치홍보

차기대회유치홍보

ITS

FTMS

도로역사

도로역사

아름다운 고속도로

한국 고속도로망

도로건설환경보전

차세대 고속도로

한국의 해외사업 진출

해외진출사례

그림2. 시판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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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장 전시관 방문

프랑스 교통부 차관 전시관 방문

PIARC 조직위 전시관 방문

전 PIARC 일본협회장 방문

즉석기념사진 촬영

VISIT KOREA PAVILION 행사

실시간 교통정보(네비게이션) 시연

방문객 대상 전시관 설명

그림3. 전시부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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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4회 세계도로회의 유치활동

4.1 제24회 PIARC 세계도로대회 유치 제안서

(1) 개요

- 2007년 9월 15일 PIARC 운영위원회(Council Meeting)에서 2011년 PIARC
세계도로대회의 한국유치를 위하여 유치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함
- 유치제안 관련 준비 자료는 제안서, 제안서 요약(브로슈어) 및 발표자료
(PPT 파일)로 구성하여 발표하였음

(2) 제안서 구성

- Invitation Message
- Proposal at a Glance
- Korea's Road
- Venue
- Accomodations
- Organizing Committee
- Partners and Sponsors
- Financial Consideration
- Incentives
-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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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주요 내용
- Invitation Message : 건교부 장관, 경기도지사, 건교부 도로기획관의
초대메세지로 한국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인 전폭지원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주요 골자로 구성
- Proposal at a Glance : 제안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으로 대회개요,
한국 소개 및 PIARC 세계도로대회의 한국유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Korea's Road : 대한민국의 도로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전상과 함께
아시아 및 유럽 등을 연결하는 Asian Highway의 출발지점(AH-1)으로
서 국가 위상 설명
- Venue : 대회장으로 선정한 KINTEX에 대한 시설규모 및 기능 소개와
함께 PIARC에서 요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대회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설명
- Accomodations : 대회장 주변 및 인접한 서울지역의 다양한 숙박시설
을 거리별, 규모별, 등급별 숙박시설 소개
- Technical Visit : 대회 진행기강(총 6일) 동안의 기술적, 학술적 시찰지
로 적합한 시설물 및 지역 소개
․인천대교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외곽순환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한강교량 견학 등
- Social Program : 대회의 시작과 끝에 주최국 주재로 열리는 만찬과
리셉션에 대한 설명
․Get-Together parth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 Accompanying Persons Program : PIARC 세계도로대회의 특성상 상
당한 수의 동반자가 함께 참석하며 이들 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수행
․경복궁, 남산 한옥마을, 인사동 : 한국의 전통에 대한 소개
․청계천 : 성공적 도심재개발 사례
․북한산 국립공원 : 도시 내에 위치한 대형 자연국립공원
․또한 Pre and Post Congress Tour 로서 금강산, 제주도 및 주변국
가인 일본과 중국도 단거리 여행지로서 적합하다는 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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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ing Committee : 대회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 책임을 가지게
될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PIARC 한국위원
회(National Committee) 발족 내용 홍보
- Partners and Sponsors : 대회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될 Partner와 재정
지원 등을 협조해 줄 Sponsor 소개
- Financial Considerations : 대회 등록비 수입에 대한 지출계획서 소개
․일반 및 할인 등록비 가격 제시
․등록비 수입 중 50%를 PIARC에 기부 환원
- Incentives : 한국 유치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특별제안
․등록비 할인
․개발도상국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등록기간의 다양화 등
- Attachments : 기존의 유사 성격의 세계대회 또는 박람회 개최 후 성
공적 개최를 알릴 수 있는 감사 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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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치활동 및 결과

(1) 유럽지역 출장

가. 출장자 : 유경수 (WRA 한국위원회 위원장)
서보균 (KINEX 전시팀 과장)
손종락 (고양시청)

나. 출장기간 : 2007. 8. 25(토) ~ 9.2(일), (8박 9일)

다. 방문국 : 핀란드, 벨기에, 영구, 프랑스, 독일

라. 중점 홍보사항
- 한국 유치는 정부의 방침사항이며, 정부는 예산 확보 중에 있음
- 한국 유치는 사무국과 Mitani 전회장이 권유한 바 있음
- 멕시코는 1975년 개최한 적이 있는 반면 한국은 처음
- 남북한 도로망연결 촉진과 아시아지역에 PIARC 활동 확산의 기회
- 한국의 도로 투자 및 기술 발전의 홍보 기회
- 세계도로교통박람회와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세계대회 개최의 많은 경험
- 한국의 가을 등 관광의 좋은 여건

마. 출장결과

1) 핀란드
◦ 면담자 : Mr. Jukka Hirvel (First delegate)
Mr. Par-Hakan Appel (Nordic Road Assoc. 사무총장,
Council member)
◦ 면담내용 :
- 5월 운영위원회시 한국의 발표가 월등히 우수했음
- 파리 사무국과 일본 Mitani 회장이 유치를 권유했던 사실은 몰랐음
- 13일 운영위원회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멕시코는 남미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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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지역내의
지지를 확보해야 함)
- 대륙간 형평성 분위기가 있음(다음번에는 남미)

2) 벨기에
◦ 면담자 : Ir. Christian Caestecker (First delegate)
Ir. Trim Lonneux (Belgian National Committee 사무총장
Council member)
Ir. Armand Rouffaert (Agency for Infrastructure 교통국장)
Ir. Roland Charlier (Agency for Infrastructure 도로국장)
◦ 면담내용 :
- 한국의 준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나. Council member 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한국의 유치를 지지하도록 노력하겠음
- 멕시코도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3) 영국
◦ 면담자 : Ms. Ginny Clarke(First delegate)
Mr. John Smart (UK National Committee 사무총장 Council
member)
◦ 면담내용 :
- 2011년이 안되면 2015년 WRA라도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할 것임
- 멕시코는 남미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나? (Executive Meeting의 분위기가 중요)
- 현재로서 본인은 중립적인 입장이며, Presentation 때 어느 쪽의 준비
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판단하겠음
- 대륙 간 순환 개최의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함. 한국은 이 문제를 극
복해야 함
- 파리 대회는 등록비를 전 일정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음. 대회 참석일수에 따라 등록비를 달리 부과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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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는 것이 좋겠음
- 2008년(2009년) Council Meeting 참석자에 대해서 체제비를 부담하겠
다는 제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선진국에는 역효과) 단, 지원을 필요
로 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은 환영함

4) 독일
◦ 면담자 : Mr. Hans-josef Boss (연방교통성 과장 국제교류 담당 Council
member)
Mr. H. W. Hortz (German National Commitee 사무총장
Council member)
Dr. Peter Reichelt (독일연방 토목연구원 부원장)
Mrs. Erika Borsberg (독일연방 토목연구원 과장)
◦ 면담내용 :
- 앞으로 계속 PIARC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
- 한국이 유치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지를
보냄
- 대륙간 순회개최 분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아시아 지역의 강력
한 지지가 필요

5) 사무국(프랑스)
◦ 면담자 : Mr. Jean-Francois Corte (PIARC 사무총장)
Mr. Franck Charmaison (PIARC 사무부총장)
◦ 면담내용 :
- Ministers' Session 참석여부를 긴급히 결정해야 함
- 개최지 결정 시가배분은 회장의 인사말, 프리젠테이션 각 15분,
질의응답 각5분 투표 10분으로 구성
- Executive Meeting에 한국대표는 1인만 허용하겠으며 이례적인
조치임. (멕시코 운영위원인 Mr. Oscar 한 사람만 참석)
- 9월 15일 Council Meeting에 제안서 및 보충자료를 각 대표의
테이블에 준비하는 것은 허용하겠음
- 프레젠테이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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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한국소개
․정부의 지원
․회의 장소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가 여부
․기술견학 및 동반자 프로그램
․PIARC에 납입금액
․등록비
․National Committee
- 2008년 Executive Meeting 장소는 몇몇 나라에 의사 타진중이며, 2009
년 Council Meeting 장소는 1년 전에 결정함.(한국이 선정되면 2009년
Council Meeting은 한국에서 개최)
- 지원 대상 개발도상국은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며, 항공료와 체제비 중
택일하여 지원. PIARC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 제안은
가능함. (이 부분은 말레이시아의 선례가 있음)
- 사무국에 Technical Advisor를 파견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협의 요
망. (단, 대상자는 영어 능통하고 불어는 기본 수준이어야 함)

(2) 일본지역 출장

가. 출장자 : 류재영(국내위원회 부위원장,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실장)
권영인(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나. 출장기간 : 2007. 9. 3(월) ~ 9.5(수), (2박 3일)

다. 방문기관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 및 첨단건설기술센타

라. 중점 홍보사항
- 2011년 세계도로대회 개최준비상황 설명 및 지원요청
- PIARC 한국 국내위원회 설립 및 향후 활동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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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장결과
◦ 면담자
- 국토교통성 도로국 미야타 토시타카 국장
- 일본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이노우에 게이이치 사장
- 첨단건설기술센타 미타니 히로시 이사장(PIARC 명예회장)

◦ 면담내용
- 일본은 PIARC 창설이래 PIARC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 국내에서 2007년 8월
3일 국내위원회가 설립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축하함
- 2011년 세계도로대회에 한국이 후보국으로 지원한 것은 아시아 지역
도로기술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아시아지역에 소속된 일본으로서
한국의 세계도로대회 유치활동에 경의를 표함
-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은 일한도로기술교류회의 등을 통하여 한국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한국과의 교류의 역사과
아시아지역의 PIARC 활동의 활성화라고 아는 점에서 일본 정부로서
한국에 전면적으로 지지함
- 일본은 최근인 2002년에 삿뽀르 겨울철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한
국가로서 한국의 대회개최 결정시 관련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임
- 참고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일 도로협력회의시 일본에서
방문하는 대표단에 대하여 지원을 부탁함
- 멕시코도 한국과 같이 PIARC 가맹국에 대하여 멕시코 지지요청을
위하여 유치제안서 및 지지요청 서신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파리대회 이전에 유치제안서 등 관련자료의 배포가 필요하다고 보임

(3) 결론
- 현재까지의 제안서의 준비는 한국이 약간 우세하며, 유럽지역의 국가들의
지원상황은 판단유보
- 지역간 순회 개최 논리에 의한 멕시코 개최 우위논리의 극복이 필요
- 한국의 경우 아시아 지역내 지지확보가 중요하므로 PIARC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관계국의 지원활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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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투표실시까지 최선의 노력 필요
․9월 13, 14, 15일 득표 활동
․14일 자료 준비
- 한국유치시의 2009년 이사회 개최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은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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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향후 추진방향
(1) 운영예산, 사업계획수립, 회원확보 및 정예화
- 운영예산 : 연간 2~3억 원 (회비,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관련기관,
용역사업비 등)
- 사업계획수립 : 2008년 사업‧예산지출계획 수립(2007년 11월중)
- 회원목표 : 단체회원 50, 개인회원 150

(2) 본회 Technical Committee 활동 적극참여
- 18개 분과위원회에 위원 추천 (2007년 11월중)
- 2008~2011년 분과위원회 활동계획회의 참석(2008년 4월중 1주일)

(3) 본회 Executive Commiittee 위원 추천
- 2008년 초 PIARC 사무국에 추천
- 2008년 이사회(모로코)에서 결정 및 운영위 관계자 사전 접촉필요
(특히, 아시아지역의 기존 운영위원, 프랑스 사무국, 회장 등)

(4) 2009년 Council Meeting 유치
- 유치의사 표명(기 실시) : 회장 및 사무총장, 각 국 수석대표, Executive
Committee members
- 2008년 이사회에서 결정

(5) 2015년 제25회 World Road Congress 유치
- 유치의사 표명(기 실시) : 회장 및 사무총장, 각 국 수석대표, Executive
Committee members
- 2010년 이사회에서 결정

(6) 2008년 Executive Committee Meeting 참석 준비
- 2008년 3월
- 캐나다 퀘백

(7) 2008년 Council Meeting 참석 준비
- 2008년 9~10월
- 모로코

- 87 -

5. 수집 자료목록1)*
도 서 명
BAKWENA

발 행 기 관
IBTTA

Québec

le ministère de

un savoir-faire

transports du Québec

ROAD BRIDGES

AIPCR

AND RELATED

(Italian National

STRUCTURES

Committee)

발 행 일
2003년

홈페이지
www.bakwena.co.za

2007년

2006년 10월

Annual Report
2005/2006
of the Construction

CIDB

2006년

www.cidb.org.za

2007년

www.amey.co.uk

2007년 9월

www.mtp_dz.com

Committee PIARC

2007년

www.nc-piarc.si

Slovenia
Ahsra
Ministère de

2007년

www.ahsra.or.jp

l'Ecologie, du

2007년

Industry
Development Board
Amey Today
Motorway Algeria
NC PIARC
SLOVENIA
AHSRA 2007-2008
Le nouveau réseau
routier national
Transportation
under
transformation
austria TECH
WORLD
HIGHWAYS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Roads
ANNUAL REPORT

Amey business
Services
Ministère des
Travaux Publics
The National

Développement
Swedish National
Road Consulting AB
austria-Tech

www.route.equipement.gouv.f
r

2007년

2007년

www.austriatech.org

IRF

2007년 9월

www.worldhighways.com

Total

2007년 9월

www.bitumenn.total.com

U.S Depart
Ministerio De

2007년 5월

www.tfhrc.gov

Federal Agency

Fomento

- 88 -

2007년

도 서 명
NORDIC
ROUTES
ROUTES
MAKE ROADS
SAFE
Connecting people
for the long term
Road Safety on
four Continents

발 행 기 관

발 행 일

홈페이지

2007년

www.vti.se

2007년

www.PIARC.ORG

2004년 1월

www.PIARC.ORG

2007년

www.make.roadssafe.org

USIRF

2007년

www.usirf.com

RS4C

2007년

www.vti.se/RS4C

2006년

www.saaq.gouv.qc.ca

2007년

www.lra.lt

2007년

www.astra.admin.ch

2007년

www.porr.at

Nordic Road
&Transportation
Association
mondiale de la route
Association
mondiale de la route
Commission for
global Road Safety

The Société de
People First

l'assurance
automobile du

LITHUANIAN

Québec
LITHUANIAN

ROAD

ROAD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ROADS &
Swiss Federal Roads
TRAFFIC
ROAD AND

Office FEDRD

TRANSPORT
KNOW-HOW

PORR

MADE IN
AUSTRIA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