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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 목표이자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측면에서 사람, 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이 고려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교통이 직․간접적인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이자 중견 공여국(bridge)으로서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등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경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분야별 배분 추이를 볼 때 지원 금액이 가장

많다. OECD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 ODA 지원

규모가 전 세계 상위 7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ODA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SDGs 등을 고려한 ODA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의 선정, 기획, 성과 및 평가관리 등 효과성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 ODA의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성적 유사연구의 개선점인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

(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정성적 Meta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확장(extended) Meta, FGI, AHP 및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Hybrid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교통 ODA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1972년 스톡홀롬 선언 이후로

지속가능발전과 교통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세계적 선언, 전략 및 회의 내

용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교통의 목표는 지속가능교통



(sustainable transportation)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는 경제, 사회, 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 이용가능성/

접근성, 효율적 교통운영, 지역/국가 간 연결성 순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안전성, 형평성/공정성,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순으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예방, 기후변화 영향 완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는 영향(impact) 수준보다는 수혜자 수

기반의 지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에 편리

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모형 적합성과 분석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검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교통 ODA 선정

기준이 사업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실증분석 등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경제적 수단이며,

인도주의적인 문제이자 한 국가의 외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다양한

가치가 결부된 교통 ODA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사업의 연계․융합 및 효과성을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지속가능교통, 교통 ODA, SDGs, 목표, 선정기준, 성과지표

학 번: 2010-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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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세계적 목표이자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 분야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측면에서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

너십(Partnership) 등이 고려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교통이 직․

간접적인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로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등 중견 공여국(bridge)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외연적

규모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는 2000년

약 2억 달러에서 2020년 약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27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ODA 참여기관 수 또한 2010년 36개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2020년 41개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교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24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교통을 중점지원

분야로 하는 국가가 18개국으로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다. 또한 최근 10

년간 우리나라의 ODA 분야별 배분 추이를 보더라도 교통 분야의 지원

금액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교통 분야 ODA 지원 규모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처럼 다원화 및 규모화되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논의 중에서 연구의 주요 흐름을 이루는 것은 ‘추진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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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평가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ODA 추진체계 개선과 성과

평가에 대한 논의들이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이루어져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ODA의 대상이 되는 교통,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세부

분야별 사업선정, 기획, 성과 및 평가관리 등 미시적인 부분이다.

특히 ODA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 등을 고려한 교통 ODA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기획 등과 같은 추진체계와 성과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통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교통 ODA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가 전담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어서 교통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그간의 많은 ODA 연구방법론

으로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인 FGI, AHP를 확장(Extd.)한 Meta, FGI,

AHP 등을 계량적 Hybrid 기법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ODA에 대한 통합적, 거시적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세부분야(교통)를 대

상으로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처음으로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교통 ODA가 지속가능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근거가 마련

되어 있는가? 제도･정책적 개선점이 있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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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을 위해 교통 ODA 목표는 무엇

이어야 하는가?

∙ 교통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선정기준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 SDGs 달성을 위한 기여 등 교통 ODA 사업의 성과(outcome)를 설

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는 어떠한

것이 좋은가?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 ODA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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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ODA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선정

기준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통 ODA의 효과성과 이를 위한 교통 ODA의

목표, 사업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교통 ODA의 목표와 사업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연구방법론

으로서 Meta 데이터를 이용한 중요도 분석 및 2분화 코드 분석 등 확장

(Extd.) Meta, FGI, AHP 등을 활용한 계량적 Hybrid 기법을 정립한다.

4장에서는 ODA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교통 ODA 목표, 사업 선정

기준,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Meta 데이터 Matrix 구축 및 FGI, AHP를

위한 자료구축 방법과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확장(Extd.) Meta(중요도 및 2분화 코드 분석), FGI, AHP

등을 활용한 계량적 Hybrid 기법을 적용하여 교통 ODA의 목표를 설정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지표를 분석한다. 이 과

정에서 FGI, AHP는 국내외 교통, 보건, 농업, 도시, 성과 중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국내 ODA 기관별 교통

ODA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각각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교통 ODA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려

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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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제1장

연구배경
교통 ODA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한
교통 ODA의 목표⇔선정기준⇔성과지표 모색필요

연구방법 Hybrid 기법 = 확장(Extd.) (Meta + FGI + AHP)

�

제2장
개념 및
이론적
고찰

․교통 ODA의 효과성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사업 선정기준
․교통 ODA 사업 성과지표 등

�

제3장
제4장

분석방법
및

자료구축

Hybrid
기법

Extd. Meta

Step 1 Meta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순위 설정

Step 2 2분화 코드 분석을 통한 순위 보정

Extd. FGI

Step 3 Focus Group Interview(1-3라운드)

Step 4 중요도/2분화코드 분석을통한 순위보정

Extd. AHP
Step 5 AIP(Aggregation of Individual Priorities)

Step 6 AHP 가중치/보정값 산정및 순위 보정

결과 분석 Step 7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성과지표

결과 검증 Step 8 민감도 분석

�

제5장
분석방법
적용 및
결과 검증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사업 선정기준
․교통 ODA 사업 성과지표

․Extd. Meta, FGI, AHP의 Hybrid 기법
․민감도 분석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연구 결과
․교통 ODA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
․향후 연구과제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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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교통 ODA의 효과성

세계은행(2001)은 빈곤퇴치를 위해 기회의 증대,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안전보장 등 3가지 안건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인프라는

이러한 안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인프라의 주요 요소인 교통인프라도 이러한 개발협력의 목표와 관련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교통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효과란 이용자가 교통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비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받는 효과를 말한다. 간접적

효과란 접근성과 이동성이 개선되고 수송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생

산성 향상,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투자유발에 따른 경제발전 등을 말하며,

이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인프라는

경제사회 측면 등에서 기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교통인프라의 개발 및 개선은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에너지 효율을 가져온다. 또한 교통

약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산 및 거래비용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 인프

라는 SDGs의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보건의료, 교육, 농촌개발, 여성권익

향상, 에너지, 도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계은행(2003)은 인프라와 인간의 기본적 니즈(BHN: Basic Human

Needs)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는 건강과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프라스톡과 인간개

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이 건강과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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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와 경제성장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인프라 자본의 총량이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다가 인프라 축적의 영향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로는 인프라 유형별 효과와 비선형적 특성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경제 및 사회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미국,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선진국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종준, 2013).

지금까지 원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원조는 효과

적이다; 원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원조는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

적이다(이계우, 2007).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ODA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도 많았으나, 교통 ODA의 효과를 살펴본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통

ODA를 포함한 교통인프라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UN 보고서(2014)에 따르면 교통을 포함한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및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고용과 기술

이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아 취학률을 향상시키며,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지역 간 연결을 통해 교역과 수출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들이 있다.

Ambe J. Njoh(2000)는 사하라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도로밀도

(road density)로 나타내어지는 교통인프라는 도로의 상태가 양호할수록

경제개발과의 연관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Seetanah Boopen(2006)은 교통 자본(transport capital)이 사하라 이남

지역과 군소도서국(small island states)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교통 자본 스톡의 생산성이 총자본의 생산

성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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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Pradhan, T.P. Bagchi(2013)는 도로 및 철도연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도로교통 인프라와 경제성장 및 국내 총 자본형성은

양방향성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한편 철도인프라와 경제성장 및

국내 총 자본형성은 단일방향성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Yasir Tariq Mohmand, Aihu Wang & Abubakr Saeed(2016)는 파키

스탄 전체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교통인프라와 경제성장 간 인과

관계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단일방향성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양방향성 인과관계가 있으며,

덜 개발된 지역은 경제성장이 교통인프라 개발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GDP 성장과 관련하여 무엇에 초점을 맞추든지

대부분의 크로스 컨츄리 연구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도로는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하고(Buys 외,

2006), 국가 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이며(Estache-Fay,

2010), APEC 회원국 내에서 평균 용량 이하인 항구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1인당 GDP를 4.3% 증가(Wilson 외)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한

사례가 있다.

저자
(연도)

분석 국가
(기간)

설명변수

Ambe J. Njoh
사하라
이남지역
(1988)

Gt = cRtαLtβ
R: capital input(RD/C)
c, α, β: unknown factor

G: output(GNP/C)
L: labor force(LAB)

Seetanah
Boopen

38 SSA
(1980-2000)
13 SIDS

(1985-2000)

Qit = Ait Lit Kitβ2 Gitβ3 Uit
A: toral factor productivity
G: transportation capital
U: error term

Q: total output
K: total physical capital
L: labor

Rudra
P.Pradhan

Inida
(1970-2010)

EG = f(TINF, GCF)
TINF: total transport infrastructure

EG: economic growth
GCF: gross domestic capital

formation

Yasir Tariq
Mohmand

Pakistan
(2008-2012)

lnGDPit=α0i+α1i+lnTN+βit
GDP: real GDP
TN: transport investment

GDP: real GDP
ln: log
I,t: province and year

<표 2-1> 교통인프라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개발도상국)



- 9 -

Boarnet, Marlon G(1996)는 아이오와, 위스콘신주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로정책을 촉진(Dalton 1991; Forkenbrock and Plazah

1986)하였고, 특정 도로망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 결과, 간헐적으로나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e.g. Seskin 1990; Weisbrod

and Beckwith 1992)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경제발전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저자
(연도)

분석 국가
(기간)

설명변수 주요 결과

Ascauer
(1989)

미국
(1949-1985)

Yt=At∗f(Nt, Kt, Gt)
Y: aggregate output
A: productivity or Hicks neutral technical change
N: aggregate employment
K: aggregate stock of nonresidential capital
G: flow of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sector

도로, 고속도로, 공항,
대중교통, 관개,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가 생산성의
대부분을 결정함
Factor share: 0.2-0.4

T.
Garcia-Mila

& T.J.
McGuire
(1992)

미국
(1969-1983)

q = AKlaK2bLcHdEe, q: aggregate output
K1: capital in structures
K2: capital in equipment
L: labor, H: highway capital, E: education

공공인프라(도로, 교육)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
임을 증명함

<표 2-2> 교통인프라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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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 ODA 목표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ODA 역사와 함께 그간의 연구도 ODA 재원 배분,

ODA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등 통합적·거시적 관점의 논의 중심으로 진

행되어왔다. 한편, 교통 분야 ODA 사업의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교통 ODA의

목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관련 해외 연구 및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교통 ODA의 목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와 부합해야 함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논의

과정에서 교통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으로 과거 경

제발전이라는 주류모델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발전이 경제발전과 함께

통합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틀림없다. 또한

SDGs 지표(indicators)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목표(goals) 달성을 위한 핵

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Biermann, Kanie and Kim, 2017; Mair, Jones, Ward, Christie,

Druckman and Lyon, 2017).

사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모호하고 SDGs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거

의 모든 국가의 개발협력과 양립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Gupta and Nilsson(2017)에 따르면 SDGs 목표를 자국 내 정책

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이에 SDGs 16, 17 등 거

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SDGs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UN(2015)의 Technical Working Group on Transport에서는 SDGs 17개

목표와 교통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SDGs에서 교통과 직접 연관된 목표는

3.6, 7.3, 9.1, 11.2, 12.c이며, 간접적인 목표는 2.3, 3.9, 6.1, 11.6, 12.3, 13.1로

다수의 목표가 교통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UN-Habitat & UNEP, 2015). 이를 통해 지속가능교통에 대한 글로벌 비

전과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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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의 논의 경과

1972년 개최된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을 선포했다. 동 회의에서

교통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스톡홀름 선언은 향후 “지속가능

교통” 개념의 핵심개념이 될 원칙을 분명히 했다(While transportation

was not directly addressed at the conference, the Stockholm

Declaration did articulate principles that would later become key

tenets of the notion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Gudmundsson. H,

Hall. R. P, Marsden. G, & Zietsman. J, 2016)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

의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합리적 투자, 인간 지향적 기술개발, 사회구조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동태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정지원, 박수경, 2012). 다만 보고서는 “분야(섹

터)별” 접근을 채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은 비 재생에너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대중교통체계 측면에서 고려되었다(Since the report avoided

adopting a “sectoral” approach, transportation is only brief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nonrenewable energy, urban mobile source emissions, and

the need fo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WCED, 1987, pp.198–199)).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10),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계속되었다(정지원 외, 2014).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Rio Summit)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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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으며, ‘의제

21(Agenda 21)’을 도출하였다.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국제

적 협력을 촉구하며, 사회와 경제 분야의 행동 추구,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 및 관리, 여성 등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이행수단 등의 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교통의 개념은 첫 번째 리우 컨퍼런

스에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리우 선언의 실행 계획인 의제 21에

교통 관련 2개의 장(chapter 7, 9)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7장은 인간의 지속

가능정착을 다루며, “모든 국가에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교통시

스템 촉진” 방법에 초점을 맞춘 도시교통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요

구하였다. 9장은 대기오염과 관련한 교통 분야의 기여도에 대해 언급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1992년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Green Paper는 지속가능

교통과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최초 정책안(policy texts) 중 하나로서, 교통

중심의 관점을 제공하는 초기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문제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Rio+10회의에서는 경제

개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발전의 세 요소로 제시되었다.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요 내용

으로 한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은

구체적인 행동과 수단,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리우 선언의 실현을 재차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축의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UN, 2002; 정지원 외, 2014).

2012년 Rio+20회의에서는 결과문서로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고려하고, 방향성을 Post-2015 개발 의제와 같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Rio+20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및 이동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선언문은 교통에 대한 최초의 UN 총회 성명(statement)을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교통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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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SDGs는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다. SDGs는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

평등, 경제·사회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1)

<표 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주요 논의 경과 및 내용

1) http://ncsd.go.kr/background

구분 지속가능발전 교통의 역할 및 목표 등

인간환경회의
(UNCHE)

(스톡홀름선언) (1972)

ㆍ"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 선포
ㆍ유엔에서환경문제를전담하는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 발족

교통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향후 “지속가능교통” 개념의핵심개념이
될원칙을 분명히함

세계보전 전략
(WCS: World

Conservation Strategy)
(1980)

ㆍ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경제 및 사회발
전이 생물자원의 보존과 공존하는 것
이라는새로운관점제시

ㆍ지속가능발전이라는 첫 공식명칭
(formulation)은 향후 브룬트란트 보고
서에영향을미침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1987)

‘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
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발전”으로정의

“분야(섹터)별” 접근을채택하지않음으로
인해 교통은 비 재생에너지, 대기오염
물질배출, 대중교통체계측면에서고려됨

UN 환경개발회의
(UNCED)
(1992)

ㆍ‘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 실행 계
획인 ‘의제 21’ 도출

ㆍ‘의제 21’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행
동 추구와 개발을 위한 자원보존 및
관리와 여성 등 주요그룹의 역할 강
화와 이행을 위한 수단 등과 관련한
주제를주요내용으로다룸

ㆍ지속가능교통의개념을구체화하고, 의제
21에교통관련2개의장(chapter) 포함

ㆍ(7장) 인간의 지속가능정착을 다루며,
“모든국가에서효율적이고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교통시스템 촉진”방법에
초점을 맞춘 도시교통계획에 대한
포괄적인접근방식요구

ㆍ(9장) 교통 분야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기여도에대해언급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The
Impact of Transport on

the Environment”
(EC 1992).

ㆍGreen Paper는 지속가능교통/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최초 정책안(policy texts)
중 하나로서, 교통 중심 관점을 제공
하는초기사례임.

ㆍ환경문제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끼침

UN 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Rio+10 회의)
(2002)

‘요하네스버그 실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축의
통합적고려가 이루어져야함을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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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지원 외(2014),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Henrik Gudmundsson, Ralph P. Hall, Greg Marsden,

Josias Zietsman(2016), “Sustainable Transportation-Indicators,

Frameworks, and Performance Management”, Springer Texts in

Business and Economics, ISBN 978-3-662-46923-1 내용 재구성

2) http://ncsd.go.kr/background

3) UN, Analysis of the transport relevance of each of the 17 SDG, Page 3-4, 2015
4)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1979Final_Press_Release.pdf

UN 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Rio+20 회의)
(2012)

ㆍ"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선언채택

ㆍ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적
균형을 고려할 것과 Post-2015 개발
의제와 방향성을 같이해야 한다는 원
칙을명시

ㆍ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이동성의
중요성을재확인하는계기

ㆍ“우리가원하는미래” 선언문은교통에
대한 최초 UN 총회 성명(statement)을
담고있음

ㆍ지속가능교통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

ㆍ8개의다자은행주도로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약정/자금공여(Commitment to
Sustainable Transport)" 발표

제 70차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

ㆍ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
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결의

ㆍ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5개 영역
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함.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경제·사회발전, 환경,
이행수단등을포함2)

ㆍ교통은 SDGs에서 5개의직접적, 6개의
간접적지표(indicators)로명시됨3)

(직접목표) SDG 3.6, 7.3, 9.1, 11.2, 12.c
(간접목표) SDG2.3, 3.9, 6.1, 11.6, 12.3, 13.1

ㆍ2016년 UN 차원에서 지속가능교통
컨퍼런스(First Global Sustainable
Transport Conference) 개최. 이를 통해
UN은단 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
(Leave no one behind)이라는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의 경제·
사회·환경에 대한 기여가 중요함을
다시한번강조4)

ㆍ2016년5월부터세계은행은“모두를위한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Mobility for
All (Sum4All)”이라는글로벌이니셔티브를
추진중. 이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지원하고자하는구체적인행동
로드맵으로서 세부전략목표를 접근성,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향상으로 상
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 또한
교통 분야의 혁신 촉진을 목표로 50여
개의다자/양자기구/민간기업/시민단체의
협력의장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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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교통의 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지속가능교통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지속가능교통의 정의

자료 정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한국교통연구원

(2009)

환경의 질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이루면서 사람,

장소, 물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동성을 증진 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2016)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속성

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교통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UN HLAG5)

(2016)

사람과 상품의 이동성을 위한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 탄소 및

기타 배출물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진전을 말한다.

ECMT

(2004)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저렴하다.

OECD

(1998)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ST)은 공공 보건이나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고 (a) use of renewable resources at below their rates of

regeneration), (b) use of non-renewable resources at below the rates of

development of renewable substitutes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CST6)

(2005)

ㆍ개인과 사회의 기본 접근 요구를 안전하고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과

세대 간 형평성이 일치하도록 한다.

ㆍ지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지원한다.

ㆍ지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쓰레기 및 배출을 제한하고,

비재생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며, 재생 자원의 소비를 지속 가능한

소득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하며 토지 이용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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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석이 없는 사항은 “Well Measured Develop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and Livable Transport Planning” (18 March 2019,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

이 밖에 SuM4All(Sustainable Mobility for All, 2019)은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모빌리티의 4대 목표를 보편적 접근성, 효율성, 안전성,

그린 모빌리티로 정의하고, 각각 연관되는 SDGs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4대 목표의 지속가능교통 지표를 총 8개 즉

보편적 접근성 2개, 효율성 2개, 안전성 1개, 그린 모빌리티 3개를 제시

하였다.

<표 2-5>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목표

보편적 접근성
(Universal Access)

효율성
(Efficiency)

안전성
(Safety)

그린 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Green Mobility)

접근성
(지방)
(rural)

접근성
(도시)
(urban)

접근성
(여성)
(gender)

효율성
efficiency

안전성
safety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
(GHG

emissions)

환경성
(대기오염)

(air
pollution)

환경성
(소음공해)
(noise

pollution)

(SDG 9.1, 11.2)
(SDG 7.3, 9.1, 9.4,
12.3, 12.c, 17.14)

(SDG 3.6,
11.2)

(SDG 3.4, 3.9, 7.3, 9.4, 11.6,
13.1, 13.2)

자료: Global Roadmap of Action, SuM4All, 2019

5)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High-Level Advisory Group on

Sustainable Transport
6) Center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CST)

European

Council

(2001)

ㆍ개인, 기업 및 사회의 기본적인 접근 및 발전 욕구가 인간과 생태

계의 건강과 같이 안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세대 간의

형평성을 증진 시킨다.

ㆍ지불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교통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 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

ㆍ지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쓰레기 및 배출을 제한하고 소음

발생 및 토지 사용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생

산 속도에 맞게 혹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사용하며 비재생 자원을

재생 가능한 대체재 발전 속도에 맞게 혹은 그 이하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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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사업 유형과 추진단계를 포괄하는 교통 ODA 선정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호 외(2016)는 주요 외국 사례연구를 통해 ODA 사업

선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는 사업선정

과정이 사업계획을 정교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통 ODA 사업 추진단계 중 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위해 1차로

는 정책적 내용, 2차로는 기술적 내용 중심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계층화 분석(AHP)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통

ODA 사업의 선정을 객관화, 투명화, 표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연구 결과 국가 간 사업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2014). 이 연구의 경우, 1차로는 정책적, 2차로는 기술

적 내용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 한계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선정평가 요소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를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정책컨설팅, 사업기획, 시범사업, 건설 및 운영관리와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1차로는 정책적, 2차로는

기술적 내용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2차 3계층 12개의 요소

중에서 실질적인 기술적 요소로는 경제적 타당성, 기술 및 경험 전수 가능

성, 사업의 위험요소 등 그 내용이 보건(병원), 교육(학교), 물, 에너지 등

타 분야 사업 선정평가 요소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교통

ODA 사업을 선정할 때 다수의 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타 분야의

사업과 같은 일정으로 사업 선정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2차례에 걸친 AHP의

적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연구 당시 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 촉진을 위한 교통 ODA의 역할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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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해외건설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기준

1차

1 계층
선정평가 요소

2 계층
선정평가 요소

평가
가중치

전략과의 일치성
① 무상원조 중기전략과의 일치성 ② 국가지원전략 및 중점지원 분야
③ 현지사무소 의견

60∼70%

수원국 및 기관
수행 역량

④ 수원국 및 기관의 추진 의지 ⑤ 수원국 및 기관의 수행역량
⑥ 수원국 및 대상지역 개발전략과의 일치성

30∼40%

양자․다자기관
사업과의 중복성

⑦ 양자․다자기관과의 중복성 ⑧ 타 기관과의 협력추진 가능성 10%

2차

1계층 2계층 3계층 가중치

사업의 적정성

① 사업 타당성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책적 타당성

50∼60%
② 사업 중복성

① 양자․다자기관 사업과의 중복성
②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③ 지속가능성
① 재원조달(재정, 유무상, 민자) 가능성
② 후속사업 추진가능성 ③ 기술 및경험 전수 가능성

전략과의 일치성
① 무상원조 중기전략과의 일치성
② 국가지원전략 및 중점지원 분야

25∼35%

수원국 수혜도
및 정책성

① 수원국의 수혜도 및 개발전략과의 일치성
② 수원국/기관의 추진 의지・수행역량
③ 사업의 위험요소

15∼25%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4, ‘교통인프라 ODA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연구’, KOICA, pp.65-70

국내 타 분야 사례로는 도시개발 및 인프라 분야에서 ODA 사업 선정

단계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항목을 구체화하고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계량화함으로써 ODA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안용진, 원종준, 2014).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캄보디아 프놈펜시를 사례로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는 관련

문헌고찰, 현장조사, 현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확보, 시설운영, 에너지의 선순환 등 3가지 항목별로 각 3가지씩 도출하

였다. 한편 지표 간의 중요도는 지역마다 상이하여 지역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며, 지표를 정량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Munsol Ju, Jae Young Kim, 2015).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OECD DAC의 ODA 사업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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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상위계층으로 하고, 선행연구 고찰 및 관광 분야 ODA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일본, 뉴질랜드 등의 원조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하위평가 항목들을 도출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하여 관광부문 ODA 사업 선정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평가지표의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지표를 필수평가지표와 선택평가지

표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업특성에 맞는 항목을 구성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김남조, 김현정, 안지현, 2014).

<표 2-7> ODA 사업 선정기준 관련 연구

구분 저자 분석 내용 주요 결과 방법

사업선정
결정요인

한국국제
협력단
(2014)

협력국의 교통 ODA 요청
사업(타당성조사) 선정을
위한 기준, 항목, 방법 등
을 제시

선정평가는 1, 2차로 구분하여 1차는 정책, 2
차는 기술적 내용을 위주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AHP 기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

AHP

안용진,
원종준
(2014)

도시․인프라 ODA 사업
선정 항목을 구체화하고
항목별 가중치 제시

평가항목을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 대분류
에 대한 가중치는 국익창출 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AHP

김남조 외
(2014)

관광부문 ODA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관광 ODA 사업의 모델을
제시

OECD DAC의 ODA 사업 평가 기준을 상
위계층으로 설정하고 적절성 16개, 효율성
10개, 효과성 13개, 영향력 10개, 지속가능성
16개의 하위계층 구성

델파이
조사

주문솔,
김재영
(2015)

지속가능한 폐자원 에너
지화 기술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도출

폐기물 확보, 시설운영, 에너지의 선순환 등
3가지 항목별로 각각 3가지씩 도출

FGI,
인터뷰

이상과 같이 ODA 사업의 분야별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교통 ODA 선정기준은 교통 ODA 목표 및 목적과 부합될 필요가

있다. 앞서 교통 ODA 목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교통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간

많은 기관과 연구자들이 지속가능교통의 목표 및 선정기준을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을 <표 2-8>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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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속가능 모빌리티 선정기준

구 분 경제 사회 환경

Transport
Canada
(2005)

․접근성
․교통수단 운행비용
․생산성/효율성
․비용, 경제적 편익

․접근성 및 적정가격
․안전과 안정성, 건강
․거주 적합성 및 편의성
․형평성, 사회통합

․자원 활용
․직접적 생태학적 침투
․대기, 토질 및 수질 오염물질
․소음 및 폐기물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2019)

․경제적 생산성
․경제개발(발전)
․에너지 효율성
․이용가능성
․효율적 교통운영

․형평성 및 공정성
․안전, 보안, 건강
․지역발전
․문화유산 보전

․기후 보호
․대기오염, 소음 예방
․수질보호 및 수자원피해
최소화

․공공녹지, 생물다양성 보호

Pembina
Institute
(2001)

․경제, GDP, 무역
․개인소비지출, 저축
․현금, 부채, 자산, 순자산
․소득 불평등, 부, 빈곤,
생활임금

․공공 및 생활 인프라
․고용
․교통비용 지출

․활동시간/시간 활용
․건강 및 웰니스
․자살/음주, 약물및담배남용
․약물사용(청소년)
․교통사고 및 부상
․가정 해체 및 범죄
․투표 참여
․학업성취

․석유, 가스를 보존하는 삶
․지속가능한 농업
․산림, 공원 및 자연보전지역
․어류 및 야생 동물
․수자원 및 수질
․에너지 사용 및 대기질
․탄소 예산(탄소 감축 목표)
․생활유해폐기물/생태발자국

GPI
(2008)

․생활교통 비용의 감소 ․기초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STAR
Community

Index

․경제적 번영
․고용과 직업훈련

․교육, 예술, 사회
․건강과 안전
․적정가격과 사회적 형평성

․자연 시스템(자연계)
․계획과 설계
․에너지와 기후

Nicolas, Pochet
and Poimboeuf

(2003)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

․대기오염 (global/local)
․공간이용(Space consumption)

Jeon, Amekudzi
and Guensler

(2008)

․경제적 효율 극대화
․적정가격 극대화
․경제개발 촉진

․형평성 극대화
․공중보건, 안전, 안전성 향상
․접근성 향상

․온실효과 최소화
․대기오염, 소음공해 및
자원이용 최소화

Cambridge
Systematics

(2009)

․경제적 효과
․경제
․개발

․토지이용
․고고학적 문화자원
․사회, 환경적 정의(Justice)

․생태계, 서식지, 생물다양성
․수질, 습지
․대기질, 기후변화, 환경위생

York Region
(2009)

․ 경제적 행복 지원
․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평

등한 자금 보장
․ 교통 공급 운영 이니셔티브

시행 및 지원
․ 성과평가 수행

․ 보행자 및 대중교통 우선
․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공
․ 운송및토지이용계획통합
․ 대화, 협의, 대중 참여 장려

․환경적, 문화적 유산의 보호
및 진흥

․에너지 효율성
․교통 수요 관리 이니셔터브
수행 및 지원

ADB
(2010)

․경제 및 금융 ․자산상태(Asset condition) ․사회적 형평성 ․건강
․생태계 ․물리적 환경 ․대기질 및 소음 ․기후

Department for
Transport, UK

(2007)

․경쟁력 및 생산성 ․안전, 안정성 및 건강
․삶의 질, 기회균등

․기후변화

Rocío Cascajo ․ 이동시간 단축, 경제 효율
․ 고용창출, 경제성장

․ 사회적 평등
․ PT 사용 증가, 도시 재생

․ 대기오염, 소음, 온실효과
․ 안전성 향상

A. D. BASIAGO
(1999)

․ 성장, 발전, 생산성
․ 낙수 효과

․ 평등, 권한 부여
․ 접근 가능성, 참여/공유
․ 문화 정체성, 제도적 안정성

․ 생태계 보전
․ 수용력, 생물 다양성

이신혜․김경철
(2008)

(도시경쟁력)

․차량 평균 속도
․평균 통근시간
․수요관리 관련 투자비용

․차량당 사망자 수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1인당 개인교통 에너지 사용
․승용차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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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이론과 실무에서 자주 제시되는 교통의 목표 및 특성을 살기

좋은 거리와 이웃, 환경보호, 평등 및 사회적 포용, 건강과 안전, 활력 있고

효율적인 경제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였다(Gilbert and

Tanguay(2000), OECD(1997), Shiftan et al.(2003), Lautso and

Toivanen(1999), Black(2000), Gudmundsson and Hojer(1996), Croydon

Borough Council(2004)).

<표 2-9> 이론과 실무에서 자주 제시되는 교통 목표 및 특성

구분
살기 좋은
거리와 이웃

환경보호 평등 및 사회적 포용 건강과 안전
활력 있고
효율적인
경제지원

Gilbert and
Tanguay
(2000)

․소음 최소화 ․지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내로 쓰레기 제한

․재생 불가한 자원 소비
최소화

․재사용 및 재활용
․토지 사용의 최소화
․생태계 건강 유지

․개인과 사회의 기본적
필요 충족

․인류 보건과 조화
․평등한 접근 보장
․효율적 운영
․운송 방식에 대한 선택
제공

․이동성 요구
안전하게충족

․활력 있는
경제지원

OECD
(1997)

․토지 사용과
토지 계획의
통합

․오염 방지
․토지와 자연 사용 최소화

․핵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공

․평등에 기여
․교육과 대중 참여 촉진

․보건 및 안전
극대화

․경제적 행
복과 역동
성 지원

Shiftan et al
(2003)

․에너지 소비 감소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
기오염 최소화

․야생동물 및 자연 서식지
보호

․고용, 활동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가능성 최대화

․교통사고 및
사고중증감소

Lautso and
Toivanen
(1999)

․혼합 정도
감소

․천연자원 소비 최소화
․오염 감소

․유동성 필요를 평등하게
충족

․기회 제공

․보건 및 안전
에 대한 고려
통합

Black
(2000)

․유한한 자원 사용 최소화
․대기오염 감소

․사고와 사망률
최소화

Gudmundsson
and Hojer
(1996)

․중요한 부하, 수준, 사용
패턴 내 천연자원 보호

․미래 세대의 생산적인
자본의 선택 가치 유지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의 평등한 분배
보장

Croydon
Borough
Council
(2004)

․친환경적인 방식 사용
장려

․교통수단의 소음 및
대기오염 정도 감소

․자동차 의존도 감소
․접근성 향상

․위험 및 위기
인식 최소화

․경제적 성
장과 계획
촉진

자료: Herb Castillo, David E. Pitfield, 2010, ELASTIC -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indentifying and selecting sustainable transport indicato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15(4):179-18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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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y J et al.(2007)은 교통사업의 선정기준을 경제, 교통 관련, 환경,

안전, 사회문화 및 형평성 부분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부 지표를 총 16

개의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2-10>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initiatives)

선정기준 성과지표 기존 연구

경제

1-01 경제적 생산성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교통 관련 비용(3)
차량/트럭의 판매 수량(1인당 자동차 사용)(4)

8 10 13
5 10 11 14

1-02 경제발전

1-03 에너지 효율성
화석연료 소비량(6)

차량의 화석연료 사용량(3),
E-index(1인당 에너지 소비량)(3)

4 7 9 10 13 14
2 4 10
4 6 11

1-04
이용가능성
(접근성)

철도, 주요 도로, 주차 시설의 연장(6)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3)

도보 거리 내 주요 서비스의 평균 및 수,
주거지와 공공 서비스 간의 평균 도보 거리 (3)

8 9 10 14 15 16
8 12 13
8 10 14

1-05 효율적 교통운영

1-06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km 당 명(교통수단별, 목적별)(6)
km 당 운송 톤(교통수단별, 목적별)(5)

총 주행거리(km) (VMT: 주행한 차량 마일)(5)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의 총 교통량(km 당

운송수단)(3)
대중교통과 자동차 사용(3)

평균 통근 거리/시간(목적별)(3)

4 9 11 13 15 16
9 11 13 15 16
4 5 7 9 16
9 11 14

4 7 8
7 10 13

1-7 인구밀도 인구밀도 (헥타르 당 인구)(3) 6 7 16

사회

2-01 형평성/공정성

2-02 안전, 보안, 건강
사상자 수(안전상의 위험: 차량 주행거리(km) 당,

차량당)(7)
교통사고 건수(3)

6 7 8 9 10 13 14

11 12 13
2-03 지역개발
2-04 문화재 보존

환경

3-01 기후 보호
이산화탄소 배출량(교통수단별)(9)

온실가스 배출량(7)
2 3 4 6 7 10 11 13 14
1 4 5 9 11 13 15

3-02 대기오염 예방

대기오염(air pollutants) 배출량(교통수단과제조업에의한)(6)
대기오염물질(NOX) 배출량(교통수단별)(6)

산화질소 배출량(4)
일산화탄소 배출량(3)

도시 대기 중 유해물질(벤젠, 오존)(3)
분진/미립자/휘발성 유기화합물(3)

1 2 8 10 13 14
2 9 10 13 14 15

2 9 13 14
2 9 15
2 4 14
2 4 14

3-03 소음공해 예방
소음 수준/비용(3)

공항 소음에 노출된 인구(4)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된 인구(3)

2 12 14
1 2 13 16
2 13 16

3-04
수질보호 및 수자원

영향 최소화
폐기/재활용(3)

해상 기름 유출(3)
2 3 13
1 2 13

3-05
공공용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
주요 토지이용/도시 토지이용(3) 2 6 12

주1) 성과지표를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춰 재구성

주2) 기존 연구는 Christy J et al.(2007)의 연구에서 인용한 16개의 연구 중에서

해당하는 순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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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 ODA의 성과지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외교 분야

등 타 분야의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한 연구사례 및 관련 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특히 해외 문헌의 경우에는 교통 ODA 성과지표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교통 ODA 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교통의 성과

지표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와 관련하여 SDGs 242개 세부 지표는

복잡하고 포괄적인 목표의 개념을 하위단위에서 세분화하여 개념화한 특징

(reductionist)과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Mair et al., 2017).

국내 타 분야 사례 중에서 외교 분야의 성과지표 관련 연구는 일반적

외교 관련 성과지표의 개발보다는 ODA 관련 성과지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ODA 사업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거나(변상규,

2014), 선진 공여 기관의 성과관리(김수진, 2017)를 논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통일부의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전경만 외,

2009).

해외 문헌으로는 Rana(2004)가 외교부나 외교 분야의 성과관리기준과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하였다. Jørgensen et al.(2011)은 국제기구에서 EU

의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 및 주요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EU의 성과를 4가지 핵심요소 즉 효과성, 연계성, 효율성, 경제성

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Blavoukos와 Bourantonis(2013)는 EU의 국제적

상호작용을 산출, 결과, 영향으로 나누어 성과평가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교통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교통 ODA 지원액이 많은 국제기구의

전략 및 정책자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교통 ODA 성과지표는 교통 ODA

목표 및 선정기준과 부합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교통 ODA 목표로서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교통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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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교통 외 분야의 ODA 성과지표 관련 연구

구분 저자 분석 내용 방법

ODA
성과지표

변상규
(2014)

․ODA 사업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활용
성을 검토함.

․OECD DAC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통해 5가지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FGI를 통해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

․평가 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담당부처, 시행기관, 수원국, 심사참여자 등 다
양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

문헌분석,
사례분석, FGI

(AHP)

김수진
(2017)

․선진 공여 기관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전략과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함

․이를 위해 영국 국제개발부(DFID),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관련 프레임워크와 지표 풀을 살펴봄

․한국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함의 제시

문헌분석,
사례분석

통일
전경만 외
(2009)

․통일부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 개선을 위해 주요 정책의 성
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선/개발

․주요 정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제시

문헌분석,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정책자문위원
의견수렴 등

<표 2-12> 외교 분야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연구

구분 분석 내용 방법

Rana
(2004)

․외교 분야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
․성과관리의 발전단계와 선진국의 모델들을 살펴보고 공통의 요소
들을 분석

․적용 가능한 산출 및 성과의 측정과 평가 기준을 살펴봄

데이터 수집,
인터뷰

Jørgensen et al
(2011)

․국제기구에서 EU의 성과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주요 연구 결과
제시

․EU의 성과를 4가지 핵심요소로 개념화하여 제시
* 효과성, 연관성, 효율성, 경제적/자원 실행 가능성

지속가능교통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VTPI(2019)는 지속가능개발이나 지속가능교통, 교통시설 관련 지속

가능성 지표나 삶의 활력을 위한 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였다.

USEPA(2011)에서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보고서에서

총 12개의 지속가능교통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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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09)은 Texas DOT의 지속가능

교통 지표를 혼잡완화, 안전증진, 경제적 기회 확대, 교통 자산가치 증대,

대기질 개선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OECD(2001)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 개발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교통 지

표로 이산화탄소(CO2), 질소산화물(NOX), 유기화합물(VOC), 미세먼지,

소음, 토지이용 등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6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ENECE, 2011)는 Trans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Region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Centre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2005)은 지속가능한 교통의 성

과지표로서 교통의 환경 및 신체적 영향, 이동 실적, 토지이용이나 도시

구조 및 접근성, 교통시설 및 공급수준, 기술적용 수준, 실행 및 모니터링

수준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WBCSD)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프로

젝트에서는 지속가능 모빌리티 지표로서 이용자 측면, 사회적 측면, 경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하였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2002)의 Transport and Environment

Reporting Mechanism(TERM)은 교통 및 환경적 성과, 교통/환경체계

결정요인으로 구분하고 하위 세부 그룹별로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GPI(2008)는 Genuine Progress Index for Atlantic Canad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동 실적,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Jeon, Amekudzi and Guensler(2008)는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서 다차원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체계의 효과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밖에도 항공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한 Indicators Of Airport

Sustainability(Upham and Mills, 2003)나 비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지표인

비동력 교통수단의 공용성 지표(Collin Roughton, et al., 2012),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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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지표인 PacScore Local Accessibility Indicator (Dock,

Greenberg and Yamarone, 2012) 등이 제시되었다.

그린 모빌리티 보고서(2017)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교통의

4대 목표를 정의하고, 각각의 목표별로 세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가 무엇인지, 현재 존재하는 관련 지표 및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 현황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였다.

지속가능 모빌리티 달성을 위한 국제적 합의, 조약 및 수단에 관한 리뷰

(2018)에서는 지속가능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들을 살펴보았다. 국제적 합의는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교통 관련 상호 합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SuM4All(2019)7)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모빌

리티의 4대 목표로서 보편적 접근성, 효율성, 안전성, 그린 모빌리티를 정

의하고, 각각 연관되는 SDGs를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교통과 관련된 지표 자료를 구축하고,

국가별 상호 비교 및 그룹화 한 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 볼 수 있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한 4대 목표의 지표를

보편적 접근성 2개, 효율성 2개, 안전성 1개, 그린 모빌리티 3개 등 8개

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표별로 국가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각 지표

별로 총 4개로 그룹화(A～D 그룹)하였다. 또한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 비교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때 좀 더 다양한 자료와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용되었다면 더

정확하고 적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활용성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DGs 목표가 달성되거나

7) SuM4All에서 수행한 ‘Global Mobility Report 2017’(2017) 보고서 및 ‘Global

Roadmap of Action’(2019) 보고서 자료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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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속가능교통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3> 지속가능교통 지표별․국가별 그룹 구분 기준

정책목표
(세부목적)

주요 지표
국가별 그룹 구분

D그룹 C그룹 B그룹 A그룹

접근성(지방)
Universal Access

(rural)

지방 접근성 지표 (RAI) (%)
Rural access index (percentage)

0-40 40-60 60-80 80-100

접근성(도시)
Universal Access

(urban)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Rapid transit to resident ratio
(km/million)

0-10 10-20 20-30 30-max

접근성(여성)
Universal Access

(gender)

교통 분야 여성 인력 비율 (%)
Female workers in transport

(percentage)
0-8 8-16 16-23 23-31

효율성
Efficiency

물류성과지표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Value 0-5)
1.9-2.5 2.5-3.1 3.1-3.6 3.6-4.2

안전성
Safety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10만 명당 사망자)

Mortality caused by road traffic
injury (per 100,000 people)

27-36 18-27 9-18 0-9

환경성
(온실가스 배출)
Green Mobility

(GHG emissions)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인당 CO2 톤)

Transport-related GHG emissions
per capita (tons of CO2 per

capita)

2.3-max 1.5-2.3 0.8-1.5 0-0.8

환경성(대기오염)
Green Mobility
(Air Pollution)

연간 PM 2.5 배출량 (ug/㎥)
PM 2.5. air pollution annual

exposure (ug/㎥)
46-max 32-46 18-32 0-18

자료: Global Roadmap of Action, SuM4A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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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교통의 주요 역할로서 강조된 지속

가능교통 관련 연구는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통 ODA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

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의 ODA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주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추진체계의 개선과 평가체계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ODA의 대상이 되는 교통, 보건, 교육 등 분야별

사업선정, 기획, 성과 및 평가관리 등 세부적인 부분이다.

특히 국내 교통 분야의 ODA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 ODA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가 한 차례 수행되었으나, 그 범위를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내용 면에서도 1차적으로 정책적, 2차적

으로는 기술적 내용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으나, 2차 평가를 위해

제시된 3계층 12개의 요소 중에서 기술적 요소로는 경제적 타당성, 기술

및 경험 전수 가능성, 사업의 위험요소 등 그 내용이 보건(병원), 교육

(학교), 물, 에너지 등 타 분야 사업 선정평가 요소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선정평가 요소를 무상원조 전담기관의 전략․정책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의 기능 및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SDG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 촉진을 위한 교통 ODA의 역

할에 더 주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문헌분석, 사례분석, FGI, AHP, 워크숍

등 정성적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량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한편 교통 ODA가 SDGs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나 정책이 변화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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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흔들림 없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의 일관성도 필요

하다. 사업의 성과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통 ODA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관 간 협력은 사업의 효과

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교통 ODA는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외교적․경제적 수단으로서

의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결부되어 있기도 하

다. 따라서 교통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교통 ODA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교통 ODA는 첫째,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퇴치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한 국가의 외교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수

단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가치가 결합 되어 있다(김정해, 2013). 또한

교통 ODA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는 보건의료, 교육, 농업, 환경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렇듯 교통 ODA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조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국제사회, 국제기구, 공여국, 협력국(수원국), INGO 등 다양하고 상호

관계가 복잡하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국무

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민사회, 국민 등이 ODA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 국가는 교통 ODA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마다 자국의 이익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원되는 교통 ODA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되기도 한다. 이처럼 교통 ODA에 관한 정책과정에서 각 국가와 이해관

계자들은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통 ODA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협력국(수원국)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문가와 협력국 담당

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학습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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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교통 ODA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개발이 절실하다.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적 이행을 위한 ODA 기관 간 연계․융합 및 협력적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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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ODA 사업의 선정,

기획, 성과 및 평가관리 등과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교통

ODA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한 차례 수행되었으나 그 범위를 타

당성조사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선정평가 요소를 무상원조 전담

기관의 전략․정책 중심으로 구성하여 보건, 교육 등 타 분야와 차별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선행연구가 주로 정성적으로 이루어져,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Hybrid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특히 기존의 Meta, FGI 및 AHP 분석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정성적 Meta 자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정성적 유사연구 결과의 한계점으로 여겨진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1972년 이후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논의 등을 분석

하여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을 위한 교통 분야의 포괄적인

ODA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통 ODA 사업의 선정기준

과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특히 SDGs의 주요 가치인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교통 ODA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각각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셋째, 교통 ODA는 교통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농업,

환경, 인권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여가 중요함을 고려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내외 교통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농업, 도시, 환경,

인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 균형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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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기본 개념

국제개발협력 지식은 개입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지식

이라는 점과 협력대상국의 여건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연과학적 실험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용적 접근은 정성적-정량적 접근

방법으로 데이터와 지식의 관계를 귀추적(abduction)으로 접근한다. 귀추

법은 이론을 통해 자료를 보는 연역법이나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법과 달리 이론과 자료 간의 계속적인 상호 비교와 수정을 통한 양

방향 논리 추론 방식을 의미한다. 즉 귀납적 연구를 통해 중요한 변수를

도출한 후(정성적 연구), 이 변수로 설문 조사하고 연역적으로 분석(정량적

연구)하여 지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 따라 혼합방법

(mixed method approach), Hybrid 기법, 다각화(triangulation), 미시-

거시연계(micro-macro link), 다중방법(multi method) 등의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 대부분은 정성적-정량적 방법 간 배

타적인 특성보다는 상호보완적 특성에 주목하여 양립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외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 간 협동적 활동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것은 정성적 연구 접근법과 유사하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지식은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 정도에 따라 유용함이 판단된다. 이처럼 연구

결과의 일반화 또는 맥락적 이해가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 연구 결과가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융합(hybrid)

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Hybrid’ 개념은 혼합 및 융합

이란 뜻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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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유기적

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Hybrid 기법은 일종의 혼합적 연구방법이라

볼 수 있다. 혼합적 연구방법은 개별적으로 취합된 정성적, 정량적 자료

들을 자료 분석 단계나 해석 단계에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Creswell, 2003; Creswell & Plano Clark, 2007; 오은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합적 연구방법도 Hybrid 기법으로 간주한다.

<표 3-1> 정성적, 정량적 및 Hybrid 연구방법의 비교

구분 정성적 정량적 Hybrid

연구목표
이론이나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이론의 검증 목적

현상(상황)의 이해와 일반화

목적

연구질문 추상적, 개방형 질문
이론에 의거하여 사전에

결정된 구체적인 가설

사전에 결정되거나 만들어

가는 방법

질문형태 개방형 폐쇄형 개방형, 폐쇄형

분석자료
텍스트나 이미지 자료

(문헌, 면담자료, 관찰자료 등)

수치적 자료

(설문조사, 실험자료, 통계

자료 등)

정성적, 정량적 자료의 융합

Hybrid 연구의 유형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8) Steckler et

al.(1992)은 Hybrid 연구 방법을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여 정량적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정성적 방법, 정량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정성적 방법,

정성적 발견을 정교화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 그리고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외에 Creswell & Plano Clark(2007)는 내재적 설계, 설명적 설계, 탐색적

설계 그리고 삼각화 설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8) Creswell & Plano Clark, 2007,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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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Hybrid 연구방법의 유형

설계

유형
특징 자료 우선순위 자료 수집 시기 자료 결합 시기

내재적

․상이한 대상, 분석수준에

대해 상이한 유형의 자료

수집 후 포섭

불균등한 관계 동시적/순차적

한 유형으로 다른 유형의

자료를 포섭(보통 정성적

자료를 정량적 자료에 포

함시킴)

설명적

․정량적 자료의 추가 해석

을 위해 정성적 자료 이용

․정량자료에 근거하여 유

형화된 집단의 설명

보통 정량적

자료가 우선적인

자료

순차적

(정량적 자료

먼저 수집)

2단계 설계 전략

탐색적

․정성적 자료로 지표, 분류

법 등의 개발. 정량적으로

추가 검증 또는 특성 기술

보통 정성적

자료가 우선적인

자료

순차적

(정성적 자료

먼저 수집)

2단계 설계 전략

삼각화
․비교/대조를 통한 검증

․자료의 상호 변환
보통 대등한 관계 동시적 분석/해석 단계에서 결합

위의 4가지 유형 중에서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 유형은 2단계

설계 전략으로 보통 1차로 정성적 자료 분석 이후 2차로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탐색적 설계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개념, 목표, 지표, 분류체계(taxonomy) 등을 개발하거나 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의 적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특히 정성적 자료 분석 이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2단계 설계

전략인 탐색적 설계 유형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정성적, 정량적 요소와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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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xtd. Meta, FGI, AHP를 이용한 Hybrid 기법 모형

1. 계량적 Hybrid 기법 모형

교통 ODA 목표와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적

Hybrid 기법에서 각각의 단계별 모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는 선택과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석의 목적이나 분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적합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ODA 목표와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다수의 기관별․연구자별 Meta 자료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정책자료 및 연구 결과에서 추출한 정성적 Meta

자료를 계량화하고, 확장적(Extd.) Meta 기법을 적용하여 항목별 순위를

설정한다. 여기서 Extd. Meta 기법으로는 중요도 분석(Step 1) 및 2분화

코드 분석(Step 2)을 적용하며, 중요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순위 설정 후

2분화 코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이때 각각의 결과

반영은 αx+(1-α)y에서 α=0.5를 적용한다. 다만 α는 연구의 목적이나 대

상의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순위를 기반으로 적정

개수의 항목을 추출할 때는 2분화 코드 분석의 케이스 퍼센트(θ)를 기준

으로 하며, 본 연구에는 θ=30%를 적용한다. 다만 θ는 연구의 목적이나

다음 단계에서의 효과적 진행에 필요한 적정 개수의 항목 추출을 위해

연구자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Step 3)한다. 이는 Extd.

Meta 기법(Step 1, 2)이 Meta 자료만을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 대상 지역, 사업특성 또는 최신 전략, 정책, 동향 등의 고려 및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FGI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순위를 보정(Step 4)한다.

또한 본 연구가 국내외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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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국내외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한다(Step 5).

결과로 산정된 AHP 가중치 또는 보정 값을 산정․적용하여 순위를 보정하고

(Step 6), 교통 ODA 목표와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Step 7).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민감도를 분석한다(Step 8).

구분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ODA 기관별

지원 현황
비고

H

y

b

r

I

d

기

법

Extd.

Meta

중요도

순위
Step 1

 


 





 
 


 



 

 
 


 



 

 
 


 



 

 

p.38

� � � � �

2분화

코드순위

및

순위보정

Step 2 
  if 


≥ 

  if 

≥ 

  if 

≥ 

  if 

≥ p.40

� � � �

Extd.

FGI

FGI Step 3
FGI-3라운드

(항목 보완)
FGI-1라운드 FGI-1라운드

� � � �

순위

보정
Step 4   




 


 



 

 
 


 



 

 

p.42

� �

Extd.

AHP

AHP Step 5

AIP(Aggregation

of Individual

Priorities)

�

순위

보정
Step 6   


   


 p.49

� � �

최종결과 도출 Step 7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ODA기관별

지원현황

� � � �

결과 검증 Step 8 민감도분석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p.130

[그림 3-1] 계량적 Hybrid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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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td. META 분석 모형

가. Meta 중요도 순위 분석 모형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각 k개의 항목에 대해 1부터 k 사이의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rating) 절차에서 평정점수를 구간 척도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응

용할 수 있다. 즉 k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각각의 항목 풀에서 평정점수

를 부여할 때 중복 없이 한 번만 부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 조건부

평정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때 중요도 순위는 항목별 평균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k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atrix에서 i번째 항목의 j번째 기관․연구를

라 표기하면, n개의 기관․연구 중에서 개의 기관․연구가 i번째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개의 기관은 제시하지 않은 경우, i번째 항

목의 평균 순위는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여기서,

 : i번째 항목 순위총합의 평균

: i번째 항목의 순위총합  
  

 



: i번째 항목을 제시한 기관․연구의 수

: i번째 항목에 j번째 기관․연구에서 제시한 순위

모든 i에 대해서   일 때 즉 기관․연구의 기준, 지표 등이 모두 해

당될 때 평균 순위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는 전체 기관․연구의 순위총합

대비 각 항목별 순위총합의 비율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모든 i에 대해서   일 때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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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여기서,

: i번째 항목의 중요도 비율

: 
  




  





 : 

상수 는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와

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예로 k=5인 경우, 기관․

연구의 기준, 지표가 모두 해당된다면        이므로

  이 된다.

일반적으로 위 분석에서 항목별로 제시한 기관․연구의 수 의 변동은

작고, 모든 i에 대해 ≈이므로  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와 에 기초한

중요도 순위는 항상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 i가 존재하는

경우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3)9)

나. 2분화 코드 분석 모형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각의 항목을 2분화 코드 Matrix로 구성하여 순위 분석을 수행한다. 2분

화 코드 Matrix는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구성한다.

9) 허순영, 장덕준, & 신재경(2008), 조사연구에서 순위절차를 이용한

항목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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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분화 코드 Matrix를 FO(Frequency Order)라 표기하면 FO는

I×J 크기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각 Matrix의 원소를 라고 표

현하면 항목당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는 식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4)

여기서,

: i번째 행의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

: 2분화 코드 Matrix의 원소값

J: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또는 성과지표를 제시한 기관․

연구 수

이 경우 전체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 N은 식 (3.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f    (3.5)

여기서,

: 전체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

: Matrix의 원소값

I: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또는 성과지표 수

J: 기관․연구 등

여기서 2분화 코드 분석을 통해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각의 항목은 기 가정된 기준점 를 통해 식 (3.6)으로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선정을 위해 2

분화 코드 Matrix에서 항목을 선택한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를 결측값

을 제외한 기관․연구의 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 즉 케이스 퍼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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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θ=30.0%를 적용한다. 다만 θ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if 

 ≥  (3.6)

여기서,

  : 도출된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항목의 집합

(List)

: i번째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 i번째 행의 2분화 코드 유효값의 수

: 2분화 코드 Matrix에서 유효값의 수를 결측값을 제외한

기관․연구의 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

I: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항목 수

J: 유효 케이스(관련 기관․연구 등)

3. Extd. FGI 및 순위 보정 모형

가. FGI(전문가 심층 인터뷰)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각의

항목을 대상으로 교통 분야 또는 보건, 농업, 도시, 환경 등 교통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각 항목별 순위를 보정한다.

여기서, 심층 인터뷰 결과와 연구 목적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

인터뷰 참여 전문가는 교통 ODA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산․학․연에 소속되어 교통 관련

ODA 사업의 발굴, 기획 및 선정, 수행,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의 부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전문가 인터뷰는 심층적(in-depth)이고, 반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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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tructured), 또는 대략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 형태의 인터

뷰를 지칭한다. 한편 전문가 인터뷰는 COVID-19 펜데믹 상황을 고려하

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1 또는 그룹으로 진행한다. 인터뷰는 각 분

야별 전문가가 연구 및 인터뷰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실무와 연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하는 상호작용 즉 인터

뷰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연구자의 연구문제에 관련된 주제에 적절한 초

점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인터뷰 자료를 분류,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글자 그대로 직

설적(literally)으로 판독하는 방법, 해석적(interpretively)이거나 반사적

(reflexively)으로 판독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판독한다.

한편, 정성적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횡단적이고 범주

적인 지표화(cross-sectional and categorical indexing), 비횡단적인 자료

정리(non-cross-sectional data organization), 도식(diagram)과 도표

(chart)의 활용 등 3가지가 있다. 횡단적이고 범주적인 지표화를 사용하

는 경우는 연구자가 체계적인 개관을 통해 그 적용 범위와 영역을 파악

하려는 경우, 연구자가 해석적, 분석적, 관념적 범주나 주제를 창안하고

자료에 이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 자료가 자신의 이론적 문제나 관심

사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의 진행 상황을

교훈 삼아 다음 단계에서 해야할 것을 연구하거나 혹은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비횡단적인 자료정리는 통일된 기준을 전체 과정에 적

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자료의 일정 부분을 검토할 때 그 부분이

갖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는 일관성이나 공

통성보다는 특수성을, 그리고 횡단적 단면보다는 전체적인(holistic)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사례연구(case study)가 있다.

비횡단적이고 범주적인 지표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자료의 일정

부분이나 요소에 대하여 차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난해하게 얽힌

자료의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하려고 하는 자료의 주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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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특이하여 자료 전체에 걸쳐 횡단적으로 나

타나지 않는 경우,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비횡단적인 자료정리 방법이 비

교나 설명을 보다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연구자가 횡단적인 지표화에 더하여 이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주수영, 2005).

나. FGI 보정계수 산정 및 순위 보정 모형

각 분야별 전문가 FGI 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 항목의 순위 보정을 위한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이때 보정계수는 FGI 판독 및 정리 결과에 따라 식 (3.7-1)

또는 (3.7-2)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3.7-1)

또는

  

 (3.7-2)

여기서,

: i번째 항목의 보정 값

이렇게 산정한 보정계수 를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

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 항목의 순위 값에 적용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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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td. AHP 및 순위 보정 모형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의 가중치는 각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다기준의사결정법의 하나인

계층화 분석(AHP)을 통해 산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주의적 문제

이자 외교적․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결부되어 있는 교통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기준의사결정법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대화형으로 선호해를 탐색하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 분석(AHP)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더불어 선정기준의 AHP 가중치를 이용하여 교통 ODA 목표 및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 데 순위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값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가. AHP 가중치 산정

계층화 분석(AHP)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대안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

평가지표들 간 가중치 산정을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AHP는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Saaty, 1980)가 발간되면서 소개되었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비무장 부서에서 전략적 정치외교 분야

협상의 규범적 이론으로 사용하기 위해 10여 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Saaty, 1995).

AHP는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다수의 계층으로 설계하고, 계층별 기

준과 항목들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해 단계별로 평가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기

법이다. AHP는 객관적 평가요인뿐 아니라 주관적 평가요인도 수용하는

유연한 의사결정 기법이다. 특히 수학적 이론보다도 직관을 바탕으로 하

여 그 논리가 쉽다는 장점과 함께 정량적 방법의 문제 해석으로 이해가

쉽고 명확한 구조, 불분명하고 복잡한 문제의 계층을 분리하고 부분적

관계를 쌍대비교하여 중요도를 분석,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주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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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험을 반영한 의사결정, 집단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의사를 종합 및 집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와 같은 분석과정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한다.

[그림 3-2] AHP 분석과정

자료: 건설교통부, 2007, ‘치수사업 대안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먼저 교통 ODA 선정기준 항목을 정의하여 전문가에게 설문조사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평가목표를 분명히 하고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한다.

계층구조의 설계(hierarchy structuring)는 AHP에서 교통 ODA 선정기

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등 속성을 세분화

하여 계층(level)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내용을 가지고 국내 교통 ODA 전문가와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INGO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농업, 도시 등 교통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다.

상대적 가중치(weighting) 결정은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의 개념

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두 요소 간의 상대적 중요도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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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한다. 의사결정자가 어느 한 수준에서

개의 비교 항목을 대상으로 회의 쌍대비교를 하면 ×행렬

  가 만들어진다. 이 를 비교행렬(comparison matrix)이라 한다.

여기서 는       ⋯ 이다. 행렬 는  


로, 모든 주

대각선의 원소값이 1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식 (3.8)과 같은 행렬을 역

수행렬(reciprocal matrix)이라 부른다(여규동 외, 2011).

 











 ⋯ 
 ⋯ 
⋮ ⋮⋯ ⋮
 ⋯

(3.8)

여기서,

  

∀      ⋯  

상대적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에 관한 쌍대비교 설문을 조사한다.

2단계로 쌍대비교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Matrix를 생성할 수 있다. 비교

Matrix에서 가중치로 구성된 벡터     ⋅⋅⋅를 산정하기

위해 Saaty는 식 (3.9)와 같이 비교행렬 의 주고유벡터(dominent eigen

vector)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3.9)

      (3.10)

×행렬 의 고유치 와 그에 대한 고유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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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 (3.11)을 만족하는 스칼라 와 벡터 

를 말한다. 는  (는 ×의 단위행렬)의 행력식  가 0이

되는 조건, 즉 고유방정식의 해로서 결정되며, 고유방정식은 의 차 대

수방정식이고 일반적으로 개의 근을 갖는데(중근을 포함), 이것을 의

고유치라고 한다(여규동 외, 2011).

  max
 (3.11)

가중치벡터는 식 (3.11)의 해로서 결정되는
이다. 여기서, max는

행렬 의 최대고유치를 뜻한다. 이때의 를 행렬의 주고유벡터라고

부른다.

3단계로 Matrix의 멱승을 통한 고유벡터를 도출한다. 고유벡터법은

판단의 불일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Saaty(1980)에 따

르면 행렬의 최대고유치 max는 양(positive)의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에 대해서는 항상 과 같거나 큰 값을 가지며, 행렬이 기수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어느 때나 성립하는 일관성행렬(consistent

matrix)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값이 이 된다. 따라서 max 으로 불일

치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행렬의 크기에 따라 정규화한다.

그러면 식 (3.12)와 같은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얻을 수

있다. 즉

CI  

max
(3.12)

일관성은 식 (3.13)과 같이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로 검정

할 수 있다. 여기서 일관성비율(CR)은 일관성지수(CI)를 평균무작위지수

(RI: Random Index)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RI에 대한 CI의 비율로 정

의할 수 있다. 이때 RI에 대한 CI의 비율은 주어진 행렬을 CI 값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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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순수한 무작위 행렬에 얼마나 접근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CR  RI

CI
(3.13)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CR)값이 0.05～0.1 사이에 위치하면 일관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0.1～0.2 사이에 위치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무작위지수(RI)란 1-9 사이의 정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만든 역수행렬의 일관성지수를 말한다.

가중치의 합성과 평가는 계층구조를 분석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주어

진 목표와 관련하여 대안들의 전체적 선호도를 산정하기 위해 계층구조

단계별로 내린 판단을 통합한다. 대표적 방법으로는 Saaty가 제시한 계

층구조의 합성원리(principle of hierarchy composition)가 있다. 전체 계

층에서의 우선순위 또는 중요도는 결국 계층구조의 제일 하위 단계에 있

는 대안들의 최종 가중치이다. 이는 상위계층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어느 한 수준의 요소들에 대한 기여도를 누적하여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얻어진 대안 간의 합성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 중

가장 큰 가중치를 갖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여기서 집단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법과 개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

본적인 알고리즘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집단의사결정을 위한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AHP는 AIJ(Aggregate Individual

Judgements)와 AIP(Aggregate Individual Priorities)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의 기하평균으로 그룹의 쌍대비교행렬을 구성

하여 그룹의 우선순위벡터를 산정할 것인지, 또는 개인별 응답결과로부터

산정한 우선순위벡터를 이용하여 그룹의 우선순위벡터를 구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P 방식을 적용하다.

AIP 방식은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별 쌍대비교행렬을 바탕으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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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우선순위벡터를 구한 다음 개개인의 우선순위백터에서 다시 그

룹의 우선순위백터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AIP 방식은 최종 우선순

위벡터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AIJ 방식에 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중간 단계에서 중화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의사결정 문제를 잘 파악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에는 그 의견을 희석시키지 않고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여규동 외, 2011).

나. AHP 가중치 보정 모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ODA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데

교통 ODA 선정기준 1계층(경제, 사회, 환경)의 AHP 가중치 보정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교통 ODA 선정기준의 가중치 산정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 값을

산정할 때 선정기준과 교통 ODA 성과지표 또는 목표와의 대응 관계를

선정기준:성과지표 또는 목표 = 1:다수 또는 다수:1로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선정기준:성과지표 또는 목표 = 1:다수로 할 경우, 보정 값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통 ODA 선정기준 1계층(경제, 사회, 환경)의 가중치를 라하고,

에 속하는 n개의 성과지표 또는 목표를 각각  ∙∙∙이라고 한

다. 또한 각 성과지표 또는 목표의 누적 빈도수 즉 각 성과지표 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관 수 또는 연구자료 수는 로 표현한다. 이때

가중치 에 속하는 모든 교통 ODA 성과지표 또는 목표의 총 빈도수

N은 식 (3.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4)

여기서 선정기준의 가중치로 보정된 교통 ODA 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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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식 (3.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5)

여기서,

: 성과지표 또는 목표 등의 가중치

: 성과지표 또는 목표 수

 : 선정기준(경제, 사회, 환경)별 가중치

: 각 성과지표 또는 목표의 누적 빈도수

이와는 반대로 선정기준:교통 ODA 성과지표 또는 목표 = 다수:1로 할

경우, 보정 값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번째 교통 ODA 성과지표 또는 목표가 속하는 선정기준이 1부터 k라고

할 때, 해당 성과지표 또는 목표의 가중치 는 식 (3.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16)

그리고 를 표준 정규화한 
는 식 (3.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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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대상 및 절차

1. 교통 ODA 목표 및 선정기준

가. 교통 ODA 목표

교통 ODA의 목표는 [그림 3-3]과 같은 절차로 분석한다. 교통 ODA

목표는 글로벌 개발협력 이슈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한 Hybrid 기법 중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FGI 및 AHP는 제외

한다. 한편 교통 ODA 목표 도출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표의 하위 수준이지만 목표와 부합성을 가져야 할 선정기준의 AHP

가중치를 활용하여 보정 값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단계 및 절차 분석 모형

Hybrid

기법

Extd. Meta

Step 1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순위 설정
 

 
  






�

Step 2
2분화 코드 분석 및

순위 보정
 if 


 ≥

�

Extd. AHP Step 3
AHP 가중치 보정 값 산정 및

순위 보정






�

결과 도출

및 검증

Step 4 결과 도출 교통 ODA 목표

�

Step 5 결과 검증 민감도 분석

[그림 3-3] 교통 ODA 목표 분석절차

(Step 1) 제2장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2년부터 세계적

선언, 전략, 회의 등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항목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분석하고 항목별 순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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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언, 전략, 회의 목표설정 기준

․1972, 스톡홀롬 선언

․1980, 세계 보건 전략

․1987,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1992, UN 환경개발회의

․2002, Rio+10 회의

․2012, Rio+20 회의

․2015, 제70차 UN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분야의 목표 및 역할 등

<표 3-3> 분석 대상 자료 및 목표설정 기준

(Step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항목을 2분화 코드 Matrix로

구성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2분화 코드

Matrix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선언,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교통의

목표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변수로 가정하고, 교통의 목표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구성한다.

(Step 3) 교통 ODA 선정기준 1계층 즉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AHP 가중치를 이용한 교통 ODA 목표별 가중치 보정 값을 산정 및 적

용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Step 4) Step 3에서 보정된 순위를 기반으로 교통 ODA 목표를

도출한다.

(Step 5)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를 분석한다.

나.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선정기준은 교통 ODA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을

말하며, [그림 3-4]와 같은 절차로 분석한다.

(Step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관련 기관

/국가의 정책 및 기존의 연구자료 조사를 통해 추출된 선정기준 항목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분석하고 선정기준별 순위를 설정한다.

(Step 2) 선정기준을 2분화 코드 Matrix로 구성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여 순위를 보정한다. 또한 θ값을 30%로 적용하여 선정기준 후보(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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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절차 분석 모형

Hybrid

기법

Extd. Meta

Step 1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순위 설정
 

 
  






�

Step 2
2분화 코드 분석 및

순위 보정
 if 


 ≥

�

Extd. FGI

Step 3
FGI

(선정기준 보완)
FGI-1, 2라운드

�

Step 4
2분화 코드 분석을 통한

순위 보정 및 FGI-3라운드
  




�

AHP Step 5 AHP를 통한 가중치 산정 AIP

�

결과 도출

및 검증

Step 6 결과 도출 교통 ODA 선정기준

�

Step 7 결과 검증 민감도 분석

[그림 3-4] 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절차

(Step 3) 선정기준 후보(안)에 대하여 전문가 FGI를 실시하고, 선정기준

후보(안)을 보완한다. 여기서 FGI 결과와 연구 목적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FGI 참여 전문가는 교통 ODA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산․학․연에 소속되어 교통 관

련 ODA 사업의 발굴, 기획 및 선정, 수행, 모니터링 또는 사후평가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FGI 1라운드에서는 교통

ODA 선정기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FGI 2라운드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및 선정기준 후보(안)을 보완한다.

(Step 4) Step 3의 FGI 논의 내용을 토대로 2분화 코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또한 FGI 3라운드를 통해 선정기준

후보(안)에 대한 논의 및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Step 5) Step 4에서 도출된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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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계층화 분석(AHP)을 위한 설문을 조사하고 선정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설문조사는 국내 교통 ODA 전문가와 보건, 농업, 도시 등 교통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개발도상

국, INGO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인도주의적 문제이

자 외교적․경제적 수단으로서의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이해

관계자가 결부된 교통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는 것

이므로, 다기준의사결정법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대화형으로 선호해를 탐색

하는 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 분석(AIP 방식)을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Step 6) 마지막으로 Step 5에서 산정된 가중치를 토대로 교통 ODA

선정기준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Step 8) 교통 ODA 선정기준 도출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민감

도를 분석한다.

2.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 ODA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통 ODA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

선정기준과의 연계성, 그리고 글로벌 지표 수준으로서의 적절성, 성과지표

데이터의 측정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적으로 교통

ODA 지원 규모가 큰 국제기구들의 성과지표 및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

로 [그림 3-5]와 같은 절차로 분석한다.

(Step 1) 교통 ODA 성과지표는 JICA, World Bank, ADB, AfD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와

교통 분야 성과지표 관련 기존의 연구 결과로부터 추출한 Meta 자료를

토대로 중요도를 분석하고 항목별 순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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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절차 분석 모형

Hybrid

기법

Extd. Meta

Step 1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순위 설정
 

 
  






�

Step 2
2분화 코드 분석 및

순위 보정
 if 


 ≥

�

Extd. FGI

Step 3 FGI FGI-1라운드

�

Step 4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순위 보정
 

 
  






�

Extd. AHP Step 5
AHP 가중치보정 값 산정 및

순위 보정






�

결과 도출

및 검증

Step 6 결과 도출 교통 ODA 성과지표

�

Step 7 결과 검증 민감도 분석

[그림 3-5]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절차

(Step 2) 성과지표를 2분화 코드 Matrix로 구성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성과지표는 풀(pool)과 성과지표별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θ값을 0%로 적용한다.

(Step 3) 성과지표 풀에 대하여 교통 및 성과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다. 또한 FGI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성과지표를 보완한다.

여기서 성과지표를 교통 ODA 목표 및 선정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FGI 참여 전문가는 교통 ODA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산․학․연에 소속되어 교통 관

련 ODA 사업의 발굴, 기획 및 선정, 수행, 모니터링 또는 사후평가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Step 4) Step 3의 FGI 논의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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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교통 ODA 선정기준 1계층 즉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선

정기준별 AHP 가중치를 이용한 교통 ODA 성과지표별 보정 값을 산정

및 적용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Step 6) Step 5에서 보정된 순위 결과를 토대로 교통 ODA 성과지표 풀

및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Step 7) 마지막으로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를 분석한다.

국제개발협력과 같이 다수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개괄적 지표가 구체적인 지표보다 오히려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

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자원이 소비될 수 있다. 또한 자료

수집 이후 자료의 정확도 등에 대한 2차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을

고려한 적정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지표별 자료구축이 전략 수립, 사업 발굴, 점검 및 평가, 피드백 및

환류 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국가별 자료

수집 및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SDGs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지속가능교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세 가지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절에서는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내 기관별 개발협력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다. 기관별 지원현황은 ODA

사업의 기관 간 연계 및 융합 등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학계는

물론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 중 하나이다. 이에 국내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별 교통 ODA 사업의 지원 실적(건수 및 규모 등)을

조사하고, Extd. Meta, FGI 및 AHP를 통해 국내 교통 ODA 기관별․사업

단계별 현황 및 중요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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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ODA, SDGs 현황 및 분석자료의 구축

제1절 ODA 현황

1. ODA의 개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 공공기

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말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혹은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기술협

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ODA의 정의는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출범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첫째, 공여의 주체이다.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산하 집행기관 등과

같은 공적인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적이거나 군사적 목적 등의 지원은 제외된다. 셋째, 공여 대상

이다.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 또는 DAC이 정하는 ODA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공여

조건이다. 차관은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ODA의 폭넓은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양자 간 개발협력과 국제

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다자 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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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

도상국 내 개발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등 문제 해

결을 통해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

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등의 문제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역사적 요인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빈곤 문제를 주로 경제발전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빈

곤감소 등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

정치적 안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발 재원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그간 원조(Aid)와 관련하여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또는

국제원조(Foreign Aid)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ODA의 주요 목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복지 증진에 있다. 한편, 공여국들은 저마다 다른 국가적 이

념과 목표 그리고 협력대상국과의 역사적·문화적 관계가 있으므로

ODA의 동기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ODA의 주요 동

기로는 크게 정치적·외교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 그리고 경제적 동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김은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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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정책 및 지원 현황

가. ODA 정책 및 유형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을 토대로 경제 및 인적자원을 개발한 모범

사례로 그간의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발

효과성과 포용적 성장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표 4-1> 주요 ODA 법률 및 정책

주요 정책 시기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2010.01

․(기본정신, 제3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
회의 평화와 번영

․(국제개발협력 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무·유상, 양
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조 효과성 확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10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무·유상 협력 비율, 비구속성
비율에 대한 기본 틀과 상향 목표 제시

․(3대 선진화 방안)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선, 국제 활동 참여 강화

제1차
기본계획
(‘11-’15년)

2010.12
․유․무상 분야별 원조 추진계획 수립
․다자원조(국제금융기구 및 UN) 추진계획 수립 등

제1기
국가협력전략

2011∼
2013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전략 수립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2012.09

․우리의 발전 경험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협력대상국의 자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정리

․ODA 추진원칙(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및 추진방식(선택과
집중, 현장과성과, 참여와협력, ODA 인프라확충) 제시

제2차
기본계획
(‘16-’20년)

2015.11

․ODA 규모 확대목표 및 재원 운용계획 제시
․SDGs 이행에 기여, 무·유상 통합 전략 강화,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원조 사업의 내실화, ODA 평가와 환류 강화,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다양한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추진과제제시

제2기
국가협력전략

2015∼
2016

․중점협력국(26→24개) 및 국별 중점협력 분야 조정

제3차
기본계획
(‘21-’25년)

2020 ․수립 중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34-1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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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전달되는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뉜다. 여기서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의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

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로 구분된다.

양자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직접교섭으로이루어지는원조

협력주체

다자원조 3개국 이상이 관여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자금원조 자본 공여 형태의 원조(무상 또는 유상원조)

공여형태

기술원조 기술 노하우(knowhow) 등 지적자본의 공여

무상원조 상환을요구하지않는증여(무상자금원조, 기술협력등)

상환여부

유상원조 일정기간경과후상환을전제로하는원조(개발차관등)

[그림 4-1] 우리나라의 ODA 통합 추진체계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2017 대한민국 ODA 백서에서 재구성

나.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 및 논의 동향

ODA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

회의 공동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50년대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신

생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구에 의해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

 1960년대: 새로운 ODA 체제의 형성

 1970년대: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개발 NGOs 등장

 1980년대: ODA의 침체 및 개발 NGOs의 역량 강화

 1990년대: ODA 분야의 다각화와 전략적 접근

 2000년대: UN의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발표

 2010년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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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제사회의 개발정책 논의 동향

회의 주요 논의 내용

로마회의

(HLF-1,

2003년)

ㅇ 개발원조 정책과 절차의 조화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 MDGs 달

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며 3가지 행동 사항을 제시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을 토대로 국가 상황에 맞는 원조 조화 노력을

도모

․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원조 조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 및 절차의

개혁과 변화를 도모

․우수 시행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

파리회의

(HLF-2,

2005년)

ㅇ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5가지 핵심과제 제시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의 일치,

공여국 간 원조 조화, 성과 지향적 관리, 상호책임성 강화

아크라회의

(HLF-3,

2008년)

ㅇ 파리선언의 핵심원칙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3가지 이행방안 마련

․주인의식 강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성과 지향적 관리

부산회의

(HLF-4,

2011년)

ㅇ 모든 개발 주체를 포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담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을 채택

․특히 신흥국과 민간, 시민사회 등 새로운 개발 주체들이 참여토록

기존 개발협력의 틀을 확대

․개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를 다룸(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협력방식, 다른 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

2012년

ㅇ 부산총회 후속 이행체제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GPEDC)’이 출범

․원조효과성 논의를 정부는 물론, 의회·시민사회·민간기업 등이 포괄적

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Post-2015

UN정상회의

(2015)

ㅇ SDGs 6가지 필수 요소 제시

․존엄(Dignity),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

UN

통계위원회

(2016)

ㅇ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을 위해 글로벌 지표체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 제시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2017 대한민국 ODA 백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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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DA 지원 현황

세계적으로 ODA 규모는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국민소득

(GNI) 대비 ODA 비율은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

율의 경우,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표 4-3> 전체 공여국 및 OECD DAC 회원국 ODA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공여국 147,138 139,809 158,029 156,881 163,319 172,745 164,287

OECD DAC 회원국 115,876 106,895 119,333 121,182 127,857 126,688 121,854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0.29 0.26 0.28 0.30 0.31 0.30 0.28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공여국 184,718 203,415 189,151 219,659 219,082 222,133 217,061

OECD DAC 회원국 128,281 130,331 138,461 153,653 153,361 150,059 150,227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0.29 0.29 0.30 0.32 0.31 0.30 0.29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2] 전체 공여국 및 OECD DAC 회원국 ODA 현황

주) 실선(―)은 ODA/GNI 비율(%)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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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에서 양자원조의 비율은 ODA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자원조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여

전체 ODA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4> OECD DAC 회원국의 양자, 다자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DAC

회원국

양자원조 85,936 76,150 85,984 85,625 91,094 90,021 85,449

다자원조 29,940 30,745 33,350 35,557 36,763 36,666 36,405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DAC

회원국

양자원조 89,483 90,527 99,264 109,252 109,838 105,221 104,162

다자원조 38,798 39,804 39,196 44,401 43,523 44,838 44,156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3] OECD DAC 회원국 양자, 다자원조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연

평균 약 14.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19

년 기준 약 27억 44백만 불로, 36개 OECD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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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DAC에 가입한 이후로부터 ODA 규모를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GNI 대비 ODA 비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약 14.3%p 상승하였다.

<표 4-5> 우리나라의 양자, 다자원조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ODA (A+B) 498.82 727.23 973.61 1,096.78 1,392.74 1,487.15 1,801.12

양자간 원조 (A) 412.05 512.45 654.32 781.01 1,068.64 1,111.02 1,334.02

다자간 원조 (B) 86.77 214.78 319.29 315.76 324.10 376.14 467.10

ODA / GNI (%) 0.05 0.07 0.09 0.10 0.12 0.12 0.14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ODA (A+B) 1,904.78 1,920.82 2,063.01 2,433.56 2,272.93 2,423.37 2,744.03

양자간 원조 (A) 1,421.04 1,443.95 1,581.99 1,677.66 1,667.54 1,799.57 2,086.03

다자간 원조 (B) 483.74 476.87 481.02 755.90 605.40 623.80 658.00

ODA / GNI (%) 0.13 0.13 0.14 0.16 0.14 0.14 0.16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4] 우리나라의 양자, 다자원조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07.,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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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도 기준 19억 10백만 불을 유․무상 원조에 배분하

였다. 이는 전년도 17억 58백만 불보다 약 8.6% 증가한 규모이다. 2018년

기준 무상원조에 59.2%를, 유상원조에 40.8%를 지원하였다.

<표 4-6>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 현황

(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연도 유·무상 원조 합계
무상원조 유상원조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6 440 284 64.5% 156 35.5%

2007 549 374 68.2% 175 31.8%

2008 702 447 63.7% 255 36.3%

2009 827 493 59.6% 334 40.4%

2010 1,107 681 61.5% 426 38.5%

2011 1,161 646 55.6% 516 44.4%

2012 1,389 806 58.0% 583 42.0%

2013 1,492 878 58.8% 614 41.2%

2014 1,528 914 59.8% 614 40.2%

2015 1,668 976 58.5% 692 41.5%

2016 1,758 1,067 60.7% 691 39.3%

2017 1,758 1,068 60.7% 690 39.3%

2018 1,910 1,131 59.2% 779 40.8%

주) OECD DAC 웹사이트 내 유․무상원조 통계는 총지출 또는 약정액 기준으로 제공됨.

따라서 유․무상 원조 현황은 총지출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2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5] 우리나라의 유·무상 원조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2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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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ODA의 약 50.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 30.0%, 중남미 지역에 15.0%가 배분되었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중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4-7> 우리나라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프리카 52.41 73.31 126.27 127.70 165.97 200.25 294.29 294.85 344.20 386.41 450.31 421.27 504.44

사하라 이남 42.57 54.91 104.72 100.40 139.07 167.24 260.23 272.34 324.14 367.80 424.13 398.53 405.03

사하라 이북 9.84 11.96 19.73 18.25 18.06 22.11 20.18 19.16 16.69 17.24 17.77 16.88 89.59

아프리카 미배분 6.44 1.82 9.05 8.84 10.90 13.88 3.34 3.37 1.38 8.41 5.86 9.82

아시아 249.37 313.40 341.43 421.28 696.84 701.85 766.61 837.40 763.50 834.16 814.16 812.10 810.94

서남 및 중앙아시아 78.29 69.22 74.06 128.97 336.87 261.17 270.96 326.53 266.89 219.65 247.01 267.19 239.97

극동 90.81 165.23 215.87 253.33 312.58 381.05 439.36 452.28 404.15 522.71 464.32 433.24 455.84

중동 78.66 73.82 37.06 28.72 40.69 46.32 47.64 44.06 77.21 71.46 71.37 73.86 79.03

아시아 미배분 1.61 5.13 14.44 10.25 6.70 13.30 8.65 14.54 15.26 20.34 31.46 37.81 36.10

아메리카 28.36 57.15 83.35 75.05 76.48 72.29 85.92 104.69 112.85 122.85 149.31 182.43 215.26

중앙 및 북아메리카 14.74 25.87 52.51 48.90 36.49 26.54 25.21 29.81 41.40 47.16 65.45 84.83 78.91

남아메리카 13.62 31.28 30.34 24.73 39.92 45.75 59.98 74.52 70.90 74.95 80.09 92.12 131.66

아메리카 미배분 ‥ ‥ 0.51 1.42 0.08 ‥ 0.72 0.36 0.54 0.74 3.77 5.48 4.69

유럽 34.09 17.67 15.64 62.31 45.94 23.18 18.67 2.80 10.30 -4.76 -1.62 -4.27 -6.54

오세아니아 1.28 3.89 2.69 2.06 6.64 4.66 3.86 4.26 6.70 9.48 9.59 12.02 16.09

지역 미배분 46.57 47.06 84.92 92.62 76.72 108.72 164.68 177.05 206.40 233.85 255.91 243.98 259.39

수원국 합계 498.84 727.24 973.60 1,096.78 1,392.70 1,487.08 1,801.13 1,904.78 1,920.82 2,063.02 2,433.56 2,272.94 2,423.37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6] 우리나라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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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소득그룹 중에서 최빈국에 약 35.7%를 배분하였다.

하위중소득국에 36.9%, 상위중소득국에 9.6%가 지원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최빈국 및 하위중소득국 등에 대한 원조를 늘려왔다.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2006년 대비 2018년에는 약 535.6%로 증가하였다.

<표 4-8> 우리나라의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빈국 101 126 174 216 395 389 470 559 561 625 626 607 642

기타저소득국 0 0 3 2 2 1 2 3 4 3 2 1 1

하위중소득국 130 191 249 307 432 452 565 563 540 609 623 636 664

상위중소득국 132 132 119 123 124 107 100 99 112 87 118 120 173

소득 미배분 49 62 110 135 114 162 197 197 227 258 309 303 319

수원국 졸업국 1 1 -1 -2 0 1 0 0 0 0 0 1

총 합계 412 512 654 781 1,069 1,111 1,334 1,421 1,444 1,582 1,678 1,668 1,800

주) ‘수원국 졸업국’은 Recipient 항목 중 ‘MADCT’ 자료로 분류함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2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7] 우리나라의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2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분석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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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11억 45백만 불을 지원

하였다. 이는 전체 원조의 40.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어 사회 인

프라 및 서비스, 생산(산업) 부문 순으로 많이 지원하였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분야 순으로 많이 지원되었다.

<표 4-9>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원 현황

(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인프라및서비스 441.66 431.47 852.73 546.89 1,074.78 781.45 866.28 1,425.78 1,000.46 1,203.83 1,116.69 932.05 861.40

교육 148.09 168.12 138.67 190.00 384.92 223.61 143.79 365.74 236.64 280.35 397.28 229.30 364.22
보건 42.25 117.02 291.64 203.50 155.81 178.32 211.58 333.08 302.76 294.76 254.23 400.31 280.74

인구정책및생식보건 0.55 1.63 25.10 5.06 6.01 3.38 12.44 25.78 5.79 34.45 5.24 18.45 12.11
수자원및위생 88.48 78.07 328.14 95.33 335.97 193.25 211.28 396.34 233.13 271.27 291.90 78.62 38.50

공공행정및시민사회 155.16 59.79 53.00 34.78 182.41 161.27 257.55 262.39 173.36 189.38 124.41 172.18 120.58
기타사회인프라 7.13 6.84 16.17 18.22 9.67 21.61 29.64 42.46 48.78 133.62 43.62 33.20 45.25

경제인프라및서비스 187.31 420.87 660.98 1178.21 724.22 670.78 550.51 611.21 840.98 818.81 944.14 1,001.31 1,145.80
교통및물류 109.06 246.43 325.54 861.77 439.65 354.10 366.19 338.08 797.93 647.21 721.46 858.41 444.79

통신 71.49 92.19 111.07 154.38 58.49 82.20 116.71 94.56 25.86 50.21 116.14 17.74 220.88
에너지 5.46 77.94 220.84 160.17 219.32 231.41 64.10 173.43 9.15 105.51 95.68 118.64 469.34

금융및재무서비스 0.48 3.26 2.39 1.15 3.08 1.58 1.83 1.64 5.29 10.22 4.06 3.47 7.94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0.82 1.05 1.13 0.74 3.68 1.48 1.67 3.51 2.76 5.67 6.80 3.05 2.86

생산(산업) 부문 36.71 135.49 95.48 78.64 119.17 178.52 328.27 154.33 264.83 151.88 157.46 232.15 408.18
농업·임업·어업 12.93 112.42 59.37 52.39 108.80 144.61 302.99 125.86 226.76 105.76 98.28 184.69 303.63
산업·광업·건설 19.02 12.99 23.77 22.95 7.78 24.66 17.75 17.92 25.49 34.48 53.90 32.07 91.66

통상정책및조정 4.54 6.05 11.71 2.82 2.25 8.77 6.17 9.37 9.88 9.92 3.89 12.67 9.96
관광 0.22 4.04 0.63 0.49 0.33 0.48 1.37 1.17 2.70 1.72 1.38 2.72 2.93

다부문 10.03 33.96 30.49 79.58 139.51 65.78 115.71 81.21 154.47 116.63 176.30 73.12 133.31
물자지원/일반프로그램원조 0.24 0.36 1.88 0.10 2.14 2.23 0.02 1.10 2.14 11.15 15.59 3.08

부채관련지원 12.54 2.80
인도적지원 26.98 37.22 68.05 19.34 24.58 23.81 18.77 39.97 75.43 47.60 72.86 91.04 118.84

미배분 9.48 8.03 5.08 7.96 16.54 40.24 27.75 54.04 64.27 76.76 93.16 94.53 92.93
분야총합계 740.14 1,100.35 1,765.47 1,948.04 2,147.15 1,822.89 1,976.49 2,428.70 2,460.42 2,488.35 2,663.21 2,523.60 2,850.4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8]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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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회원국은 2018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9억 92백만 불을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철도 운송 분야에 74억 62백만 불(67.9%), 도로

운송 분야에 27억 26백만 불(24.8%)이 지원되었다.

<표 4-10> OECD DAC 회원국의 교통 분야별 지원 현황

(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 및 물류 합계 5,105 4,366 8,921 7,469 7,451 5,044 6,877 8,736 7,691 9,591 11,187 10,809 10,992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Trans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023 1049 1313 1761 723 640 967 620 731 714 487 611 525

도로 운송
(Road transport)

2,061 1,628 3,439 2,685 3,172 3,297 2,145 2,953 2,623 2,890 2,252 4,252 2,726

철도 운송
(Rail transport)

1,683 1,127 3,200 2,515 3,112 715 2,871 4,235 3,319 4,346 6,185 2,979 7,462

수로 운송
(Water transport)

260 355 480 329 249 247 305 467 716 861 1159 2198 129

항송 운송
(Air transport)

70 201 473 172 185 135 560 448 300 655 977 763 145

운송/창고부문 교육
(Education and training
in transport and storage)

6 6 9 7 8 11 28 9 2 125 124 5 3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9] OECD　DAC 회원국의 교통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2,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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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44백만 불을 지원

하였으며, 도로 운송 분야에 3억 13백만 불(70.5%)을 지원하였다. 이어

철도 운송,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이 지원되었다.

<표 4-11>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별 지원 현황

(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 및 물류
합계

109.06 246.43 325.54 861.77 439.65 354.10 366.19 338.08 797.93 647.21 721.46 858.41 444.79

운송정책 및
행정관리

(Trans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41 - 0.02 0.44 0.70 0.23 6.29 2.69 5.03 16.48 0.73 0.91 63.20

도로 운송 74.05 212.65 323.67 606.20 362.54 312.04 316.23 331.02 604.63 313.81 309.79 287.98 313.80

철도 운송 1.58 29.51 0.42 154.10 0.43 32.88 0.39 0.70 166.42 216.72 192.82 385.61 66.96

수로 운송 28.49 0.67 0.47 0.31 57.90 7.40 41.76 0.11 8.28 94.99 0.68 178.46

항송 운송 3.54 3.59 0.89 100.71 17.94 1.55 1.37 3.56 13.57 4.44 217.43 5.30 0.70

운송/창고 교육
(Education and

training in transport
and storage)

- - 0.02 - 0.13 - 0.15 - - 0.77 - 0.14 0.12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1,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그림 4-10]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별 지원 현황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2,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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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별 지원 비중(2018)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2,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2009-2018년 동안 약정액 기준, 교통 ODA 상위 지원 국가(기관)는 일본,

World Bank, EU, ADB, 프랑스, AfDB, 한국, 미국, 독일 순이다.

[그림 4-12] 교통 분야 상위 10개 공여국/기관 순위

자료: OECD DAC Statistics (최종접속일: 2020.08.12., 원데이터: OECD DAC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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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DGs와 교통 현황

1. SDGs 현황

가. SDGs 논의 배경

국제사회는 지난 2001-2015년간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MDGs는 이전까지 경제발전 중심의 패러다

임을 사람 중심의 사회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빈곤 문제를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OD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MDGs로 인해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빈곤감소를 이루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와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MDGs는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 부족으로 목표들이 개별국가는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빈곤

문제의 다면성과 개발 재원을 단순화하여 결국 부분적 달성에 그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이와 같은 MDGs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수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김지현,

2016). SDGs는 1년여간의 UN 공개작업반(OWG: Open Working Group)

의 활동과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2014년 7월 UN 총회에 보고되었다.

총 2년여간 UN 내외에서 전문가 그룹, 학계,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SDGs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

표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보편적 목표로 발표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 72 -

<표 4-12> MDGs와 SDGs의 상대적 특징

구분 MDGs SDGs

기본

개념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기본 개념으로 하되

경제적 개발에 초점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이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

적으로 고려

핵심

목표
‘빈곤퇴치’를 우선 시

‘빈곤퇴치’를 우선 시

다만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지역 내 그리고

국가･지역 간 불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

대상

국가

최빈국을 중심으로 하는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

최빈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및 다른 개발도상국 내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까지도포함

재원

마련
ODA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자금에 의존

기업을 포함한 민간재원을 대폭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역을 통한 원조’

개념 하에 투자와 교역으로 재원을 확대

수행

주체

공여국의 양자 간 원조가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었기에 DAC와 같은 선진국

정부의 목소리 강조

협력국(수원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계나 NGOs 등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강조

자료: 권상철 외,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2017): P.77-78을 인용하여

재작성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달성해야 하는 전 세계적 목표이자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 규범이다.

SDGs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서 경제, 사회, 환경 3가지

측면에서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

너십(Partnership) 등 5P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 73 -

사람
People

환경
Planet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그림 4-13] SDGs와 5P

자료: 권율(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Vol. 12. No. 1, 99-131

<표 4-13> SDGs 목표 및 주요 내용

SDGs 목표 주요 내용 SDGs 목표 주요 내용

1. 빈곤 종식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0. 불평등 완화 국내적또는국가간불평등경감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기아의종식, 식량안보및영양
개선과지속가능한농업강화

11. 지속가능한도시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조성

3. 건강 및 웰빙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
대에 복지 증진

12. 지속가능한소비,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
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대응

5. 양성평등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
의 역량 강화

14. 해양 생태계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호와
지속가능한이용

6. 물과 위생
모든사람의식수와위생시설에
대한접근성과관리능력확보

15. 육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등

7.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
에너지에대한접근성강화

16. 평화와정의,제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접근성 확보등

8. 양질의일자리와
경제성장

경제성장과완전하고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17. 파트너십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9. 혁신과 인프라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산업화및혁신촉진

자료: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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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제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 세계환

경개발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미래세대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MDGs 이후 빈곤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해

소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개발의 단계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포

용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 그리고 균형적인 환경보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10) 즉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

각으로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11)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률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

2조(정의)12)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라고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건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발전해 나가는 것, 즉 우리의 활동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미래에 줄 수 있는 악영향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사회‧경

제‧문화‧환경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이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Ibid., paragraphs. 1-3.

11) UN(2012b), paragraph. 21.
1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705&efYd=20151201#0000, 검색일 2019.11.25



- 75 -

<표 4-14> 기타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자료 정의

지속가능발전법14)

ㆍ‘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말한다.

ㆍ‘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추상호, 성현곤
200915)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적 정의가 조화되어 합목적성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가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WCED
1987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Mega and
Pedersen
1998

지속가능성이란 미래까지 확장된 형평성과 조화, 종점이 없는 신중한 여
정, 환경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목표와 조화로운 공동의 발전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을 말한다.

Wilson
1998

지속가능발전의 공통 목표는 지구에 부주의하게 증가한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최소한의 인위
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TRB
1997

지속가능성은 위협 분석에 대한 것이 아닌 체제(시스템) 분석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체제(시스템)가 다양한 공간
기반의 운영 규모에서 상호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Center for
Sustainability

2004

지속가능성이란 “장기적인 미래까지 지속하기 위한 역량이다. 어떤 것이
든 무기한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무
기한으로 행해질 수 없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자료: 주석이 없는 사항은 ‘Well Measured Develop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and Livable Transport Planning (18 March 2019,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13) Analysis of the transport relevance of each of the 17 SDGs, UN-Habitat and UNEP, 2015

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705&efYd=20151201#0000, 검색일 2019.11.25
15) 지속가능교통 중심의 Cyber-Compact City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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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Gs와 교통 현황

가. SDGs와 교통

교통인프라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에 중점을 둔 MDGs

에서 통상 인프라로 간주되어 부각되지 못했다. 이는 교통이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파생수요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 이슈가 부각된 SDGs에서는 17개의 목표 중 약 7개의 목표에서 교통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표 4-15> 교통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대분류 (Goals)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

SDG 3.6*
Safe(안전, 건강 측면)

Transport Safety, Security
․교통사고 사망률

SDG 9.1*

Service or Accessible or Supply

교통서비스 공급 측면

Transport Service

․상시 이용 가능한(all-season) 도로에서

2km 이내에 사는 농촌 인구 비율

․운송수단으로의 여객 및 화물

SDG 11.2*

Activity or Social Accessibility,

Participation

교통서비스, 액티비티, 이용가능성측면

(모든 사람 이용)

․성별, 연령, 장애인별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구 비율

SDG 7.3*,

6.1, 2.3

Efficient

(교통시스템 효율성, 경쟁력 측면)

Competitiveness, Technology

․주요 에너지와 GDP로 측정된 에너지원

단위(energy intensity)

․안전한 식용수를 제공받는 인구 비율

․성별 및 원주민 신분에 따른 소규모 외

식업자의 평균 소득

환경(범 분야

이슈)

SDG 3.9,

11.6, 12.c*

Environment(환경적 측면)

Environmental impact, Health

․가정 및 주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도시 내 연간 미세먼지(예: PM2.5～10)

평균 수준(인구 가중치)

․GDP 단위당화석연료보조금(생산및소비)

주) *는 교통이 직접적(direct) 영향을 미치는 목표

자료: ‘Analysis of the transport relevance of each of the 17 SDGs’, UN-Habitat

and UNEP, 2015, ‘Global Mobility Report 2017’, SuM4All, 2017 등 두 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교통 분야 SDGs 관련 목표를 활용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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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교통 관련 SDGs 이행 현황

OECD 회원국들은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목표들을 거의 달성하

거나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SDG 3.6(교통안전)은 거의

달성하였으며, SDG 11.2(대중교통 이용)는 달성 수준이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SDG 9(교통접근성)는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16> 교통 관련 SDGs 이행 현황(OECD 회원국)

국가
인구

(2019, 명)

1인당 GDP

(PPP, 2019)
목표 9 목표 3.6 목표 11 목표 11.2

호주 25,088,636 53,320.2690 ➚ ↑ → →

오스트리아 8,766,201 59,110.5625 ↑ ↑ ↑ ↑

벨기에 11,562,784 54,545.1508 ↑ ↑ → ↓

캐나다 37,279,811 51,341.7051 ➚ ↑ → ↓

스위스 8,608,259 25,154.9928 ➚ ↓ ➚ ↑

칠레 18,336,653 42,575.6114 ➚ ↑ ➚ →

체코공화국 10,630,589 59,830.1542 ↑ ↑ ➚ ↑

독일 82,438,639 38,811.1433 ➚ ↑ ↑ ↑

덴마크 5,775,224 51,323.8333 ↑ ↑ → ↓

스페인 46,441,049 49,435.1799 ↑ ↑ ➚ ↓

에스토니아 1,303,798 56,052.4220 ↑ ↑ ➚ ↓

핀란드 5,561,389 31,399.4156 ➚ → ➚ ➚
프랑스 65,480,710 33,978.9550 ➚ ↑ ➚ ↑

영국 66,959,016 60,061.3705 ↑ ↑ ➚ 　

그리스 11,124,603 88,240.9010 ➚ ↑ ➚ →

헝가리 9,655,361 42,193.8255 ➚ ↑ → ↓

아일랜드 4,847,139 44,196.6931 ➚ ↑ → ↓

아이슬란드 340,566 43,235.7175 ↑ ↑ ↑ ➚
이스라엘 8,583,916 43,028.8963 ↑ ↑ ➚ ↑

이탈리아 59,216,525 32,204.4578 → ↑ ➚ →

일본 126,854,745 38,214.2069 → ↑ ➚ ↓

대한민국 51,339,238 35,938.3742 ➚ ↑ ➚ ↑

리투아니아 2,864,459 20,410.7065 → ↓ ↑ ↑

룩셈부르크 596,992 59,686.8316 ↑ ↑ ↑ ↑

라트비아 1,911,108 43,952.5484 ➚ ↑ ➚ →

멕시코 132,328,035 66,831.8688 ➚ ↑ ↑ ➚
네덜란드 17,132,908 34,217.7157 ➚ ↑ ➚ ↓

노르웨이 5,400,916 36,470.7067 ➚ ↑ ➚ →

뉴질랜드 4,792,409 34,177.9527 ➚ ↑ ➚ ↑

폴란드 38,028,278 40,656.5573 ➚ ↑ ➚ ↓

포르투갈 10,254,666 42,214.1303 ➚ ↑ ➚ ↓

슬로바키아공화국 5,450,987 55,814.5126 ↑ ↑ ➚ →

슬로베니아 2,081,900 70,989.2581 ↑ ↑ ↑ ↑

스웨덴 10,053,135 27,875.1932 ➚ ↓ → ↓

터키 82,961,805 48,709.7011 ↑ ↑ ➚ ↓

미국 329,093,110 65,280.6822 ↑ ↓ ↑ ↑

주) 적색(red)에 가까울수록 0점, 녹색(green)에 가까울수록 100점을 의미함

자료: https://dashboards.sdgindex.org/downloads 자료 다운로드: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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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개발도상국들은 SDG 11.2(대중교통

이용)는 목표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SDG 3.6(교통안전), SDG 9

(교통접근성) 등은 목표한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어 목표 달성을 위한 다

각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4-17> 교통 관련 SDGs 이행 현황(우리나라 중점협력국)

국가
소득그룹

(2019)

인구

(2019, 명)

1인당 GDP

(PPP, 2019)
목표 9 목표 3.6 목표 11 목표 11.2

아제르바이잔 UMIC 10,014,575 15,000.8165 → ↑ ➚ ↑

방글라데시 LMIC 168,065,920 4,950.7435 ➚ ↓ ➚ ↑

볼리비아 LMIC 11,379,861 9,086.0606 ➚ ↑ ➚ ↑

콜롬비아 UMIC 49,849,818 15,643.7314 ➚ ↓ ➚ ↑

에티오피아 LIC 110,135,635 2,311.7043 ➚ ↓ → →

가나 LMIC 30,096,970 5,636.9539 ➚ → → ↑

인도네시아 LMIC 269,536,482 12,301.7529 ➚ ↑ → ↑

캄보디아 LMIC 16,482,646 4,570.6942 ➚ ↓ ↑ ↑

라오스 LMIC 7,064,242 8,150.7524 ➚ ↓ ↑ 　

스리랑카 LMIC 21,018,859 13,620.1184 ➚ ↑ → ↓

미얀마 LMIC 54,336,138 5,355.2701 ➚ → ➚ ↑

몽골 LMIC 3,166,244 12,819.9485 → ↑ → ➚

모잠비크 LIC 31,408,823 1,333.5181 ↓ → ➚ ↑

네팔 LIC 29,942,018 3,558.3998 ➚ ➚ → ↑

파키스탄 LMIC 204,596,442 4,884.8813 → ↓ → ➚

페루 UMIC 32,933,835 13,380.3644 → → ➚ →

필리핀 LMIC 108,106,310 9,277.3743 ➚ ↓ → ↓

파라과이 UMIC 698,1981 13,210.3079 ➚ ↓ ➚ ➚

르완다 LIC 12,794,412 2,318.4862 ➚ ➚ → ↓

세네갈 LIC 16,743,859 3,535.5687 ➚ ↑ → ↑

탄자니아 LIC 60,913,557 2,770.6811 → ➚ → ↑

우간다 LIC 45,711,874 2,271.6494 ➚ ↓ ↓ ↓

우즈베키스탄 LMIC 32,807,368 7,288.7656 ➚ → → ↑

베트남 LMIC 97,429,061 8,374.4443 ➚ ↓ ↑ ↑

주1) 적색(red)에 가까울수록 0점, 녹색(green)에 가까울수록 100점을 의미함

주2) LMIC: 하위중소득국, LIC: 저소득국

자료: https://dashboards.sdgindex.org/downloads 자료 다운로드: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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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의 내용 및 범위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관련 Meta 자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양자 및 다자기구)의 정책자료와 관련 기관이나

개별 연구자의 연구 결과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 중점협력국인 1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와 KOICA 등 현지사무소를 통해 관련 정책자료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교통 분야 중점협력국은 제2기 국가협력

전략(CPS, 2016-2020)에 의하면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세네갈, 모잠

비크, 에티오피아,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볼리비아가 있다.

<표 4-18> 수집 자료의 내용 및 범위

수집자료 내용 범위

교통 ODA 목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의

역할 및 방향성 등

․1972년 이후

․선언, 전략, 회의, 총회, 컨퍼런스 결과 및 보고서

등 관련 자료

교통 ODA

선정기준

․지속가능교통 선정기준

(목표 및 목적 포함)

․비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관련 기관의

교통 분야 비전, 전략, 정책, 로드맵, 액션플랜 및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 심층 인터뷰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 ODA 사업의 성과지표

․국제기구, 관련 기관의 정책보고서 및 사례

․분야 전문가 심층 인터뷰

국내 기관별 ODA

지원 현황

․국내 기관별 ODA 지원 현황

(실적, 규모(예산) 등)

․국내 전문가 의견

․국내 중앙부처, 기관별 ODA 지원 실적 및 규모

(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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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의 구축 방법

1. Meta 데이터 Matrix 구축

가. 교통 ODA 목표

교통 ODA 목표 분석을 위해 1972년부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세계

적 선언, 전략, 회의, 총회 등의 결과로부터 국제사회가 기대하거나 요구

하는 교통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선언, 전략, 회의, 총회

등의 결과에서 키워드가 기술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순위)를 부여하여

Meta 데이터 Matrix를 구축하였다.

분석 대상 키워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세계적 선언, 전략,

회의, 총회 등

․1972, 스톡홀롬 선언

․1980, 세계 보건 전략

․1987,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

․1992, UN 환경 개발 회의

․2002, Rio+10 회의

․2012, Rio+20 회의

․2015, 제70차 UN 총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교통 분야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역할

<표 4-19> 분석 대상 및 키워드

<표 4-20> 교통 ODA 목표 및 중요도

구분 UNCHE
(1972)

WCS
(1980)

WCED
(1987)

UNCED
(1992)

EC
(1992)

UNCSD
(2012)

UN
(2015) Sum4All Σ

지속가능교통 1 1 1 1 4

비재생에너지 1 1

대기오염 예방 2 3 2

대중교통체계 3 4 2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2 1

이동성 2 2 2

교통안전 1 3 2

교통접근성 2 1

교통에너지 효율성 3 1 2

교통효울성 2 1

친환경성 5 4 2

주) 1, 2, 3․․․은 중요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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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 ODA 선정기준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에 맞춰 SDGs도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은 지

속가능발전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교통 ODA

선정기준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연구들도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의 교

통 특성을 반영하거나 ODA 정책의 이행 또는 종합관리 측면에서 고려

되어야 하는 기준들을 기타 측면으로 구분하여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각 기관별, 연구자별 교통사업의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선진국(비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선진국과 국제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및 사업의

선정기준 등이 유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개발도상

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의 기능과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분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한편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대부분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교통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비전, 전략, 목표 등을 조사하여 Meta

데이터 Matrix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은 현재 우리나라 2기

(2016-2020년) 국가지원전략(CPS)에서 교통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지

정한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4-21>은 선진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로부터 추출한 교통 ODA 선정기준

항목과 각각의 항목이 기술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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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교통 ODA 선정기준(선진국) 및 중요도

구분 선정기준 VTPI
(2019)

USEPA
(2011)

Texas
DOT
(2009)

EST
(2001)

ENECE
(2011)

GPI
(2008)

Dft UK
(2007)

EC
(2009)

Σ

경제
(13)

경제적 생산성 1 (1)) 4 (9) 1 (1) 1 (1) 1 (1) 3 (3) 6

경제발전 2 (2) 3 (5) 2 (3) 1 (1) 4

에너지 효율성 3 (3) 3 (4) 1 (1) 6 (10) 4

이용가능성 (접근성) 4 (4) 2 (4) 2 (5) 4 (4) 4

효율적 교통운영 5 (5) 2 (4) 2 (2) 3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1 (1) 3 (6) 2

평균 자동차 점유율 3 (8) 7 (12) 2

지역통합/도시집적

농촌개발

고용창출 5 (7) 1

도시교통 및 접경지역 연결성

회복력

사회
(4)

형평성/공정성 1 (6) 2 (5) 1 (2) 2 (3) 4

안전, 보안, 건강 2 (7) 3 (7) 1 (2) 2 (4) 1 (7) 1 (2) 1 (5) 7

지역사회의 발전 3 (8) 1 (3) 2 (3) 3

문화유산 보전 4 (9) 1

환경
(6)

기후보호 1 (10) 1 (6) 1 (1) 1 (5) 1 (2) 3 (4) 3 (9) 7

대기오염 예방 2 (11) 1 (2) 2 (7) 2 (2) 2 (6) 2 (3) 2 (8) 7

소음공해 예방 3 (12) 3 (3) 3 (7) 1 (6) 4

수질보호및수자원피해최소화 4 (13) 1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5 (14) 2 (6) 4 (4) 3 (4) 4 (11) 5

자원 효율성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1 (15) 1 (13) 2

주1) 1, 2, 3․․․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중요도 순위.

주2) ( )는 전체 순위

<표 4-22>는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교통 관련 선정기준 조사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선진국 중심의 연구 결과

를 1차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선진국 중심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선정기준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의

선정기준은 국제기구가 지원한 연구 결과 또는 개발도상국 관련 부처의

비전, 전략, 목표 등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에 선진국의

선정기준과 같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기보다는 현황을

중심으로 Meta 데이터 Matrix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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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교통 ODA 선정기준(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및 적용현황

구분 선정기준
ADB
(2014)

ASEAN
(2019)

World Bank
(2016)

IDB
(2016)

UNEP
(2013)

SuM4All
(2019) Σ

경제
(13)

경제적 생산성 ○ ○ ○ ○ 4
경제발전 ○ ○ ○ 3

에너지 효율성 ○ ○ 2
이용가능성 (접근성) ○ ○ ○ ○ ○ ○ 6
효율적 교통운영 ○ 1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평균 자동차 점유율
지역통합/도시집적 ○ ○ 2

농촌개발 ○ 1
고용창출 ○ 1

도시교통및접경지역연결성 ○ ○ 2
회복력 ○ 1

사회
(4)

형평성/공정성 ○ ○ ○ ○ 4
안전, 보안, 건강 ○ ○ ○ ○ ○ 5
지역사회의 발전
문화유산 보전

환경
(6)

기후보호 ○ ○ ○ ○ 4
대기오염 예방 ○ ○ ○ ○ 4
소음공해 예방 ○ ○ 2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 1
자원 효율성 ○ 1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구분 선정기준 베 스 필 파 미 몽 인 캄 방 탄 세 모 에 페 파 콜 볼 Σ

경제
(10)

경제적 생산성 ○ ○ ○ ○ ○ ○ ○ ○ ○ ○ ○ ○ 12
경제발전 ○ ○ ○ ○ ○ ○ 6

에너지 효율성 ○ 1
이용가능성 (접근성) ○ ○ ○ ○ ○ ○ ○ ○ 8
효율적 교통운영 ○ ○ ○ ○ 4
지역통합/도시집적

농촌개발
고용창출 ○ ○ 2

도시교통및접경지역연결성 ○ ○ 2
회복력

사회
(4)

형평성/공정성 ○ ○ ○ ○ ○ ○ ○ ○ ○ 9
안전, 보안, 건강 ○ ○ ○ ○ ○ ○ ○ ○ ○ ○ 10
지역사회의 발전
문화유산 보전

환경
(6)

기후보호 ○ ○ ○ ○ ○ 5
대기오염 예방 ○ ○ ○ ○ ○ 5
소음공해 예방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자원 효율성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주) 베-베트남, 스-스리랑카, 필-필리핀, 파-파키스탄, 미-미얀마, 몽-몽골리아, 인-

인도네시아, 캄-캄보디아, 방-방글라데시, 탄-탄자니아, 세-세네갈, 모-모잠비크,

에-에티오피아, 페-페루, 파-파라과이, 콜-콜롬비아, 볼-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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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 ODA 성과지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SDGs), 국내 무상원조기

관과 국제기구의 정책자료 및 관련 연구 결과로부터 추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자료에서 성과지표가 기술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순위)를 부여하여

<표 4-23>과 같이 Meta 데이터 Matrix를 구축하였다.

<표 4-23> 교통 ODA 성과지표 및 중요도

성과지표 SDGs KOICA JICA WB ADB AfDB VTPI SuM4All Σ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1 (1) 1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1 (1) 2 (2) 2 (3) 1 (1) 4

통행시간 절감 3 (3) 1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4 (4) 1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9 (10) 3 (3) 3 (3) 2 (2) 1 (1) 5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2 (3) 5 (5) 1 (1) 4 (4) 4

차량운행비용 절감 5 (5) 1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6 (6) 1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3 (4) 1 (1) 2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6 (6) 2 (2) 1 (1) 3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1 (2) 3 (3) 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6 (11) 1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2 (2) 7 (10) 2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3 (3) 1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4 (4) 2 (2) 2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8 (9) 1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4 (5) 5 (8) 4 (5) 3

물류성과지수(LPI) 5 (6) 6 (9) 2 (4) 3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7 (13) 4 (5) 2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7 (8) 1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1 (1) 1 (7) 2 (7) 2 (6) 3 (5) 5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3 (8) 3 (7) 2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2 (8) 1 (7) 2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3 (9) 1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2 (4) 4 (10) 1 (2) 1 (5) 1 (4) 1 (4) 6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1 (2) 1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5 (11) 1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6 (12) 2 (11) 2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2 (3) 1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1 (14) 1 (9) 1 (6) 1 (8) 4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1 (6) 1

연간 PM 2.5 배출량(ug/㎥) 2 (6) 2 (10) 2 (7) 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 (5) 1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2 (7) 1

주) 1, 2, 3․․․은 경제, 사회, 환경별 중요도 순위.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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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자료구축

가.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을 위한 FGI는 3라운드에 걸쳐 실시한다.

1라운드에서는 <표 4-21>의 항목을 대상으로 Extd. Meta 분석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선정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선진국 중심의 선정기준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표 4-22>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교통사업 선정기준별

적용비율을 <표 4-24>와 같이 구축하였다.

<표 4-24> 교통 ODA 선정기준(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적용비율

구분 선정기준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검토기관
(연구)수
(건)

해당여부
(건)

비율
(%)

검토기관
(연구)수
(건)

해당여부
(건)

비율
(%)

경제
(14)

경제적 생산성 6 4 66.7 13 12 92.3

경제발전 6 3 50.0 13 6 46.2

에너지 효율성 6 2 33.3 13 1 7.7

이용가능성/접근성 6 6 100.0 13 8 61.5

효율적 교통운영 6 1 16.7 13 4 30.8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6 0 0.0 13 0 0.0

대중교통 접근성 6 0 0.0 13 0 0.0

평균 자동차 점유율 6 0 0.0 13 0 0.0

지역통합/도시집적 6 2 33.3 13 0 0.0

농촌개발 6 1 16.7 13 0 0.0

고용창출 6 1 16.7 13 2 15.4

도시교통및 접경지역연결성 6 2 33.3 13 2 15.4

회복력 6 1 16.7 13 0 0.0

인구밀도 6 0 0.0 13 0 0.0

사회
(4)

형평성/공정성 6 4 66.7 13 9 69.2

안전, 보안, 건강 6 5 83.3 13 10 76.9

지역사회의 발전 6 0 0.0 13 0 0.0

문화유산 보전 6 0 0.0 13 0 0.0

환경
(6)

기후보호 6 4 66.7 13 5 38.5

대기오염 예방 6 4 66.7 13 5 38.5

소음공해 예방 6 2 33.3 13 0 0.0

수질보호및수자원피해최소화 6 0 0.0 13 0 0.0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6 1 16.7 13 0 0.0

자원 효율성 6 1 16.7 13 0 0.0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6 0 0.0 1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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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 ODA 성과지표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FGI 자료로는 <표 4-23>을 활용한다.

교통 ODA 성과지표는 경제적 측면 20개, 사회적 측면 9개, 환경적 측

면 6개 총 35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고 전

문가별 중요도가 높은 10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를 분석하여 순위를 보정한다.

3. AHP 자료구축

AHP는 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과정에서 FGI 3라운드를 통해 최종

적으로 도출될 선정기준에 대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 실시한다. 이를 위한

AHP 계층구조(hierarchy structure)는 1, 2계층으로 구분한다. 1계층은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2계층은 선진국,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교통사업 선정기준을 토대로

도출되는 항목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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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Meta 자료의 특성

앞서 연구방법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그 대상

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주관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과 공학적 실험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분석을 유

기적으로 결합하는 Hybrid 기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정성적 방법은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성적 자료를

추출하여 계량화하고 Meta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의 전략, 정책자료 및 관련 기존 연구로부터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과 성과지표 등을 추출하므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GI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일부 과정도

정성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량적 방법은 위와 같이 정성적으로 추출된 교통 ODA 목표, 선

정기준 및 성과지표 등 각각의 항목에 순위를 부여하거나 보정하기 위한

중요도 및 2분화 코드 분석, FGI 기반의 중요도 분석 및 AHP 보정 값

산정 및 적용 등을 말한다. 이 또한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의 전략,

정책자료 및 관련 기존 연구를 토대로 계량화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기에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교통사업 선정기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별 건설부, 교통부, 교통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비전, 전략 또는 정책 등을 조사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지원한 연구 결과에서 Meta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조사

자료의 신뢰도는 현행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Meta 자료의 중요도를 계량화하는 방법 즉 각 자료별 출처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하여 계량화한 것에 대하여 연구자 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88 -

제5장 계량적 Hybrid 기법의 적용 및 검증

제1절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

1. Extd. Meta 분석을 통한 순위 설정

가. Meta 중요도 순위 분석

1972년 스톡홀롬 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적 1개 선언, 3

개 전략 및 4회 회의 결과에서 추출한 교통 관련 11개 항목을 시계열적

으로 언급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하여 Matrix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비율은 식  


  



 
′

 
′

(여기서 
′   ,  가중치 ,  순위)에 따라

순위를 산정한 결과, 지속가능교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동성,

교통안전 및 접근성이 같게 나타났다.

<표 5-1> 교통 ODA 목표의 Meta 중요도 분석 순위

교통 ODA 목표
UNCHE
(1972)

WCS
(1980)

WCED
(1987)

UNCED
(1992)

EC
(1992)

UNCSD
(2012)

UN
(2015)

WB
(2016)

비율
중요도
순위

지속가능교통 1 1 1 1 0.224 1

비재생에너지 1 0.056 8

대기오염 예방 2 3 0.097 5

대중교통체계 3 4 0.087 6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2 0.051 9

이동성 2 2 0.102 2

교통안전 1 3 0.102 2

교통에너지 효율성 2 0.051 9

교통접근성 3 1 0.102 2

교통효울성 2 0.051 9

친환경성 5 4 0.077 7

주) 선언, 전략, 회의 별 중요도 순위(1, 2, 3․․․)에 따라 가장 중요한 항목

순으로 가중치(11, 10, 9․․․)를 부여하여 계산. 즉 1순위=11, 2순위=10, 3

순위=9, 4순위=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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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분화 코드 순위 분석

또한 교통 ODA 목표 항목을 변수로 가정하고 목표가 언급된 경우 1,

언급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표 5-2>와 같이 2분화 코드

Matrix를 구성하였다.

<표 5-2> 교통의 ODA 목표별 2분화 코드 Matrix

교통 ODA 목표
UNCHE
(1972)

WCS
(1980)

WCED
(1987)

UNCED
(1992)

EC
(1992)

UNCSD
(2012)

UN
(2015)

WB
(2016)

지속가능교통 1 0 0 1 1 1 0 0

비재생에너지 0 0 1 0 0 0 0 0

대기오염 예방 0 0 1 1 0 0 0 0

대중교통체계 0 0 1 0 0 0 1 0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0 0 0 1 0 0 0 0

이동성 0 0 0 0 1 1 0 0

교통안전 0 0 0 0 0 0 1 1

교통에너지 효율성 0 0 0 0 0 0 1 0

교통접근성 0 0 0 0 0 0 1 1

교통효울성 0 0 0 0 0 0 0 1

친환경성 0 0 0 0 0 0 1 1

열(raw) 방향 변수 군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적 주요

논의는 총 8회이며, 이 중에서 교통 ODA 목표 범주에 해당하는 논의가

이루어진 유효 선언, 전략, 회의는 7회로 조사되었다.

<표 5-3> 케이스 요약

구분

케이스

유효 결측 합계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7 87.5% 1 12.5% 8 100.0%

이 중에서 목표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이 논의된 선언, 전략, 회의 수를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 즉 케이스 퍼센트는 지속가능

교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예방, 대중교통

체계, 이동성, 교통안전, 접근성 및 친환경성이 같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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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교통 ODA 목표 2분화 코드 분석 순위

교통 ODA 목표
응답 케이스

퍼센트
2분화 코드

순위N 퍼센트
지속가능교통 4 20.0% 57.1% 1
비재생에너지 1 5.0% 14.3% 8
대기오염 예방 2 10.0% 28.6% 2
대중교통체계 2 10.0% 28.6% 2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1 5.0% 14.3% 8
이동성 2 10.0% 28.6% 2
교통안전 2 10.0% 28.6% 2
교통에너지 효율성 1 5.0% 14.3% 8
교통접근성 2 10.0% 28.6% 2
교통효율성 1 5.0% 14.3% 8
친환경성 2 10.0% 28.6% 2

합계 20 100.0% 285.7%

중요도 분석 및 2분화 코드 분석 각각의 순위를 활용한 순위 설정 결과,

교통 ODA 목표로서 지속가능교통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이동성, 교통안전,

교통 접근성이 같게 나타났다.

<표 5-5> Extd. Meta 순위 (중요도 순위+2분화 코드 순위)

교통 ODA 목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Extd. Meta 순위

비율 순위 케이스
퍼센트 순위 계 순위

지속가능교통 0.224 1 0.571 1 0.795 1
비재생에너지 0.056 8 0.143 8 0.199 8
대기오염 예방 0.097 5 0.286 2 0.383 5
대중교통체계 0.087 6 0.286 2 0.373 6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0.051 9 0.143 8 0.194 9
이동성 0.102 2 0.286 2 0.388 2
교통안전 0.102 2 0.286 2 0.388 2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9 0.143 8 0.194 9
교통접근성 0.102 2 0.286 2 0.388 2
교통효울성 0.051 9 0.143 8 0.194 9
친환경성 0.077 7 0.286 2 0.363 7

2. Extd. AHP를 통한 순위 보정

교통 ODA 선정기준 1계층의 AHP 가중치와 식   

을 활용하

여 교통 ODA 목표 항목별 AHP 가중치 보정 값을 산정하였다. 이때 교통

ODA 목표 항목 중 지속가능교통의 (선정기준 1계층의 AHP 가중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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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므로 1.0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선정기준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5-6> 교통 ODA 목표별 AHP 가중치 보정 값

교통 ODA 목표
지속가능교통 1계층

해당 여부 


  

지속가능교통 지속가능교통 0.091 1.0000 4 0.364
비재생에너지 환경 0.091 0.1629 1 0.015

대기오염 예방 환경 0.091 0.1629 2 0.030
대중교통체계 사회 0.091 0.1824 2 0.033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사회 0.091 0.1824 1 0.017
이동성 경제 0.091 0.6547 2 0.119

교통안전 사회 0.091 0.1824 2 0.033

교통에너지 효율성 경제 0.091 0.6547 1 0.060
교통접근성 경제 0.091 0.6547 2 0.119

교통효울성 경제 0.091 0.6547 1 0.060
친환경성 환경 0.091 0.1629 2 0.030

3.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

Extd. Meta 분석에 의한 순위 설정 결과에 교통 ODA 선정기준 AHP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정한 목표 항목별 가중치 보정 값을 적용한 결과,

교통 ODA 목표로서 지속가능교통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

교통 ODA 목표
중요도 순위 2분화코드순위 교통 ODA 목표

비율 순위 케이스
퍼센트 순위 AHP

보정 값 합계 순위

지속가능교통 0.224 1 0.571 1 0.364 1.159 1
비재생에너지 0.056 8 0.143 8 0.015 0.214 10

대기오염 예방 0.097 5 0.286 2 0.030 0.413 5
대중교통체계 0.087 6 0.286 2 0.033 0.406 6

도시교통시스템 촉진 0.051 9 0.143 8 0.017 0.211 11
이동성 0.102 2 0.286 2 0.119 0.507 2

교통안전 0.102 2 0.286 2 0.033 0.421 4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9 0.143 8 0.060 0.254 8

교통접근성 0.102 2 0.286 2 0.119 0.507 2

교통효울성 0.051 9 0.143 8 0.060 0.254 8
친환경성 0.077 7 0.286 2 0.030 0.39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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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제2장 2절의 지속가능발전과 교통의 논의 경과와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속가능교통은 지속가능발전에 있

어서 핵심이다. 지속가능교통 없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긴밀히 연관된 지속가능발전

과 지속가능교통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속가능교통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지속가능발전의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지속가능교통은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적 이슈(리우선언, 교토의정서 등)에 따라 환경보전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교통이 환경 측면뿐 아니라 인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내용들도 동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념으로 발

전되어 왔으며, 지속가능발전에서 추구하는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차별 없이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법에서도 지속가능교통을 환경적 측

면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교통은 국가의 발전과 동시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

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러 국가

또는 한 국가의 지방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시설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속가능교통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추구하는 17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속가능교통은 SDGs 달성

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나아가 SDGs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촉진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SDGs

달성을 위해 교통 분야에 기대하는 역할은 지속가능교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교통의 개념은 SDGs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SDGs에서 제시된 직‧간접적인 교통 분야 목표들도 지속가능

교통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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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 결과

1. Extd. Meta 분석을 통한 선정기준 순위 및 항목 설정

가. Meta 중요도 순위 분석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함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SDGs는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 등

을 포함함에 따라 교통 ODA 선정기준을 경제, 사회, 환경, 기타 측면 등

4개 기준으로 구분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 총 18개의 교통

ODA 선정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자료별로 선정기준

이 제시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한 Matrix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비율은 식  


  






′




′

(여기서 
′  경제사회 환경 기타 ,

 가중치 ,  순위)에 따라 순위를 산정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 이용가능성(affordability), 사회적 측면은 안전․보안․건강, 형평성/공

정성,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보호, 대기오염 예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8> 교통 ODA 선정기준의 Meta 중요도 분석 순위

구분 선정기준
EST

(2001)

GPI

(2001)

OECD

(2005)

Dft
UK

(2007)

Texas
DOT
(2009)

EC

(2009)

ENECE

(2011)

USEPA

(2011)

VTPI

(2019)
비율

중요도
순위

경제

경제적 생산성 1 1 1 3 1 4 1 0.279 1 ( 1)
경제발전 3 1 2 2 0.153 4 ( 6)

에너지 효율성 1 3 6 3 3 0.158 3 ( 5)
이용가능성 2 2 4 2 4 0.169 2 ( 4)

효율적 교통운영 2 2 5 0.098 5 ( 8)
접근성 3 1 0.077 6 ( 9)

평균 자동차 점유율 7 3 0.044 7 (14)
고용창출 5 0.022 8 (15)

사회

형평성/공정성 2 1 2 1 0.077 2 ( 9)
안전, 보안, 건강 1 1 1 1 1 2 3 2 0.153 1 ( 6)
지역사회의 발전 2 1 3 0.049 3 (12)
문화유산 보전 4 0.005 4 (16)

환경

기후보호 1 1 2 1 1 3 1 1 0.202 1 ( 2)
대기오염 예방 2 2 1 2 2 2 1 2 0.186 2 ( 3)
소음공해 예방 3 1 3 3 0.077 3 ( 9)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4 0.011 5 (17)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4 3 4 2 5 0.071 4 (13)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1 1 0.011 1 (17)

주1) 기관/연구 별 중요도 순위(1, 2, 3․․․)에 따라 가중치(선정기준 항목 개수 순.

경제 8, 7, 6․․, 사회 4, 3․․, 환경 5, 4, 3․․, 기타 1)를 부여하여 계산

주2)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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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분화 코드 순위 분석

교통 ODA 선정기준 항목을 변수로 가정하고 선정기준 항목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2분화 코드 Matrix를 구축하였다.

<표 5-9> 교통 ODA 선정기준별 2분화 코드 Matrix

구분 선정기준
EST

(2001)

GPI

(2001)

OECD

(2005)

Dft
UK

(2007)

Texas
DOT
(2009)

EC

(2009)

ENECE

(2011)

USEPA

(2011)

VTPI

(2019)

경제

경제적 생산성 0 0 1 1 1 1 1 1 1

경제발전 0 0 0 0 1 1 1 0 1

에너지 효율성 0 1 1 0 0 1 1 0 1

이용가능성 0 1 1 0 0 1 0 1 1

효율적 교통운영 0 0 0 0 1 1 0 0 1

접근성 0 1 0 0 0 0 0 1 0

평균 자동차 점유율 0 0 0 0 0 1 0 1 0

고용창출 0 0 0 0 0 1 0 0 0

사회

형평성/공정성 0 0 0 1 0 0 1 1 1

안전, 보안, 건강 0 1 1 1 1 1 1 1 1

지역사회의 발전 0 0 0 0 1 0 0 1 1

문화유산 보전 0 0 0 0 0 0 0 0 1

환경

기후보호 1 1 1 1 1 1 1 0 1

대기오염 예방 1 1 1 0 1 1 1 1 1

소음공해 예방 1 0 0 0 0 1 1 0 1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0 0 0 0 0 0 0 0 1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1 1 0 0 0 1 0 1 1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0 0 0 0 0 1 0 0 1

열(raw) 방향 변수 군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및 정책자료는

총 9개이며, 이 중에서 경제, 사회, 환경 및 기타 측면의 범주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항목을 갖는 유효 케이스 수는 9개이다.

<표 5-10> 케이스 요약

구분

케이스

유효 결측 합계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9 100.0% 0 0.0% 9 100.0%

이 중에서 경제, 사회, 환경 및 기타 측면의 범주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항목이 제시된 연구 수를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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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퍼센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이 가장 높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이용가능성이 같게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은 안전․보안․

건강, 형평성/공정성 순으로, 환경적 측면은 기후보호, 대기오염 예방이

같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교통 ODA 선정기준 2분화 코드 분석 순위

선정기준
유효 케이스

퍼센트
2분화 코드

순위N 퍼센트

경제

경제적 생산성 7 9.9% 77.8% 1 ( 4)
경제발전 4 5.5% 44.4% 4 ( 8)

에너지 효율성 5 6.8% 55.6% 2 ( 5)
이용가능성 5 6.8% 55.6% 2 ( 5)

효율적 교통운영 3 4.1% 33.3% 5 (11)
접근성 2 2.7% 22.2% 6 (13)

평균 자동차 점유율 2 2.7% 22.2% 6 (13)

사회

고용창출 1 1.4% 11.1% 4 (16)
형평성/공정성 4 5.5% 44.4% 2 ( 8)

안전, 보안, 건강 8 11.0% 88.9% 1 ( 1)
지역사회의 발전 3 4.1% 33.3% 3 (11)
문화유산 보전 1 1.4% 11.1% 4 (16)

환경

기후보호 8 11.0% 88.9% 1 ( 1)
대기오염 예방 8 11.0% 88.9% 1 ( 1)
소음공해 예방 4 5.5% 44.4% 4 ( 8)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1 1.4% 11.1% 5 (16)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5 6.8% 55.6% 3 ( 5)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2 2.7% 22.2% 1 (13)

합계 73 100.0% 811.1%

주) ( )는 전체 순위

이상과 같이 Extd. Meta(중요도 및 2분화 코드) 분석 결과, 교통 ODA

선정기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economic productivity),

이용가능성(affordability),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순으로, 사회적

측면은 안전․보안․건강(safety, security and health), 형평성/공정성

(equity/fairness) 순으로, 환경적 측면은 기후 보호(climate protection),

대기오염 예방(prevent air pollution)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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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Extd. Meta 순위 (중요도 순위+2분화 코드 순위)

구분 선정기준
중요도 순위 2분화코드순위 Extd. Meta 순위

비율 순위 케이스
퍼센트 순위 계 순위

경제

경제적 생산성 0.279 1 ( 1) 0.778 1 ( 4) 1.057 1 ( 3)
경제발전 0.153 4 ( 6) 0.444 4 ( 8) 0.597 4 ( 8)

에너지 효율성 0.158 3 ( 5) 0.556 2 ( 5) 0.714 3 ( 6)
이용가능성 0.169 2 ( 4) 0.556 2 ( 5) 0.725 2 ( 5)

효율적 교통운영 0.098 5 ( 8) 0.333 5 (11) 0.431 5 (11)
접근성 0.077 6 ( 9) 0.222 6 (13) 0.299 6 (13)

평균 자동차 점유율 0.044 7 (14) 0.222 6 (13) 0.266 7 (14)
고용창출 0.022 8 (15) 0.111 4 (16) 0.133 8 (16)

사회

형평성/공정성 0.077 2 ( 9) 0.444 2 ( 8) 0.521 2 ( 9)
안전, 보안, 건강 0.153 1 ( 6) 0.889 1 ( 1) 1.042 1 ( 4)
지역사회의 발전 0.049 3 (12) 0.333 3 (11) 0.382 3 (12)
문화유산 보전 0.005 4 (16) 0.111 4 (16) 0.116 4 (18)

환경

기후보호 0.202 1 ( 2) 0.889 1 ( 1) 1.091 1 ( 1)
대기오염 예방 0.186 2 ( 3) 0.889 1 ( 1) 1.075 2 ( 2)
소음공해 예방 0.077 3 ( 9) 0.444 4 ( 8) 0.521 4 ( 9)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0.011 5 (17) 0.111 5 (16) 0.122 5 (17)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0.071 4 (13) 0.556 3 ( 5) 0.627 3 ( 7)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0.011 1 (17) 0.222 1 (13) 0.233 1 (15)

주) ( )는 전체 순위

지금까지의분석 결과를토대로 교통ODA 선정기준 후보(안)을 <표 5-13>과 같이

도출하였다. 후보(안)으로는 2분화 코드 분석에서 케이스 퍼센트가 30% 이상인

경제적 측면 5개, 사회적 측면 3개, 환경적 측면 4개 총 12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5-13> 교통 ODA 선정기준 후보(안)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안)

경제적(Economic)

측면

․경제적 생산성 (Economic productivity)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에너지 효율성 (Energy efficiency)

․이용가능성 (Affordability)

․효율적 교통운영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사회적(Social)

측면

․형평성/공정성 (Equity/fairness)

․안전, 보안, 건강 (Safety, security and health)

․지역사회의 발전(Community development)

환경적(Environmental)

측면

․기후 보호 (Climate protection)

․대기오염 예방 (Prevent air pollution)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Openspace and biodiversity protection)

․소음공해 예방(Prevent nois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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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td. FGI를 통한 선정기준 보완 및 순위 보정

가. 선정기준 후보(안) 보완(전문가 대상 FGI 1라운드)

앞서 도출한 선정기준 후보(안) 보완을 위해 교통 및 타 분야 ODA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2020.5.7일 실시하였다. FGI

대상자들은 교통뿐만 아니라 SDGs 17개 목표 중에서 교통 분야가 직접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SDG 3(보건), SDG 7(에너지), SDG 9(인프라),

SDG 11(도시) 분야 전문가로서 ODA 전담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거

나 ODA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 5-14> 일반적 FGI와 본 연구와의 수행환경 비교

특성 일반적 환경 본 연구의 수행환경

그룹의 크기 6-12명 사이 6명

집단구성 동질적인 구성원 교통 ODA 관련 다분야 전문가

토의환경/면접장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회의실

토의시간 1-3 시간 2시간

토의 기록수단
녹음기 또는 비디오 카메라의

단독 또는 혼용 사용

기록 및 정량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전문가 FGI를 위해 질문 내용을 작성한 후 다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모의테스트를 하였다. 또한 모의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에 적합

하도록 질문 내용을 보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FGI 결과, 선정기준을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은

SDGs의 방향과 부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교통 ODA 선정기준 순위 설정을 위한 Meta 자료가 선진국 중심

으로 이루어진 연구 등에서 추출된 점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교통 전략

및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표 5-15>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교통사업 선정기준으로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선정기준 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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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측면의 접근성, 지역/국가 간 연결성 및 고용창

출을 추가 반영하였다. 사회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국제

기구 및 개발도상국 간 선정기준 항목이 같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5-15> 교통 ODA 선정기준 현황(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구분 선정기준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검토기관
(연구)수
(건)

해당여부

(건)

선정비율

(%)

검토기관
(연구)수
(건)

해당여부

(건)

선정비율

(%)

경제

경제적 생산성 6 4 66.7 13 12 92.3

경제발전 6 3 50.0 13 6 46.2

에너지 효율성 6 2 33.3 13 1 7.7

이용가능성/접근성 6 6 100.0 13 8 61.5

효율적 교통운영 6 1 16.7 13 4 30.8

1인당 자동차 주행거리 6 0 0.0 13 0 0.0

대중교통 접근성 6 0 0.0 13 0 0.0

평균 자동차 점유율 6 0 0.0 13 0 0.0

지역통합/도시집적 6 2 33.3 13 0 0.0

농촌개발 6 1 16.7 13 0 0.0

고용창출 6 1 16.7 13 2 15.4

도시교통 및 접경지역 연결성 6 2 33.3 13 2 15.4

회복력 6 1 16.7 13 0 0.0

인구밀도 8 0 0.0 8 0 0.0

사회

형평성/공정성 6 4 66.7 13 9 69.2

안전, 보안, 건강 6 5 83.3 13 10 76.9

지역사회의 발전 6 0 0.0 13 0 0.0

문화유산 보전 6 0 0.0 13 0 0.0

환경

기후보호 6 4 66.7 13 5 38.5

대기오염 예방 6 4 66.7 13 5 38.5

소음공해 예방 6 2 33.3 13 0 0.0

수질보호및수자원피해최소화 6 0 0.0 13 0 0.0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6 1 16.7 13 0 0.0

자원 효율성 6 1 16.7 13 0 0.0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6 0 0.0 13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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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안)

선정기준

▶

선정기준 보완(안)

Ⅰ. 경제적 측면 Economic Ⅰ. 경제적 측면 Economic

경제적 생산성 (Economic productivity) 경제적 생산성 (Economic productivity)

에너지 효율성 (Energy efficiency)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이용가능성 (Afford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에너지 효율성 (Energy efficiency)

효율적 교통운영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이용가능성 (Affordability) 지역/국가 간 연결성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효율적 교통운영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고용창출 (Employment)

Ⅱ. 사회적 측면 Social Ⅱ. 사회적 측면 Social

형평성/공정성 (Equity/fairness) 형평성/공정성 (Equity/fairness)

안전, 보안, 건강 (Safety, security and health)
안전, 보안, 건강 (Safety, security and health)

지역발전/사회통합
(Community development/social Inclusion)지역사회의 발전(Community development)

Ⅲ. 환경적 측면 Environmental Ⅲ. 환경적 측면 Environmental

기후 보호 (Climate protection) 기후 보호 (Climate protection)

대기오염 예방 (Prevent air pollution) 대기오염 예방 (Prevent air pollution)

소음공해 예방 (Prevent noise pollution) 소음공해 예방 (Prevent noise pollution)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Openspace and
biodiversity protection)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Openspace and
biodiversity protection)

나. 선정기준 보완(안) 순위 설정(교통 전문가 대상 FGI 2라운드)

앞서 각 분야별 전문가 FGI 1라운드를 통해 보완한 교통 ODA 선정기

준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교통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는 ODA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ODA 사

업의 기획, 심사, 평가 및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

였다. 특히 교통 ODA 범위는 육상, 항공, 해운 교통 등을 포함하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도로, 철도, 항공, 도시교통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 ODA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 2라운드에서는 선

정기준 보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기준 항목을 재보완하였다.

또한 FGI 3라운드에서는 재보완된 선정기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

종적으로 교통 ODA 선정기준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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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선정기준 보완(안)의 2분화 코드 분석 순위(FGI 2라운드)

구분 선정기준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전문가
4

전문가
5

전문가
6

케이스
퍼센트

순위

경제

경제적 생산성 1 1 1 1 0 1 83.3 2 ( 4)
에너지 효율성 0 0 1 1 0 1 50.0 6 (12)
이용가능성 1 0 0 1 0 1 50.0 6 (12)
접근성 0 1 1 1 1 1 83.3 2 ( 4)

효율적 교통운영 1 1 1 1 0 1 83.3 2 ( 4)
지역/접경지역 연결성 1 1 1 1 1 1 100.0 1 ( 1)

고용창출 0 1 1 1 0 1 66.7 5 (10)

사회
형평성/공정성 1 1 0 1 0 1 66.7 3 (10)

안전, 보안, 건강 1 1 1 1 1 1 100.0 1 ( 1)
지역사회의 발전/사회적 포용 1 1 1 1 0 1 83.3 2 ( 4)

환경

기후보호 1 1 1 1 1 0 83.3 2 ( 4)
대기오염 예방 1 1 1 1 1 1 100.0 1 ( 1)
소음공해 예방 1 1 0 1 1 1 83.3 2 ( 4)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1 0 0 1 1 0 50.0 4 (12)

주) ( )는 전체 순위

FGI 2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 보완(안)에 대한 2분화 코드

분석 결과, 전체 항목이 케이스 퍼센트 30% 이상으로 선정기준 항목으로

적정하였다. 다만 다음 단계인 AHP 분석을 고려하여 상위계층별 하위계층

요소들의 대칭성과 선정기준으로서의 적합성을 갖도록 최하위 순위인

에너지 효율성, 이용가능성,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은 효율적 교통운영, 이용가능성은 접근성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는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 결과는 <표 5-18>과 같다.

<표 5-18> FGI(2라운드)를 통한 선정기준 보완(안)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안)

경제적(Economic)

측면

경제적 생산성 (Economic productivity)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효율적교통운영및에너지효율성(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지역/국가 간 연결성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고용창출 (Employment)

사회적(Social)

측면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다양성)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교통안전 (Safety, security and health)

지역발전/사회통합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환경적(Environmental)

측면

기후변화 영향 완화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대기오염 예방 (Prevent air pollution)

소음공해 예방 (Prevent nois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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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기준 결정(교통 전문가 대상 FGI 3라운드)

<표 5-18>의 선정기준 보완(안)에 대하여 FGI(2라운드)와 동일한 교통

ODA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3라운드)를 실시하고, 경제적 측면 5개,

사회적 측면 3개, 환경적 측면 3개의 교통 ODA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측면의 경제발전은 Extd. Meta 분석 결과, 3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농촌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1라운드)

에서 경제적 생산성과 중복의 이유로 배제되었으나, 경제적 생산성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재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역

발전/사회통합은 사회적 측면의 요소임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사회적

포용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불어 환경적 측면의 인식제고와

교통시설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음공해

예방에 수질보호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표 5-19>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 결과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안)

경제적(Economic)

측면

경제적생산성 및경제발전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효율적교통운영및에너지효율성(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지역/국가 간 연결성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고용창출 (Employment)

사회적(Social)

측면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다양성)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교통안전 (Safety, security and health)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환경적(Environmental)

측면

기후변화 영향 완화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대기오염 예방 (Prevent air pollution)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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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P 가중치 산정

가. 의사결정 계층구조

1) 선정기준

앞서 도출된 교통 ODA 선정기준의 가중치 산정을 위해 AHP 계층구

조를 3개의 주 기준과 11개의 세부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주 기준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지역/

국가 간 연결성 및 고용창출을 세부기준으로 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형평성/공정성(교통체계의 다양성), 교통안전 및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완화, 대기오염 예방,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를 세부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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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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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설문 대상자

교통 ODA가 SDGs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 ODA 선정기준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교통 ODA 사업의 기획, 심사, 평가, 수행 등 참여경험이

있는 국내 관․산․학․연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문가 및 개

발도상국 교통 관련 부처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SDGs 달성 기여를 위해 국내외 보건, 교육, 농

촌종합개발, 기후환경, 도시 및 인권 분야의 ODA 전문가들을 설문대상

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국내외 총 33명으로

ODA 관련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3) AHP 일관성비율 검증

AHP 분석에서는 설문자료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설문의 오차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일관성비율(CR)을 산출한다. 일관성비율은 일반

적으로 0.1 이하일 때 판단의 일관성이 있고, 설문의 결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Saaty(1980)는 일관성비율로 0.1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0.2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허

용할 수 있는 평가라고 하였다.

설문결과 1계층과 2계층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일관성비율 평균

이 0.1 이하인 경우가 19개로 분석되었다. <표 5-20>은 일관성비율이

서로 다른 그룹 간 가중치를 비교한 것이다. 즉 일관성비율(CR) ≤ 0.1

그룹과 0.1 < 일관성비율(CR) ≤ 0.2 그룹의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그룹 간 가중치 평균의 차이가 최대 0.1076% 이

하이며, 상관계수도 1계층 0.9928, 2계층 0.765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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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일관성 비율이 다른 그룹 간 선정기준 가중치 비교

구분
CR 〈 0.1 0.1 ≤ CR 〈 0.2

차이　 상관계수*
개수 가중치 평균 개수 가중치 평균

Level 1 경제 16 0.6312 3 0.7295 -0.0983 0.9928

　 사회 　 0.1947 　 0.1907 0.0040 　

　 환경 　 0.1740 　 0.0798 0.0943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13 0.2298 6 0.1933 0.0365 0.7655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799 　 0.1829 -0.0030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1045 　 0.0679 0.0366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797 　 0.0880 -0.0083 　

　 고용창출 　 0.0695 　 0.0784 -0.0089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 다양성)
17 0.0578 2 0.0349 0.0228 　

　 교통안전 　 0.0893 　 0.1969 -0.1076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372 　 0.0459 -0.0088 　

　 기후변화 영향 완화 19 0.0489 0

　 대기오염 예방 　 0.0730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372 　

4) 가중치 산정

① 종합 분석 결과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

결과를 AIP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각 평가항목

가중치의 전체평균과 전문가 그룹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비교 및 분석하

였다.

19개 설문 결과로부터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1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계층은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교

통안전, 지역/국가 간 연결성, 고용창출, 대기오염 예방 순으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교통 ODA 사업을 선정할 때 경제적 측면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환경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되고 고려됨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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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교통 ODA 선정기준별 가중치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 가중치

1계층

경제 0.6547

사회 0.1824

환경 0.1629

2계층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204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753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975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843

고용창출 0.0772

형평성/공정성 0.0533

교통안전 0.0889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402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491

대기오염 예방 0.0739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399

② 각 그룹의 가중치 산정 결과

1계층 항목 가중치의 경우, 교통 및 국외 전문가 그룹은 경제, 환경,

사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교통, 국내, 선진국 및 개도국 전문가

그룹의 경우 경제, 사회, 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각 그룹 간 사회 및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계층 경제적 측면의 경우, 교통, 국외 및 개도국 전문가 그룹은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통, 국내 및

선진국 전문가 그룹은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은 모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교통안전, 형평성/공정성, 지역

발전/사회적 포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의 경우에도 모든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대기오염 예방, 기후변화 영향 완화,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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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교통 ODA 전문가 그룹의 선정기준별 가중치 산정 결과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 교통 비교통 국내 국외 선진국 개도국

1계층

경제 1 1 1 1 1 1

사회 3 2 2 3 2 2

환경 2 3 3 2 3 3

2계층

경제적생산성및경제발전 1 2 2 1 2 1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2 1 1 5 1 2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3 4 5 2 3 5

지역/국가 간 연결성 5 5 4 7 5 7

고용창출 4 7 8 3 8 4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 다양성)

9 8 7 10 7 9

교통안전 8 3 3 6 4 3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10 11 10 11 10 11

기후변화 영향 완화 7 9 9 8 9 8

대기오염 예방 6 6 6 4 6 6

소음공해예방및수질보호 11 10 11 9 11 10

교통 전문가 그룹만을 살펴보면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고용창출, 지역/국가 간

연결성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환경적 측면이 사회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3> 교통 전문가 그룹과 전체평균과의 차이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과의
차이

Level 1 경제 0.6701 0.1030 0.0233

　 사회 0.1603 0.0403 -0.0338

　 환경 0.1697 0.1119 0.0105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592 0.0921 0.0409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519 0.1275 -0.0290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945 0.0720 0.0016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822 0.0294 -0.0001

　 고용창출 0.0823 0.0893 0.0099

　 형평성/공정성(교통체계의 다양성) 0.0542 0.0274 -0.0012

　 교통안전 0.0596 0.0466 -0.0410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464 0.0286 0.0083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623 0.0340 0.0133

　 대기오염 예방 0.0639 0.0391 -0.0092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436 0.0714 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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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 및 타 분야 전문가 그룹은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교통안전, 지역/국가 간 연결성,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5-24> 국내 교통 및 타 분야 전문가 그룹과 전체평균과의 차이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과의
차이

Level 1 경제 0.6572 0.1142 0.0104

　 사회 0.2061 0.0790 0.0120

　 환경 0.1368 0.0933 -0.0224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005 0.1171 -0.0178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2301 0.1112 0.0492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811 0.0539 -0.0118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897 0.0359 0.0074

　 고용창출 0.0557 0.0521 -0.0166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 다양성)

0.0570 0.0285 0.0016

　 교통안전 0.1133 0.0876 0.0127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358 0.0239 -0.0023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430 0.0222 -0.0060

　 대기오염 예방 0.0677 0.0734 -0.0054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261 0.0225 -0.0111

<표 5-25> 개발도상국 전문가 그룹과 전체평균과의 차이

구분 교통 ODA 선정기준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과의
차이

Level 1 경제 0.6261 0.1039 -0.0207

　 사회 0.1943 0.0984 0.0003

　 환경 0.1796 0.1006 0.0205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268 0.0943 0.0085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436 0.0973 -0.0373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873 0.0687 -0.0056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762 0.0382 -0.0061

　 고용창출 0.0921 0.0885 0.0198

　 형평성/공정성(교통체계의 다양성) 0.0517 0.0287 -0.0037

　 교통안전 0.1063 0.1008 0.0058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363 0.0190 -0.0018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519 0.0382 0.0030

　 대기오염 예방 0.0793 0.0355 0.0062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484 0.0640 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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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 전문가 그룹별 가중치 차이 비교

교통 ODA 선정기준은 각 전문가 그룹별로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교통 및 비교통 전문가 그룹 간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교통 전문가 그룹이 교통 전문가 그룹에 비해

교통안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6> 교통 및 비교통 전문가 그룹별 분산분석표

평가항목 그룹 평균 표준
편차 t value P

value

Level 1
　
　
　
　
　

경제
교통 0.6701 0.1030 0.8813 0.3905

비교통 0.6258 0.1159 　

사회
교통 0.1603 0.0403 -2.0432 0.0619

비교통 0.2245 0.0899 　 　

환경
교통 0.1697 0.1119 0.4023 0.6928

비교통 0.1497 0.1038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교통 0.2592 0.0921 1.6510 0.1171

비교통 0.1815 0.1126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교통 0.1519 0.1275 -0.9920 0.3360

비교통 0.2069 0.1126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교통 0.0945 0.0720 0.0985 0.9228

비교통 0.0915 0.0576 　

지역/국가 간 연결성
교통 0.0822 0.0294 -0.0135 0.9894

비교통 0.0824 0.0416 　 　

고용창출
교통 0.0823 0.0893 0.5409 0.5977

비교통 0.0634 0.0577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 다양성)

교통 0.0542 0.0274 -0.1816 0.8580

비교통 0.0564 0.0262 　 　

교통안전
교통 0.0596 0.0466 -2.3701 0.0327**

비교통 0.1375 0.0915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교통 0.0464 0.0286 1.4793 0.1648

비교통 0.0306 0.0154 　 　

기후변화 영향 완화
교통 0.0623 0.0340 1.8543 0.0849

비교통 0.0369 0.0241 　

대기오염 예방
교통 0.0639 0.0391 -0.6159 0.5486

비교통 0.0813 0.0795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교통 0.0436 0.0714 0.4867 0.6369

비교통 0.0314 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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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국외 전문가 그룹 간에는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전문가 그룹이 국외 전문가

그룹에 비해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7> 국내 및 국외 전문가 그룹별 분산분석표

평가항목 그룹 평균 표준
편차 t value P value

Level 1
경제

국내 0.6572 0.1142 0.6213 0.5470

　 국외 0.6242 0.1041 　

　
사회

국내 0.2061 0.0790 1.0566 0.3133

　 국외 0.1681 0.0699 　 　

　
환경

국내 0.1368 0.0933 -1.2676 0.2406

　 국외 0.2077 0.1215 　 　

Level 2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국내 0.2005 0.1171 -1.2148 0.2445

　 국외 0.2569 0.0812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국내 0.2301 0.1112 4.3244 0.0005*

　 국외 0.0743 0.0457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국내 0.0811 0.0539 -1.0564 0.3259

　 국외 0.1185 0.0785 　

　
지역/국가 간 연결성

국내 0.0897 0.0359 1.4535 0.1740

　 국외 0.0663 0.0309 　 　

　
고용창출

국내 0.0557 0.0521 -1.1975 0.2763

　 국외 0.1083 0.1015 　

　 형평성/공정성
(교통체계의 다양성)

국내 0.0570 0.0285 0.4275 0.6760

　 국외 0.0519 0.0215 　 　

　
교통안전

국내 0.1133 0.0876 1.0925 0.2944

　 국외 0.0731 0.0676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국내 0.0358 0.0239 -0.6128 0.5537

　 국외 0.0430 0.0238 　 　

　
기후변화 영향 완화

국내 0.0430 0.0222 -0.9731 0.3681

　 국외 0.0618 0.0450 　

　
대기오염 예방

국내 0.0677 0.0734 -0.7127 0.4857

　 국외 0.0847 0.0308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국내 0.0261 0.0225 -1.0057 0.3607

　 국외 0.0611 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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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 결과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을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측면

5개, 사회적 측면 3개, 환경적 측면 3개의 세부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정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선정기준별 우선순위를 <표 5-28>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5-28>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가중치 순위

1계층

경제적 측면 0.6547 1 ( 1)

사회적 측면 0.1824 2 ( 2)

환경적 측면 0.1629 3 ( 3)

2계층

경제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204 1 ( 1)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753 2 ( 2)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975 3 ( 3)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843 4 ( 5)

고용창출 0.0772 5 ( 6)

사회

형평성/공정성 0.0533 2 ( 8)

교통안전 0.0889 1 ( 4)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402 3 (10)

환경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491 2 ( 9)

대기오염 예방 0.0739 1 ( 7)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0.0399 3 (11)

주)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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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

1. Extd. Meta 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순위 설정

가. Meta 중요도 순위 분석

성과지표는 교통 ODA 목표와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그 성과를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상호 연관적이어야 하며,

경제적이고 적절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달성 가능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목표 중에서 교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부 지표뿐만 아니라 국내외 ODA 기관 및 기구의

정책 자료 조사를 통해 경제적 측면 20개, 사회적 측면 9개, 환경적 측면

6개 총 35개의 성과지표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관 및 기구별

정책자료 내 성과지표가 언급된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부여하여 Meta

Matrix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비율은 식  


  



 
′

 
′

(여기서


′  경제 사회환경  ,  가중치 ,  순위)에 따라 계산하

여 순위를 산정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순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순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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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교통 ODA 성과지표의 Meta 중요도 분석 순위

구분 SDGs KOICA JICA WB ADB AfDB VTPI
SuM4
All 비율

중요도
순위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1 0.029 11 (25)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1 2 2 1 0.112 2 ( 6)
통행시간 절감 3 0.026 12 (26)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4 0.024 15 (29)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9 3 3 2 1 0.121 1 ( 5)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지역주민수(명)

2 5 1 4 0.103 3 (10)

차량운행비용 절감 5 0.023 16 (30)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6 0.022 17 (31)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3 1 0.055 7 (17)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6 2 1 0.077 4 (13)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1 3 0.055 7 (17)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6 0.022 17 (31)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2 7 0.047 10 (22)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3 0.026 12 (26)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4 2 0.052 9 (20)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8 0.019 20 (34)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4 5 4 0.072 5 (15)
물류성과지수(LPI) 5 6 2 0.072 5 (15)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7 4 0.026 12 (26)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7 0.020 19 (33)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1 1 2 2 3 0.252 2 ( 4)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3 3 0.086 4 (12)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2 1 0.104 3 ( 9)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3 0.043 8 (23)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2 4 1 1 1 1 0.307 1 ( 2)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1 0.055 6 (1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5 0.031 9 (24)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6 2 0.074 5 (14)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2 0.049 7 (21)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1 1 1 1 0.429 1 ( 1)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1 0.107 3 ( 7)

연간 PM 2.5 배출량(ug/㎥) 2 2 2 0.268 2 ( 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 0.107 3 ( 7)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2 0.089 5 (11)

주1) 기관/연구 별 중요도 순위(1, 2, 3․․․)에 따라 가중치(선정기준 항목 개수 순.

경제 20, 19, 18․․, 사회 9, 8, 7․․, 환경 6, 5, 4․․)를 부여하여 계산

주2) ( )는 전체 순위

나. 2분화 코드 순위 분석

교통 ODA 성과지표 항목을 변수로 가정하고 기관별 성과지표 항목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표 5-30>과 같이 2분화 코드

Matrix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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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교통 ODA 성과지표별 2분화 코드 Matrix

구분 SDGs KOICA JICA WB ADB AfDB VTPI
SuM4
All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 0 1 0 0 0 0 0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 1 1 1 1 0 0 0

통행시간 절감 0 0 1 0 0 0 0 0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 0 1 0 0 0 0 0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 0 1 0 1 1 1 1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지역주민수(명)

1 1 0 1 1 0 0 0

차량운행비용 절감 0 0 1 0 0 0 0 0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 1 0 0 0 0 0 0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 0 0 1 0 0 1 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 0 1 0 1 1 0 0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1 0 0 0 0 0 1 0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 0 0 1 0 0 0 0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0 1 0 0 1 0 0 0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0 1 0 0 0 0 0 0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 1 0 0 0 1 0 0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 0 1 0 0 0 0 0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 0 0 1 1 1 0 0

물류성과지수(LPI) 0 0 0 1 1 0 0 1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 1 0 0 0 0 1 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 0 1 0 0 0 0 0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1 1 0 1 0 0 1 1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 0 0 1 0 0 1 0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 1 1 0 0 0 0 0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 1 0 0 0 0 0 0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1 1 0 1 1 1 1 0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0 0 0 0 0 0 0 1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0 1 0 0 0 0 0 0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0 1 0 0 1 0 0 0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 0 0 0 0 0 0 1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 1 0 1 1 0 1 0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0 0 0 0 0 0 0 1

연간 PM 2.5 배출량(ug/㎥) 1 0 0 1 0 0 0 1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 0 0 0 0 0 0 0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 0 0 0 0 0 0 0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 0 0 0 1 0 0 0

열(raw) 방향 변수 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한 기관 및 기구 등

은 총 8개이며, 이 중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의 범주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항목을 갖는 유효 케이스 수는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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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케이스 요약

구분
케이스

유효 결측 합계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8 100.0% 0 0.0% 8 100.0%

이 중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 측면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을 갖는 기관 및 기구

수를 결측값을 제외한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은경제적 측면에서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순, 사회적 측면은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 환경적 측면은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2> 교통 ODA 성과지표 2분화 코드 분석 순위

성과지표
유효 케이스

퍼센트
순위 성과지표

유효 케이스
퍼센트

순위
N 퍼센트 N 퍼센트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1 1.4% 12.5% 11(18)교통사고사망자수(명/10만명당) 5 6.9%62.5% 2( 2)

교통수단별여객및화물통행량 4 5.6% 50.0% 2( 4)교통수단별사망자및부상자수(명) 2 2.8%25.0% 3(11)

통행시간 절감 1 1.4% 12.5% 11(18)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2 2.8%25.0% 3(11)

자연재해로인한통행제한감소(일/연) 1 1.4% 12.5% 11(18)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1 1.4%12.5% 6(18)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접근성지표(RAI)(%) 5 6.9% 62.5% 1( 2)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증가율(%) 6 8.3%75.0% 1( 1)

사계절이용가능한교통시설에서2km내
거주하는지방지역주민수(명)

4 5.6% 50.0% 2( 4)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km/million) 1 1.4%12.5% 6(18)

차량운행비용 절감 1 1.4% 12.5% 11(18)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1 1.4%12.5% 6(1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1 1.4% 12.5% 11(18)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2 2.8%25.0% 3(11)
교통 분야 지출 비중/평균 수입 내
교통비지출비중 2 2.8% 25.0% 7(11)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1 1.4%12.5% 6(18)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3 4.2% 37.5% 4( 7)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감소율(%) 4 5.6%50.0% 1( 4)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2 2.8% 25.0% 7(11)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인당 CO2 톤)

1 1.4%12.5% 3(18)

GDP단위(생산과소비) 당, 화석연료에대
한국가지출총액중화석연료보조금비율

1 1.4% 12.5% 11(18)연간 PM 2.5 배출량(ug/㎥) 3 4.2%37.5% 2( 7)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2 2.8% 25.0% 7(11)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1 1.4%12.5% 3(18)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
인/재원마련 여부

1 1.4% 12.5% 11(18)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 0.0% 0.0% 6(35)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재원마련여부 2 2.8% 12.5% 11(18)구축또는개선된저탄소인프라자산수 1 1.4%12.5% 3(18)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1 1.4% 12.5% 11(18)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3 4.2% 37.5% 4( 7)

물류성과지수(LPI) 3 4.2% 37.5% 4( 7)

지원대상구간내지․정체감소율(%) 2 2.8% 25.0% 7(11)

혼잡구간감소, 교차로에서대기시간감소 1 1.4% 12.5% 11(18) 합계 72 100.0% 900.0%

주)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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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Extd. Meta 분석에 의한 순위 설정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순,

사회적 측면은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 환경적 측면은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

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3> Extd. Meta 순위 (중요도 순위+2분화 코드 순위)

구분 성과지표
중요도 2분화 코드 Extd. Meta

비율 순위
케이스
퍼센트 순위 계 순위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9 11 (25) 0.125 11 (18) 0.154 12 (26)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112 2 ( 6) 0.500 2 ( 4) 0.612 2 ( 6)
통행시간 절감 0.026 12 (26) 0.125 11 (18) 0.151 13 (27)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24 15 (29) 0.125 11 (18) 0.149 15 (29)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121 1 ( 5) 0.625 1 ( 2) 0.746 1 ( 4)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지역 주민 수(명)

0.103 3 (10) 0.500 2 ( 4) 0.603 3 (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23 16 (30) 0.125 11 (18) 0.148 16 (30)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22 17 (31) 0.125 11 (18) 0.147 17 (31)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55 7 (17) 0.250 7 (11) 0.305 7 (14)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77 4 (13) 0.375 4 ( 7) 0.452 4 ( 8)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55 7 (17) 0.250 7 (11) 0.305 7 (14)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22 17 (31) 0.125 11 (18) 0.147 17 (31)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0.047 10 (22) 0.250 7 (11) 0.297 9 (16)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0.026 12 (26) 0.125 11 (18) 0.151 13 (27)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52 9 (20) 0.125 11 (18) 0.177 11 (22)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19 20 (34) 0.125 11 (18) 0.144 20 (34)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72 5 (15) 0.375 4 ( 7) 0.447 5 ( 9)
물류성과지수(LPI) 0.072 5 (15) 0.375 4 ( 7) 0.447 5 ( 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26 12 (26) 0.250 7 (11) 0.276 10 (17)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20 19 (33) 0.125 11 (18) 0.145 19 (33)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252 2 ( 4) 0.625 2 ( 2) 0.877 2 ( 3)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86 4 (12) 0.250 3 (11) 0.336 4 (12)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104 3 ( 9) 0.250 3 (11) 0.354 3 (11)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43 8 (23) 0.125 6 (18) 0.168 8 (24)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307 1 ( 2) 0.750 1 ( 1) 1.057 1 ( 1)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0.055 6 (17) 0.125 6 (18) 0.180 6 (21)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0.031 9 (24) 0.125 6 (18) 0.156 9 (25)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0.074 5 (14) 0.250 3 (11) 0.324 5 (13)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49 7 (21) 0.125 6 (18) 0.174 7 (23)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429 1 ( 1) 0.500 1 ( 4) 0.929 1 ( 2)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0.107 3 ( 7) 0.125 3 (18) 0.232 3 (18)
연간 PM 2.5 배출량(ug/㎥) 0.268 2 ( 3) 0.375 2 ( 7) 0.643 2 (10)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107 3 ( 7) 0.125 3 (18) 0.232 3 (18)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6 (35) 0.00 6 (35) 0.000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89 5 (11) 0.125 3 (18) 0.214 5 (20)

주)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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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td. FGI를 통한 성과지표 순위 보정

교통 ODA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FGI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 분석 순위를 산정한 결과는 <표 5-34>와 같다.

<표 5-34> FGI를 통한 성과지표별 중요도 분석 순위

구분 전문가1 전문가2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비율
중요도
순위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4 ( 5) 4 ( 6) 4 ( 7) 0.095 4 ( 9)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7 (10) 1 ( 1) 1 ( 1) 0.100 3 ( 8)
통행시간 절감 1 ( 1) 1 ( 1) 1 ( 1) 3 ( 6) 5 ( 7) 0.175 1 (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00 17 (26)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3 ( 3) 0.033 11 (20)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지역주민수(명)

3 ( 3) 0.033 11 (20)

차량운행비용 절감 2 ( 2) 0.035 8 (17)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5 ( 7) 2 ( 3) 7 (10) 0.091 5 (10)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5 ( 8) 0.030 13 (22)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3 ( 4) 5 (10) 6 (10) 4 ( 6) 0.123 2 ( 7)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2 ( 4) 0.035 8 (17)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0 17 (26)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5 ( 6) 3 ( 5) 0.063 7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4 ( 4) 2 ( 2) 0.067 6 (14)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6 ( 9) 0.028 14 (23)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0 17 (26)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6 ( 8) 0.028 14 (23)

물류성과지수(LPI) 0.000 17 (26)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2 ( 2) 0.035 8 (17)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6 ( 8) 0.028 14 (23)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4 ( 9) 0.057 7 (16)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1 ( 2) 3 ( 8) 1 ( 2) 1 ( 4) 0.324 1 ( 2)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1 ( 3) 0.086 4 (11)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2 ( 9) 0.076 6 (13)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2 ( 8) 2 ( 4) 2 ( 9) 0.229 2 ( 3)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0.000 8 (26)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2 ( 7) 3 ( 9) 0.143 3 ( 6)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1 ( 5) 0.086 4 (11)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00 8 (26)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1 ( 7) 2 (10) 1 ( 6) 1 ( 5) 1 ( 5) 0.829 1 ( 1)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1 ( 3) 0.171 2 ( 5)
연간 PM 2.5 배출량(ug/㎥) 0.000 3 (26)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00 3 (26)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3 (26)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00 3 (26)

주1) Matrix 입력값은 전문가 FGI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전문가별 중요도 순위를

설정함. 정리․분석이 어려운 전문가 의견의 경우, 별도 의견 수렴함

주2)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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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Extd. Meta 분석에 의한 순위에 전문가 FGI를 통한 중요도

순위를 반영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순으로, 사회적 측면은 대중

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으로, 환경적 측면은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5> Extd. FGI를 통한 성과지표 순위 보정

구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순위 보정
(1차)

FGI
중요도
순위

순위 보정
(2차)

순위 순위 합계 순위 비율 합계 순위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11 (25) 11 (18) 0.154 12 (26) 0.095 0.249 12 (21)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2 ( 6) 2 ( 4) 0.612 2 ( 6) 0.100 0.712 2 ( 5)
통행시간 절감 12 (26) 11 (18) 0.151 13 (27) 0.175 0.326 10 (18)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15 (29) 11 (18) 0.149 15 (29) 0.000 0.149 18 (32)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1 ( 5) 1 ( 2) 0.746 1 ( 4) 0.033 0.779 1 ( 4)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지역주민수(명)

3 (10) 2 ( 4) 0.603 3 ( 7) 0.033 0.636 3 ( 8)

차량운행비용 절감 16 (30) 11 (18) 0.148 16 (30) 0.035 0.183 16 (2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17 (31) 11 (18) 0.147 17 (31) 0.091 0.238 13 (23)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7 (17) 7 (11) 0.305 7 (14) 0.030 0.335 9 (17)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4 (13) 4 ( 7) 0.452 4 ( 8) 0.123 0.575 4 ( 9)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7 (17) 7 (11) 0.305 7 (14) 0.035 0.340 8 (16)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
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17 (31) 11 (18) 0.147 17 (31) 0.000 0.147 19 (33)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10 (22) 7 (11) 0.297 9 (16) 0.063 0.360 7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 여부 12 (26) 11 (18) 0.151 13 (27) 0.067 0.218 14 (2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9 (20) 11 (18) 0.177 11 (22) 0.028 0.205 15 (27)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20 (34) 11 (18) 0.144 20 (34) 0.000 0.144 20 (34)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5 (15) 4 ( 7) 0.447 5 ( 9) 0.028 0.475 5 (10)
물류성과지수(LPI) 5 (15) 4 ( 7) 0.447 5 ( 9) 0.000 0.447 6 (11)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12 (26) 7 (11) 0.276 10 (17) 0.035 0.311 11 (19)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19 (33) 11 (18) 0.145 19 (33) 0.028 0.173 17 (31)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2 ( 4) 2 ( 2) 0.877 2 ( 3) 0.057 0.934 2 ( 3)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4 (12) 3 (11) 0.336 4 (12) 0.324 0.660 3 ( 6)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3 ( 9) 3 (11) 0.354 3 (11) 0.086 0.440 4 (12)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8 (23) 6 (18) 0.168 8 (24) 0.076 0.244 7 (22)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1 ( 2) 1 ( 1) 1.057 1 ( 1) 0.229 1.286 1 ( 2)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6 (17) 6 (18) 0.180 6 (21) 0.000 0.180 8 (29)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9 (24) 6 (18) 0.156 9 (25) 0.143 0.299 6 (20)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5 (14) 3 (11) 0.324 5 (13) 0.086 0.410 5 (13)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7 (21) 6 (18) 0.174 7 (23) 0.000 0.174 9 (30)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1 ( 1) 1 ( 4) 0.929 1 ( 2) 0.829 1.758 1 ( 1)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3 ( 7) 3 (18) 0.232 3 (18) 0.171 0.403 3 (14)
연간 PM 2.5 배출량(ug/㎥) 2 ( 3) 2 ( 7) 0.643 2 (10) 0.000 0.643 2 ( 7)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 ( 7) 3 (18) 0.232 3 (18) 0.000 0.232 4 (2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6 (35) 6 (35) 0.000 6 (35) 0.000 0.000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5 (11) 3 (18) 0.214 5 (20) 0.000 0.214 5 (26)

주)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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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d. AHP를 통한 성과지표 순위 보정

성과지표 순위를 보정하기 위해 선정기준별 AHP 가중치를 활용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AHP 가중치 보정 값을 산정하였다. 보정 값

산정은 선정기준:성과지표 = 1:다수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교통

ODA 선정기준의 1계층인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중치를 라하고,

에 속하는 n개의 성과지표를 각각  ∙∙∙이라고 할 때, 각

성과지표의 누적빈도 수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가중치 에 속

하는 모든 성과지표의 총 빈도수 N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가중치가 반영된 각 성과지표의 중요도는 식   

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5-36> 교통 ODA 성과지표별 AHP 가중치 보정 값(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연평균일교통량(차량수/일) 0.05 0.6547 1 0.033

교통수단별 여객및화물통행량 0.05 0.6547 4 0.131

통행시간절감 0.05 0.6547 1 0.033

자연재해로 인한통행제한 감소(일/연) 0.05 0.6547 1 0.033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지방접근성지표(RAI)(%) 0.05 0.6547 5 0.164

사계절이용 가능한교통시설에서 2km 내거주하는 지방지역주민 수(명) 0.05 0.6547 4 0.131

차량운행비용절감 0.05 0.6547 1 0.033

교통서비스 이용만족도(0-100) 0.05 0.6547 1 0.033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5 0.6547 2 0.065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 0.6547 3 0.098

에너지효율성개선율 0.05 0.6547 2 0.065

GDP단위(생산과소비) 당, 화석연료에대한국가지출총액중화석연료보조금비율 0.05 0.6547 1 0.033

제도․계획 등의정부/기관 정책내반영여부 0.05 0.6547 2 0.065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 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5 0.6547 1 0.033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 재원마련여부 0.05 0.6547 2 0.065

버스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5 0.6547 1 0.033

연결성지수(connectivity index) 0.05 0.6547 3 0.098

물류성과지수(LPI) 0.05 0.6547 3 0.098

지원대상구간내지․정체 감소율(%) 0.05 0.6547 2 0.065

혼잡구간감소, 교차로에서대기시간 감소 0.05 0.6547 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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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성과지표의 AHP 가중치 보정 값을 산정한 결과,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지방 접근성 지표(RAI)(%),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물류성과지수(LP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

회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

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7> 교통 ODA 성과지표별 AHP 가중치 보정 값(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111 0.1824 5 0.101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111 0.1824 2 0.041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111 0.1824 2 0.041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111 0.1824 1 0.020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0.111 0.1824 6 0.122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111 0.1824 1 0.020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0.111 0.1824 1 0.020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0.111 0.1824 2 0.041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111 0.1824 1 0.020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8> 교통 ODA 성과지표별 AHP 가중치 보정 값(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167 0.1629 4 0.109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0.167 0.1629 1 0.027

연간 PM 2.5 배출량(ug/㎥) 0.167 0.1629 3 0.081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167 0.1629 1 0.027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167 0.1629 0 0.000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167 0.1629 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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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는 <표 5-39>와 같다. 분석 결과

성과지표는 명확성, 상호연관성, 측정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 가능

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영향(impact) 수준보다는 수혜자 수 기반의

지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39>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

구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순위
보정
(1차)

순위 보정
(2차) AHP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순위 순위 순위 합계 순위 보정값 계 순위

경제
(20)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11 (25) 11 (18) 12 (26) 0.249 12 (21) 0.033 0.282 12 (21)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2 ( 6) 2 ( 4) 2 ( 6) 0.712 2 ( 5) 0.131 0.843 2 ( 5)
통행시간 절감 12 (26) 11 (18) 13 (27) 0.326 10 (18) 0.033 0.359 11 (19)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15 (29) 11 (18) 15 (29) 0.149 18 (32) 0.033 0.182 18 (32)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1 ( 5) 1 ( 2) 1 ( 4) 0.779 1 ( 4) 0.164 0.943 1 ( 4)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3 (10) 2 ( 4) 3 ( 7) 0.636 3 ( 8) 0.131 0.767 3 ( 6)

차량운행비용 절감 16 (30) 11 (18) 16 (30) 0.183 16 (28) 0.033 0.216 16 (2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17 (31) 11 (18) 17 (31) 0.238 13 (23) 0.033 0.271 13 (22)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7 (17) 7 (11) 7 (14) 0.335 9 (17) 0.065 0.400 9 (17)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4 (13) 4 ( 7) 4 ( 8) 0.575 4 ( 9) 0.098 0.673 4 ( 9)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7 (17) 7 (11) 7 (14) 0.340 8 (16) 0.065 0.405 8 (16)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17 (31) 11 (18) 17 (31) 0.147 19 (33) 0.033 0.180 19 (33)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10 (22) 7 (11) 9 (16) 0.360 7 (15) 0.065 0.425 7 (15)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12 (26) 11 (18) 13 (27) 0.218 14 (25) 0.033 0.251 15 (26)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9 (20) 11 (18) 11 (22) 0.205 15 (27) 0.065 0.270 14 (23)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20 (34) 11 (18) 20 (34) 0.144 20 (34) 0.033 0.177 20 (34)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5 (15) 4 ( 7) 5 ( 9) 0.475 5 (10) 0.098 0.573 5 (10)
물류성과지수(LPI) 5 (15) 4 ( 7) 5 ( 9) 0.447 6 (11) 0.098 0.545 6 (11)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12 (26) 7 (11) 10 (17) 0.311 11 (19) 0.065 0.376 10 (18)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19 (33) 11 (18) 19 (33) 0.173 17 (31) 0.033 0.206 17 (29)

사회
(9)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2 ( 4) 2 ( 2) 2 ( 3) 0.934 2 ( 3) 0.101 1.035 2 ( 3)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4 (12) 3 (11) 4 (12) 0.660 3 ( 6) 0.041 0.701 3 ( 8)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3 ( 9) 3 (11) 3 (11) 0.440 4 (12) 0.041 0.481 4 (12)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8 (23) 6 (18) 8 (24) 0.244 7 (22) 0.020 0.264 7 (24)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1 ( 2) 1 ( 1) 1 ( 1) 1.286 1 ( 2) 0.122 1.408 1 ( 2)
주민대비대중교통수준 (km/million) 6 (17) 6 (18) 6 (21) 0.180 8 (29) 0.020 0.200 8 (30)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9 (24) 6 (18) 9 (25) 0.299 6 (20) 0.020 0.319 6 (20)
제도․계획 등의 정부/기관 정책 내 반영 여부 5 (14) 3 (11) 5 (13) 0.410 5 (13) 0.041 0.451 5 (13)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7 (21) 6 (18) 7 (23) 0.174 9 (30) 0.020 0.194 9 (31)

환경
(6)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1 ( 1) 1 ( 4) 1 ( 2) 1.758 1 ( 1) 0.109 1.867 1 ( 1)
인당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당 CO2 톤) 3 ( 7) 3 (18) 3 (18) 0.403 3 (14) 0.027 0.430 3 (14)
연간 PM 2.5 배출량(ug/㎥) 2 ( 3) 2 ( 7) 2 (10) 0.643 2 ( 7) 0.081 0.724 2 ( 7)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 ( 7) 3 (18) 3 (18) 0.232 4 (24) 0.027 0.259 4 (25)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6 (35) 6 (35) 6 (35) 0.000 6 (35) 0.000 0.000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5 (11) 3 (18) 5 (20) 0.214 5 (26) 0.027 0.241 5 (27)

주) ( )는 전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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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 제고를 위한 기관별 ODA 지원 현황 분석 결과

가. Extd. Meta 분석을 통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교통 ODA 기관 간 사업 단계별 연계․융합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교통 ODA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내의 교통 ODA 기관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교통 ODA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토교통부의 ODA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

ODA 사업을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관별․단계별 ODA 지원 실적

(건수 및 규모)을 토대로 Matrix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식

 


  



 
′

 
′

(여기서 
′ 건수 및 규모)을 이용하여 기관별․단계별 중요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EDCF)에서 위탁

집행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EDCF는 유상차관 지원사업 중에서

자금지출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토교통부는 대외무상협력

(ODA) 사업 현황을 활용하였다. 사업 현황은 최근 6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등에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간의 ODA 지원 현황

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부처/기관별로 ODA 목적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지향

하고자 하는 개발협력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는 지속가능교통 ODA 실현을 위하여 그간의 지원 현황을 기반으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데 더 큰 의의를 둔다.

이처럼 최근 6년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정책컨설팅, 국토교통부와 KOICA는 사업 기획

(M/P, Pre-F/S)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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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0> 기관별․사업 단계별 실적(건수, 2016-2020) 기반의 중요도

(단위: 건)

구분 기재부 국토부 KOICA EDCF

정책컨설팅
22

(0.227)
1

(0.010)

사업 기획(M/P, Pre-F/S)
8

(0.082)
13

(0.134)
6

(0.062)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5

(0.052)
10

(0.103)

시범사업
7

(0.072)
5

(0.052)

건설 및 운영관리
16

(0.165)

역량 강화
4

(0.041)

주1) Matrix 입력값은 기관별 지원 실적이며, ( )는 실적 기반의 중요도 분석값임

주2) 2015-2020년 간 기관별 실적(건수) 적용. EDCF는 자금지출 사업을 대상으로 함

규모를 기반으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정책컨설팅,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KOICA는 사업기획(M/P, Pre-F/S)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의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기관별․사업 단계별 규모(2016-2020) 기반의 중요도

(단위: 억 원)

구분 기재부 국토부 KOICA EDCF

정책컨설팅
66

(0.004)
55

(0.003)

사업 기획(M/P, Pre-F/S)
24

(0.001)
108

(0.006)
236

(0.013)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234

(0.012)
100

(0.005)

시범사업
407

(0.022)
215

(0.011)

건설 및 운영관리
17,198
(0.912)

역량 강화
214

(0.011)

주1) Matrix 입력값은 기관별 지원 규모이며, ( )는 규모 기반의 중요도 분석값임

주2) 2015-2020년 간 기관별 사업 규모(예산) 적용. 여기서 기재부 KSP 사업은 (3억 원/건),

EDCF 타당성조사는 (10억 원/건)으로 가정하여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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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관별․사업 단계별 지원 실적(건수 및 규모)을 기반으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정책컨설팅, 국토교통부와 KOICA는 사업기획(M/P,

Pre-F/S)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기관별․사업 단계별 실적(건수, 규모) 기반의 중요도

구분
중요도 비중

(건수)
중요도 비중

(규모)
중요도 비중

(계)
기 국 K E 기 국 K E 기 국 K E

정책컨설팅 0.227 0.010 0.004 0.003 0.231 　 0.013 　

사업 기획(M/P, Pre-F/S) 0.082 0.134 0.062 0.001 0.006 0.013 0.083 0.140 0.075 　

타당성조사(F/S) 및설계 0.052 0.103 0.012 0.005 　 　 0.064 0.108

시범사업 0.072 0.052 0.022 0.011 　 0.094 0.063 　

건설 및 운영관리 0.165 0.912 　 　 　 1.077

역량 강화 0.041 0.011 　 　 0.052 　

주) 기: 기획재정부, 국: 국토교통부, K: KOICA, E: EDCF

다음으로 사업 단계를 변수로 가정하고 기관별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의 값을 입력하여 <표 5-43>과 같이 2분화 코드 Matrix를

구축하였다.

<표 5-43> 교통 ODA 사업 단계별 2분화 코드 Matrix

구분
기재부
(KSP)

국토부
(ODA)

KOICA EDCF

정책컨설팅 1 0 1 0

사업 기획(M/P, Pre-F/S) 1 1 1 0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0 0 1 1

시범사업 0 1 1 0

건설 및 운영관리 0 0 0 1

역량 강화 0 0 1 0

열(raw) 방향 변수 군 즉 교통 ODA를 지원하는 국내 기관은 총 4개

이며, 단계별 지원 실적이 있는 유효 기관 또한 4개이다. 여기서 교통

ODA 사업 단계별 지원 실적이 있는 기관별 유효 케이스로 나눈 비율은

<표 5-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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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사업 단계별 2분화 코드 분석 결과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OICA EDCF
정책컨설팅 2 18.18% 0.25 0 0.25 0
사업 기획(M/P, Pre-F/S) 3 27.27% 0.25 0.25 0.25 0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2 18.18% 0 0 0.25 0.25
시범사업 2 18.18% 0 0.25 0.25 0
건설 및 운영관리 1 9.09% 0 0 0 0.25
역량 강화 1 9.09% 0 0 0.25 0

합계 11 100.0%

이상과 같이 Extd. Meta 분석 즉 중요도 분석과 2분화 코드 분석을

이용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분석 결과, 기획재정부는 정책컨설팅,

국토교통부와 KOICA는 사업기획(M/P, Pre-F/S)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5> Extd. Meta 중요도 (중요도(건수+규모)+2분화 코드 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분석 결과
(건수+규모)

2분화 코드 분석 결과 Extd. Meta 분석 결과

기 국 K E 기 국 K E 기 국 K E

정책컨설팅 0.231 　 0.013 　 0.25 0.25 0.481
(0.591)

0.263
(0.173)

사업 기획(M/P, Pre-F/S) 0.083 0.140 0.075 　 0.25 0.25 0.25
0.333

(0.409)
0.390

(0.531)
0.325

(0.214)

타당성조사(F/S) 및설계 　 　 0.064 0.108 0.25 0.25 0.314
(0.207)

0.358
(0.212)

시범사업 　 0.094 0.063 　 0.25 0.25
0.344

(0.469)
0.313

(0.206)

건설 및 운영관리 　 　 　 1.077 0.25 1.327
(0.788)

역량 강화 　 　 0.052 　 0.25
0.302

(0.199)

주1) 기: 기획재정부, 국: 국토교통부, K: KOICA, E: EDCF

주2) ( ) 백분율

나. Extd. FGI를 통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Extd. FGI를 통한 교통 ODA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 ODA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통 ODA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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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의 경우 정책컨설팅, 사업기획,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사업기획,

KOICA는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

관리, 타당성조사 및 설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6> Extd. FGI를 통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교통 ODA 지원 단계
기재부
(KSP)

국토부
(ODA)

KOICA EDCF

정책컨설팅
0.080

(0.360)
0.050

(0.190)
0.033

(0.117)
0.017

(0.072)

사업 기획(M/P, Pre-F/S)
0.064

(0.288)
0.055

(0.209)
0.072

(0.255)
0.044

(0.186)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0.019

(0.086)
0.047

(0.179)
0.064

(0.227)
0.064

(0.271)

시범사업
0.003

(0.014)
0.061

(0.232)
0.047

(0.167)
0.028

(0.119)

건설 및 운영관리
0.006

(0.027)
0.025

(0.095)
0.008

(0.028)
0.072

(0.305)

역량 강화
0.050

(0.225)
0.025

(0.095)
0.058

(0.206)
0.011

(0.047)

주) ( ) 백분율

이상과 같이 Extd. Meta 분석 결과를 Extd. FGI 결과로 보정한 결과,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는 기획재정부는 정책컨설팅, 사업기획, 국토

교통부는 사업기획, 시범사업, KOICA는 사업기획, 타당성조사 및 설계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 타당성조사 및 설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7> Extd. Meta 및 FGI를 통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구분
Extd. Meta 분석 결과 Extd. FGI 분석 결과 Extd. Meta + Extd. FGI

기 국 K E 기 국 K E 기 국 K E

정책컨설팅 0.481 0.263 0.080 0.050 0.033 0.017 0.561 0.050 0.296 0.017

사업 기획(M/P, Pre-F/S) 0.333 0.390 0.325 0.064 0.055 0.072 0.044 0.397 0.445 0.397 0.044

타당성조사(F/S) 및설계 0.314 0.358 0.019 0.047 0.064 0.064 0.019 0.047 0.378 0.422

시범사업 0.344 0.313 0.003 0.061 0.047 0.028 0.003 0.405 0.360 0.028

건설 및 운영관리 1.327 0.006 0.025 0.008 0.072 0.006 0.025 0.008 1.399

역량 강화 0.302 0.050 0.025 0.058 0.011 0.050 0.025 0.360 0.011

주) 기: 기획재정부, 국: 국토교통부, K: KOICA, E: 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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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td. AHP를 통한 교통 ODA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교통 ODA 선정기준별 AHP 가중치를 활용하여 기관별․사업 단계별

가중치 보정 값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가중치 보정 값은 선정기준:사업

단계 = 1:다수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즉 교통 ODA 선정기준의 1계층

인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중치를 라하고, 에 속하는 n 개의

사업 단계를 각각  ∙∙∙이라고 할 때, 각 사업 단계의 누적빈도

수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가중치 에 속하는 모든 사업 단계의

총 빈도수(N)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가중치가 반영된

각 사업 단계의 중요도는 식   

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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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8> 교통 ODA 단계별․기관별 AHP 가중치 보정 값

구분
지속가능교통 1계층
해당 여부 및 빈도수 


  

정책컨설팅

기재부

경제 7 0.304 0.6547 7 1.395
사회 14 0.609 0.1824 14 1.554

환경 1 0.043 0.1629 1 0.007

국토부

경제 　 0.000 0.6547 　 0.000

사회 　 0.000 0.1824 　 0.000
환경 　 0.000 0.1629 　 0.000

KOICA

경제 1 0.043 0.6547 1 0.028

사회 　 0.000 0.1824 　 0.000

환경 　 0.000 0.1629 　 0.000

사업
기획(M/P,
Pre-F/S)

기재부

경제 5 0.200 0.6547 5 0.655

사회 3 0.120 0.1824 3 0.066

환경 　 0.000 0.1629 　 0.000

국토부

경제 5 0.200 0.6547 5 0.655
사회 7 0.280 0.1824 7 0.358

환경 1 0.040 0.1629 1 0.007

KOICA

경제 1 0.040 0.6547 1 0.026

사회 5 0.200 0.1824 5 0.182
환경 　 0.000 0.1629 　 0.000

사업
타당성조사(F/S)

및 설계

국토부

경제 　 0.000 0.6547 　 0.000

사회 　 0.000 0.1824 　 0.000

환경 　 0.000 0.1629 　 0.000

KOICA

경제 3 0.107 0.6547 3 0.210

사회 2 0.071 0.1824 2 0.026

환경 　 0.000 0.1629 　 0.000

EDCF

경제 10 0.357 0.6547 10 2.338
사회 　 0.000 0.1824 　 0.000

환경 　 0.000 0.1629 　 0.000

시범사업

국토부

경제 2 0.167 0.6547 2 0.218

사회 5 0.417 0.1824 5 0.380
환경 　 0.000 0.1629 　 0.000

KOICA

경제 2 0.167 0.6547 2 0.218

사회 3 0.250 0.1824 3 0.137

환경 　 0.000 0.1629 　 0.000

건설 및
운영관리

KOICA

경제 　 0.000 0.6547 　 0.000

사회 　 0.000 0.1824 　 0.000

환경 　 0.000 0.1629 　 0.000

EDCF

경제 15 0.375 0.6547 15 3.683
사회 1 0.025 0.1824 1 0.005

환경 　 0.000 0.1629 　 0.000

역량 강화 KOICA

경제 3 0.075 0.6547 3 0.147

사회 1 0.025 0.1824 1 0.005
환경 0 0.000 0.1629 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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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현황 기반의 교통 ODA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 분 석결과

이상과 같이 Extd. Meta 분석 및 FGI를 통한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

도에 AHP 가중치 보정 값을 반영한 결과, 기관별․사업 단계별 중요도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정책컨설팅, 사업기획, 국토교통부는 사업기획, 시범사업,

KOICA는 타당성조사 및 설계, 시범사업 그리고 EDCF는 건설 및 운영관리,

타당성조사 및 설계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5-49> 기관별․사업 단계별 Extd. Meta, FGI 및 AHP 분석 결과

구분
Extd. Meta + FGI AHP 가중치 보정 값 기관별․단계별 중요도

기 국 K E 기 국 K E 기 국 K E

정책컨설팅 0.561 0.050 0.296 0.017 0.804 　 0.023 　
1.365

(0.670)

0.050

(0.025)

0.319

(0.114)

0.017

(0.006)

사업 기획(M/P, Pre-F/S) 0.397 0.445 0.397 0.044 0.196 0.630 0.075 　
0.593

(0.291)

1.075

(0.538)

0.472

(0.169)

0.044

(0.015)

타당성조사(F/S) 및설계 0.019 0.047 0.378 0.422 　 　 0.485 0.324
0.019

(0.009)

0.047

(0.024)

0.863

(0.308)

0.746

(0.255)

시범사업 0.003 0.405 0.360 0.028 　 0.370 0.291 　
0.003

(0.001)

0.775

(0.388)

0.651

(0.233)

0.028

(0.010)

건설 및 운영관리 0.006 0.025 0.008 1.399 　 　 　 0.676
0.006

(0.003)

0.025

(0.013)

0.008

(0.003)

2.075

(0.710)

역량 강화 0.050 0.025 0.360 0.011 　 　 0.125 　
0.050

(0.025)

0.025

(0.013)

0.485

(0.173)

0.011

(0.004)

주1) 기: 기획재정부, 국: 국토교통부, K: KOICA, E: EDCF

주2) ( ) 백분율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구조로 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한국 ODA에 대한 최상위 정책기구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는 ODA 주관기관으로서 ODA 수립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집행은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교통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무상,

유상 교통 ODA를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등 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 간

사업의 중복 또는 유사성으로 인한 지원의 비효율성, 국내 ODA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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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에 따른 협력대상국의 행정부담 가중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저

하되지 않도록 기관 간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즉 기관별․사업 단계

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선택과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기관별․

사업 단계별 목적 및 특성뿐만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니즈를 고려하여 효

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국내 교통 ODA 기관별 지원 실적을

기반으로 계량적 Hybrid 기법을 적용하여 기관별․사업 단계별 현황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활용하여

정책컨설팅 및 사업기획(M/P, Pre-F/S), 국토교통부는 ODA 사업으로 사업

기획(M/P, Pre-F/S) 및 시범사업, KOICA는 ODA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설계와 시범사업 그리고 EDCF는 유상차관 사업으로 교통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와 타당성조사 및 설계 단계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관별로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일부는 연구자가 가정

하여 추산한 부분도 있다. 또한 그간의 ODA 지원 현황 자료만을 활용

하였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결과는 향후 기관별로 지향하고자

하는 개발협력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협력대상국과 교통 분야의 정책컨설팅, 사업 기획(M/P, Pre-F/S),

타당성조사(F/S) 및 시범사업 등을 위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발전 경험 및 기술 등을 전수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 자립기반을 제

공하고, 무․유상 연계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협력대

상국은 경제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교통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차관 등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와 같은 협력 산출물을 필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은 우리 ODA 사업의 가시성(visibility)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사업의 효과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협력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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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검증을 위한 민감도 분석

순위 결정 시 1순위에 또는 항목별로 몇 배의 가중치를 주는가의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만 연구자는 몇 배의 가중치를

부여했는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간 또는

항목별 거리가 등간격인 3-2-1 코딩이나 2-1-0의 코딩을 추천한다고 하

였다(허순영 외(2008)).

1.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교통 ODA 목표 분석 결과를 검증해보기 위해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①중요도 분석 비율, ②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③AHP 가중치 보정 값에 대하여 에서 α=3(50.0%),

2(33.3%), 1(16.7%)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 5-50>과 같이 6가지의

Case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 5-50> 민감도 분석 Case별 가중치

구분
가중치

50% 33.3% 16.7%

Case 1 ① 중요도 분석 비율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Case 2 ① 중요도 분석 비율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Case 3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① 중요도 분석 비율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Case 4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① 중요도 분석 비율

Case 5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① 중요도 분석 비율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Case 6 ③ AHP 가중치 보정 값 ② 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① 중요도 분석 비율

Case 1, 2, 3, 5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교통 ODA 목표는

지속가능교통, 이동성, 교통접근성, 교통안전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 4, 6도 5순위 내 변화는

없으며, 하위 순위 1-2개 항목의 작은 변화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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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11은 교통 ODA 목표 항목임

[그림 5-2] 교통 ODA 목표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 분석 결과

<표 5-51> Case 1(①:②:③=50.0:33.3:16.7)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보
정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50.0%

0.112 0.571

33.3%

0.190 0.364

16.7%

0.061 0.363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28 0.143 0.048 0.015 0.003 0.078 10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49 0.286 0.095 0.030 0.005 0.149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44 0.286 0.095 0.033 0.006 0.144 6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26 0.143 0.048 0.017 0.003 0.076 11 11
6. 이동성 0.102 0.051 0.286 0.095 0.119 0.020 0.166 2 2
7. 교통안전 0.102 0.051 0.286 0.095 0.033 0.006 0.152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26 0.143 0.048 0.060 0.010 0.083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51 0.286 0.095 0.119 0.020 0.166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26 0.143 0.048 0.060 0.010 0.083 8 8
11. 친환경성 0.077 0.039 0.286 0.095 0.030 0.005 0.139 7 7

<표 5-52> Case 2(①:②:③=50.0:16.7:33.3)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보
정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50.0%

0.112 0.571

16.7%

0.095 0.364

33.3%

0.121 0.329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28 0.143 0.024 0.015 0.005 0.057 10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49 0.286 0.048 0.030 0.010 0.106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44 0.286 0.048 0.033 0.011 0.102 6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26 0.143 0.024 0.017 0.006 0.055 11 11
6. 이동성 0.102 0.051 0.286 0.048 0.119 0.040 0.138 2 2
7. 교통안전 0.102 0.051 0.286 0.048 0.033 0.011 0.110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26 0.143 0.024 0.060 0.020 0.069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51 0.286 0.048 0.119 0.040 0.138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26 0.143 0.024 0.060 0.020 0.069 8 8
11. 친환경성 0.077 0.039 0.286 0.048 0.030 0.010 0.096 7 7



- 132 -

<표 5-53> Case 3(①:②:③=33.3:50.0:16.7)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보
정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33.3%

0.075 0.571

50.0%

0.286 0.364

16.7%

0.061 0.421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19 0.143 0.072 0.015 0.003 0.093 10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32 0.286 0.143 0.030 0.005 0.180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29 0.286 0.143 0.033 0.006 0.177 6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17 0.143 0.072 0.017 0.003 0.091 11 11
6. 이동성 0.102 0.034 0.286 0.143 0.119 0.020 0.197 2 2
7. 교통안전 0.102 0.034 0.286 0.143 0.033 0.006 0.182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17 0.143 0.072 0.060 0.010 0.099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34 0.286 0.143 0.119 0.020 0.197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17 0.143 0.072 0.060 0.010 0.099 8 8
11. 친환경성 0.077 0.026 0.286 0.143 0.030 0.005 0.174 7 7

<표 5-54> Case 5(①:②:③=33.3:16.7:50.0)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보
정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33.3%

0.075 0.571

16.7%

0.095 0.364

50.0%

0.182 0.352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19 0.143 0.024 0.015 0.008 0.050 10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32 0.286 0.048 0.030 0.015 0.095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29 0.286 0.048 0.033 0.017 0.093 6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17 0.143 0.024 0.017 0.009 0.049 11 11
6. 이동성 0.102 0.034 0.286 0.048 0.119 0.060 0.141 2 2
7. 교통안전 0.102 0.034 0.286 0.048 0.033 0.017 0.098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17 0.143 0.024 0.060 0.030 0.071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34 0.286 0.048 0.119 0.060 0.141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17 0.143 0.024 0.060 0.030 0.071 8 8
11. 친환경성 0.077 0.026 0.286 0.048 0.030 0.015 0.088 7 7

Case 4와 같이 가중치를 ①:②:③=16.7:50.0:33.3으로 할 경우, 6, 11순위가 각각

1개 순위 상승한 것 외에 다른 항목들의 순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5> Case 4(①:②:③=16.7:50.0:33.3)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보
정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16.7%

0.037 0.571

50.0%

0.286 0.364

33.3%

0.121 0.444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09 0.143 0.072 0.015 0.005 0.086 10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16 0.286 0.143 0.030 0.010 0.169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15 0.286 0.143 0.033 0.011 0.169 5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09 0.143 0.072 0.017 0.006 0.086 10 11
6. 이동성 0.102 0.017 0.286 0.143 0.119 0.040 0.200 2 2
7. 교통안전 0.102 0.017 0.286 0.143 0.033 0.011 0.171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09 0.143 0.072 0.060 0.020 0.100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17 0.286 0.143 0.119 0.040 0.200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09 0.143 0.072 0.060 0.020 0.100 8 8
11. 친환경성 0.077 0.013 0.286 0.143 0.030 0.010 0.16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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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과 같이 가중치를 ①:②:③=16.7:33.3:50.0으로 할 경우, 6순위가

1순위 상승하고, 10, 11순위가 바뀌는 것 외에 다른 항목들의 순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56> Case 6(①:②:③=16.7:33.3:50.0)

목표
중요도 순위(안) 2분화 코드 순위(안) AHP 보정 값 교통ODA 목표

비율 가중치
(%)

소계 케이스
퍼센트

가중치
(%)

소계 비율 가중치
(%)

소계 합계 순
위

당
초

1. 지속가능교통 0.224

16.7%

0.037 0.571

33.3%

0.190 0.364

50.0%

0.182 0.410 1 1
2. 비재생에너지 0.056 0.009 0.143 0.048 0.015 0.008 0.064 11 10
3. 대기오염 예방 0.097 0.016 0.286 0.095 0.030 0.015 0.126 5 5
4. 대중교통체계 0.087 0.015 0.286 0.095 0.033 0.017 0.126 5 6
5. 도시교통시스템촉진 0.051 0.009 0.143 0.048 0.017 0.009 0.065 10 11
6. 이동성 0.102 0.017 0.286 0.095 0.119 0.060 0.172 2 2
7. 교통안전 0.102 0.017 0.286 0.095 0.033 0.017 0.129 4 4
8. 교통에너지 효율성 0.051 0.009 0.143 0.048 0.060 0.030 0.086 8 8
9. 교통접근성 0.102 0.017 0.286 0.095 0.119 0.060 0.172 2 2
10. 교통효울성 0.051 0.009 0.143 0.048 0.060 0.030 0.086 8 8
11. 친환경성 0.077 0.013 0.286 0.095 0.030 0.015 0.1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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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ODA 선정기준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가. 선정기준 후보(안) 선정기준(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교통 ODA 선정기준 후보(안) 도출을 위해 적용한 케이스 퍼센트(θ)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민감도는 θ를

20.0%, 25.0%, 30.0%, 35.0%, 40.0%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후보(안)은 FGI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FGI를 통해 국제기

구 및 개발도상국의 선정기준을 반영하여 보완되었다. 결국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선정기준과 가장 유사한 항목을 추출하는 θ를 최적의 값

으로 볼 수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 θ=25.0%와 30.0%를 적용할 때 국제

기구 및 개발도상국 공통의 선정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항목을 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θ=30.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5-57> 교통 ODA 선정기준 후보(안) 선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구분
선정기준 후보(안)

(p.96)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공통의

선정기준

(p.98)

(20%) (25%) (30%) (35%) (40%)

경제

경제적 생산성 ○ 0.778 0.778 0.778 0.778 0.778
경제발전 ○ 0.444 0.444 0.444 0.444 0.444

에너지 효율성 ○ 0.556 0.556 0.556 0.556 0.556
이용가능성 ○ 0.556 0.556 0.556 0.556 0.556

효율적 교통운영 ○ 0.333 0.333 0.333 0.333 0.333
접근성 ○ 0.222 0.222 0.222 0.222 0.222

평균 자동차 점유율 0.222 0.222 0.222 0.222 0.222
고용창출 ○ 0.111 0.111 0.111 0.111 0.111

사회

형평성/공정성 ○ 0.444 0.444 0.444 0.444 0.444
안전, 보안, 건강 ○ 0.889 0.889 0.889 0.889 0.889
지역사회의 발전 0.333 0.333 0.333 0.333 0.333
문화유산 보전 0.111 0.111 0.111 0.111 0.111

환경

기후 보호 ○ 0.889 0.889 0.889 0.889 0.889
대기오염 예방 ○ 0.889 0.889 0.889 0.889 0.889
소음공해 예방 0.444 0.444 0.444 0.444 0.444

수질보호 및 수자원 피해

최소화
0.111 0.111 0.111 0.111 0.111

공공용지 및 다양성 보호 0.556 0.556 0.556 0.556 0.556
기타 통합, 종합, 포괄적 계획 0.222 0.222 0.222 0.2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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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 ODA 선정기준과 이의 가중치 즉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AHP 계층구조를 <표 5-58>과 같이

재구성하여 교통 ODA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 일관성이 0.15 이하인 3명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1계층의 우선순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계층은 ‘경제발전’ 관련 의미의 포함 여부에 따라 변화가 나타났다.

즉 경제발전이 제외된 경제적 생산성의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으며,

경제발전의 대체지표로 여겨질 수 있는 지역발전의 순위가 전체 순위에

서 4단계 상승하였다.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

너지 효율성의 순위가 7단계 하향 조정되었다. 기타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교통 ODA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5-58> 교통 ODA 선정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조정(안)

구분
최종 선정기준

적정성 검증을 위한 선정기준

조정(안)

가중치 순위

1

계

층

경제적 측면 0.6547 1 ( 1) 경제적 측면 0.7019 1 ( 1)

사회적 측면 0.1824 2 ( 2) 사회적 측면 0.1789 2 ( 2)

환경적 측면 0.1629 3 ( 3) 환경적 측면 0.1192 3 ( 3)

2

계

층

경

제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0.2204 1 ( 1) 경제적 생산성 0.1517 2 ( 2)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1753 2 ( 2)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0.3787 1 ( 1)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975 3 ( 3)

지역/국가 간 연결성 0.0843 4 ( 5) 지역/국가 간 연결성 0.1274 3 ( 3)

고용창출 0.0772 5 ( 6) 고용창출 0.0442 4 ( 8)

사

회

형평성/공정성 0.0533 2 ( 8) 형평성/공정성 0.0461 3 ( 7)

교통안전 0.0889 1 ( 4) 교통안전 0.0691 1 ( 5)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402 3 (10)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0.0636 2 ( 6)

환

경

기후변화 영향 완화 0.0491 2 ( 9)
기후변화 영향

완화(대기오염 예방)
0.0721 1 ( 4)

대기오염 예방 0.0739 1 ( 7)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0.0369 2 ( 9)

소음공해예방 및 수질보호 0.0399 3 (11) 소음공해 예방 및수질보호 0.010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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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순위)를 검증

해보기 위해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①중요도 분석 비율, ②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③AHP 가중치 보정 값에

대하여 에서 α=3(50.0%), 2(33.3%), 1(16.7%)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앞의 <표 5-50>과 같이 6가지의 Case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비 Case 1, 2, 3, 4, 5, 6 모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상위 지표(1-5순위)의 순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순위의

변화도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연재

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0-100),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및 버스 운행(services) 횟수

(횟수/일)의 순위가 소폭 변동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의 순위가 소폭 변동하였다.

이 밖에 하위 순위 변동 이유는 민감도 분석 Case별 다수의 동률 순위가 나타남

으로 인해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1-20은 경제적 측면, 21-29는 사회적 측면, 30-35는 환경적 측면의 성과지표

[그림 5-3]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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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3

순위 상승(↑),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가 3순위 하락(↓)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적 측면은 순위 변동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59> Case 1(①:②:③=50.0:33.3:16.7)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10 0.125 0.042 0.033 0.006 0.057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38 0.500 0.167 0.131 0.022 0.226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9 0.125 0.042 0.033 0.006 0.056 13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8 0.125 0.042 0.033 0.006 0.055 15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40 0.625 0.208 0.164 0.027 0.276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34 0.500 0.167 0.131 0.022 0.222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7 0.125 0.042 0.033 0.006 0.054 16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7 0.125 0.042 0.033 0.006 0.054 16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18 0.250 0.083 0.065 0.011 0.112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26 0.375 0.125 0.098 0.016 0.167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18 0.250 0.083 0.065 0.011 0.112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4 0.125 0.042 0.033 0.006 0.051 20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13 0.250 0.083 0.065 0.011 0.107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9 0.125 0.042 0.033 0.006 0.056 13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17 0.125 0.042 0.065 0.011 0.069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5 0.125 0.042 0.033 0.006 0.052 19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20 0.375 0.125 0.098 0.016 0.161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19 0.375 0.125 0.098 0.016 0.160 6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9 0.250 0.083 0.065 0.011 0.103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6 0.125 0.042 0.033 0.006 0.053 18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36 0.625 0.208 0.101 0.017 0.260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11 0.250 0.083 0.041 0.007 0.101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11 0.250 0.083 0.041 0.007 0.101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5 0.125 0.042 0.020 0.003 0.049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44 0.750 0.250 0.122 0.020 0.314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9 0.125 0.042 0.020 0.003 0.054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4 0.125 0.042 0.020 0.003 0.048 9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6 0.250 0.083 0.041 0.007 0.096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9 0.125 0.042 0.020 0.003 0.053 7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18 0.500 0.167 0.109 0.018 0.203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7 0.125 0.042 0.027 0.005 0.053 3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17 0.375 0.125 0.081 0.014 0.155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7 0.125 0.042 0.027 0.005 0.053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6 0.125 0.042 0.027 0.005 0.05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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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5순위

상승(↑),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3순위 상승(↑),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가 4순위 하락(↓)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적 측면의 순위 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0> Case 2(①:②:③=50.0:16.7:33.3)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10 0.125 0.021 0.033 0.011 0.042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38 0.500 0.084 0.131 0.044 0.165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9 0.125 0.021 0.033 0.011 0.040 13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8 0.125 0.021 0.033 0.011 0.040 13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40 0.625 0.104 0.164 0.055 0.199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34 0.500 0.084 0.131 0.044 0.161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7 0.125 0.021 0.033 0.011 0.039 16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7 0.125 0.021 0.033 0.011 0.038 17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18 0.250 0.042 0.065 0.022 0.081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26 0.375 0.063 0.098 0.033 0.121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18 0.250 0.042 0.065 0.022 0.081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4 0.125 0.021 0.033 0.011 0.035 20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13 0.250 0.042 0.065 0.022 0.076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9 0.125 0.021 0.033 0.011 0.040 13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17 0.125 0.021 0.065 0.022 0.060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5 0.125 0.021 0.033 0.011 0.036 19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20 0.375 0.063 0.098 0.033 0.115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19 0.375 0.063 0.098 0.033 0.114 6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9 0.250 0.042 0.065 0.022 0.072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6 0.125 0.021 0.033 0.011 0.037 18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36 0.625 0.104 0.101 0.034 0.174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11 0.250 0.042 0.041 0.014 0.066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11 0.250 0.042 0.041 0.014 0.066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5 0.125 0.021 0.020 0.007 0.032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44 0.750 0.125 0.122 0.041 0.210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9 0.125 0.021 0.020 0.007 0.037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4 0.125 0.021 0.020 0.007 0.031 9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6 0.250 0.042 0.041 0.014 0.061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9 0.125 0.021 0.020 0.007 0.036 7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18 0.500 0.084 0.109 0.036 0.138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7 0.125 0.021 0.027 0.009 0.036 4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17 0.375 0.063 0.081 0.027 0.106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7 0.125 0.021 0.027 0.009 0.037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6 0.125 0.021 0.027 0.009 0.03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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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3순위 상승(↑), 후속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3순위 상승(↑),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

도(0-100)가 4순위 하락(↓)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약자, 소외계

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순위 하락(↓),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은

3순위 상승(↑)하였다. 환경적 측면의 순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1> Case 3(①:②:③=33.3:50.0:16.7)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07 0.125 0.063 0.033 0.006 0.075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25 0.500 0.250 0.131 0.022 0.297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6 0.125 0.063 0.033 0.006 0.074 13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5 0.125 0.063 0.033 0.006 0.073 15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27 0.625 0.313 0.164 0.027 0.367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22 0.500 0.250 0.131 0.022 0.294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5 0.125 0.063 0.033 0.006 0.073 15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4 0.125 0.063 0.033 0.006 0.072 17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12 0.250 0.125 0.065 0.011 0.148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17 0.375 0.188 0.098 0.016 0.221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12 0.250 0.125 0.065 0.011 0.148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2 0.125 0.063 0.033 0.006 0.070 20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09 0.250 0.125 0.065 0.011 0.145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6 0.125 0.063 0.033 0.006 0.074 13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11 0.125 0.063 0.065 0.011 0.085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3 0.125 0.063 0.033 0.006 0.071 19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13 0.375 0.188 0.098 0.016 0.217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13 0.375 0.188 0.098 0.016 0.217 5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6 0.250 0.125 0.065 0.011 0.142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4 0.125 0.063 0.033 0.006 0.072 17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24 0.625 0.313 0.101 0.017 0.353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07 0.250 0.125 0.041 0.007 0.139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07 0.250 0.125 0.041 0.007 0.139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3 0.125 0.063 0.020 0.003 0.069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29 0.750 0.375 0.122 0.020 0.425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6 0.125 0.063 0.020 0.003 0.072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2 0.125 0.063 0.020 0.003 0.068 9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4 0.250 0.125 0.041 0.007 0.136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6 0.125 0.063 0.020 0.003 0.072 6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12 0.500 0.250 0.109 0.018 0.280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4 0.125 0.063 0.027 0.005 0.071 4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11 0.375 0.188 0.081 0.014 0.212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5 0.125 0.063 0.027 0.005 0.072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4 0.125 0.063 0.027 0.005 0.07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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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5순위 상승(↑), 차량

운행비용 절감 및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3순위 상승(↑)

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

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약자, 소외계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순위 하락(↓),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은 3순위 상승(↑)하였다.

환경적 측면의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2> Case 4(①:②:③=16.7:50.0:33.3)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03 0.125 0.063 0.033 0.011 0.077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13 0.500 0.250 0.131 0.044 0.306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3 0.125 0.063 0.033 0.011 0.076 13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3 0.125 0.063 0.033 0.011 0.076 13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13 0.625 0.313 0.164 0.055 0.380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11 0.500 0.250 0.131 0.044 0.305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2 0.125 0.063 0.033 0.011 0.076 13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2 0.125 0.063 0.033 0.011 0.076 13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06 0.250 0.125 0.065 0.022 0.153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09 0.375 0.188 0.098 0.033 0.229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06 0.250 0.125 0.065 0.022 0.153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1 0.125 0.063 0.033 0.011 0.075 18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04 0.250 0.125 0.065 0.022 0.151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3 0.125 0.063 0.033 0.011 0.076 13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06 0.125 0.063 0.065 0.022 0.090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2 0.125 0.063 0.033 0.011 0.075 18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07 0.375 0.188 0.098 0.033 0.227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06 0.375 0.188 0.098 0.033 0.226 6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3 0.250 0.125 0.065 0.022 0.150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2 0.125 0.063 0.033 0.011 0.075 18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12 0.625 0.313 0.101 0.034 0.358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04 0.250 0.125 0.041 0.014 0.142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04 0.250 0.125 0.041 0.014 0.142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2 0.125 0.063 0.020 0.007 0.071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15 0.750 0.375 0.122 0.041 0.430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3 0.125 0.063 0.020 0.007 0.072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1 0.125 0.063 0.020 0.007 0.070 9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2 0.250 0.125 0.041 0.014 0.141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3 0.125 0.063 0.020 0.007 0.072 6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06 0.500 0.250 0.109 0.036 0.292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2 0.125 0.063 0.027 0.009 0.074 3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06 0.375 0.188 0.081 0.027 0.220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2 0.125 0.063 0.027 0.009 0.074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2 0.125 0.063 0.027 0.009 0.07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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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5순위 상승(↑), 후속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3순위 상승(↑),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

(0-100)는 3순위 하락(↓)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통약자, 소외계

층의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3순위 하락(↓),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은

3순위 상승(↑)하였다. 환경적 측면의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3> Case 5(①:②:③=33.3:16.7:50.0)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07 0.125 0.021 0.033 0.017 0.044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25 0.500 0.084 0.131 0.066 0.174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6 0.125 0.021 0.033 0.017 0.043 13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5 0.125 0.021 0.033 0.017 0.043 13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27 0.625 0.104 0.164 0.082 0.213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22 0.500 0.084 0.131 0.066 0.171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5 0.125 0.021 0.033 0.017 0.042 16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4 0.125 0.021 0.033 0.017 0.042 16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12 0.250 0.042 0.065 0.033 0.086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17 0.375 0.063 0.098 0.049 0.129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12 0.250 0.042 0.065 0.033 0.086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2 0.125 0.021 0.033 0.017 0.040 19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09 0.250 0.042 0.065 0.033 0.083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6 0.125 0.021 0.033 0.017 0.043 13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11 0.125 0.021 0.065 0.033 0.065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3 0.125 0.021 0.033 0.017 0.040 19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13 0.375 0.063 0.098 0.049 0.125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13 0.375 0.063 0.098 0.049 0.124 6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6 0.250 0.042 0.065 0.033 0.080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4 0.125 0.021 0.033 0.017 0.041 18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24 0.625 0.104 0.101 0.051 0.179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07 0.250 0.042 0.041 0.021 0.070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07 0.250 0.042 0.041 0.021 0.070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3 0.125 0.021 0.020 0.010 0.034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29 0.750 0.125 0.122 0.061 0.216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6 0.125 0.021 0.020 0.010 0.037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2 0.125 0.021 0.020 0.010 0.033 9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4 0.250 0.042 0.041 0.021 0.066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6 0.125 0.021 0.020 0.010 0.037 6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12 0.500 0.084 0.109 0.055 0.150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4 0.125 0.021 0.027 0.014 0.039 3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11 0.375 0.063 0.081 0.041 0.114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5 0.125 0.021 0.027 0.014 0.039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4 0.125 0.021 0.027 0.014 0.038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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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에서 경제적 측면은 상위 6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순위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가 6순위,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가 3순위,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가

3순위 상승(↑),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는 3순위 하락(↓)하였을 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측면은 상위 5순위 이내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의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4> Case 6(①:②:③=16.7:33.3:50.0)

구
분 성과지표

중요도
순위

2분화 코드
순위 AHP 보정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비율 가중치
반영비율

보정
값

가중치
반영비율

계
순위

변경 당초

경
제

1. 연평균 일 교통량(차량 수/일) 0.020 0.003 0.125 0.042 0.033 0.017 0.061 12 12
2.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0.075 0.013 0.500 0.167 0.131 0.066 0.245 2 2
3. 통행시간 절감 0.017 0.003 0.125 0.042 0.033 0.017 0.061 12 11
4. 자연재해로 인한 통행 제한 감소(일/연) 0.016 0.003 0.125 0.042 0.033 0.017 0.061 12 18
5. 학교, 보건소, 시장등으로의접근성개선(명/년)

지방 접근성 지표(RAI)(%)
0.080 0.013 0.625 0.208 0.164 0.082 0.303 1 1

6.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0.067 0.011 0.500 0.167 0.131 0.066 0.243 3 3

7. 차량운행비용 절감 0.014 0.002 0.125 0.042 0.033 0.017 0.060 16 16
8. 교통서비스 이용 만족도(0-100) 0.013 0.002 0.125 0.042 0.033 0.017 0.060 16 13
9. 교통분야지출비중/평균수입내교통비지출비중 0.036 0.006 0.250 0.083 0.065 0.033 0.122 7 9
10. 개선/개량된 도로연장(km) 0.051 0.009 0.375 0.125 0.098 0.049 0.182 4 4
11.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 0.036 0.006 0.250 0.083 0.065 0.033 0.122 7 8
12. GDP 단위(생산과 소비) 당,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0.007 0.001 0.125 0.042 0.033 0.017 0.059 20 19

13.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26 0.004 0.250 0.083 0.065 0.033 0.120 9 7
14. 후속연계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재원마련여부 0.017 0.003 0.125 0.042 0.033 0.017 0.061 12 15
15. 후속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여부 0.034 0.006 0.125 0.042 0.065 0.033 0.080 11 14
16. 버스 운행(services) 횟수(횟수/일) 0.009 0.002 0.125 0.042 0.033 0.017 0.060 16 20
17.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0.039 0.007 0.375 0.125 0.098 0.049 0.180 5 5
18. 물류성과지수(LPI) 0.038 0.006 0.375 0.125 0.098 0.049 0.180 5 6
19. 지원 대상 구간 내 지․정체 감소율(%) 0.018 0.003 0.250 0.083 0.065 0.033 0.119 10 10
20. 혼잡구간 감소, 교차로에서 대기시간 감소 0.011 0.002 0.125 0.042 0.033 0.017 0.060 16 17

사
회

21.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0.071 0.012 0.625 0.208 0.101 0.051 0.270 2 2
22. 교통수단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명) 0.022 0.004 0.250 0.083 0.041 0.021 0.107 3 3
23.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율(%) 0.022 0.004 0.250 0.083 0.041 0.021 0.107 3 4
24. 교통사고 사상자 수 감소율(%) 0.009 0.002 0.125 0.042 0.020 0.010 0.053 8 7
25. 대중교통에편리하게접근가능한인구수증가율(%) 0.088 0.015 0.750 0.250 0.122 0.061 0.325 1 1
26. 주민 대비 대중교통 수준 (km/million) 0.018 0.003 0.125 0.042 0.020 0.010 0.055 6 8
27. 교통약자, 소외계층의교통서비스이용만족도 0.007 0.001 0.125 0.042 0.020 0.010 0.053 8 6
28. 제도․계획등의정부/기관정책내반영여부 0.012 0.002 0.250 0.083 0.041 0.021 0.106 5 5
29. 교통 분야 여성인력 비율(%) 0.017 0.003 0.125 0.042 0.020 0.010 0.054 7 9

환
경

30.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0.036 0.006 0.500 0.167 0.109 0.055 0.227 1 1
31. 인당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인당CO2 톤) 0.013 0.002 0.125 0.042 0.027 0.014 0.057 3 3
32. 연간 PM 2.5 배출량(ug/㎥) 0.033 0.006 0.375 0.125 0.081 0.041 0.171 2 2
33.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0.014 0.002 0.125 0.042 0.027 0.014 0.057 3 4
34.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수준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00 6 6
35.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 수 0.012 0.002 0.125 0.042 0.027 0.014 0.057 3 5



- 143 -

마찬가지로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결과(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의

전체 순위)를 검증해보기 위해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를 분석하

였다. 민감도 분석은 전과 같이 ①중요도 분석 비율, ②2분화 코드 분석

비율, ③AHP 가중치 보정 값에 대하여 에서 α=3(50.0%),

2(33.3%), 1(16.7%)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앞의 <표 5-50>과 같이 6가지의

Case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Case 1, 2, 3, 4, 5, 6 모두 상위 10개 지표의 순위 변화는 거의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 순위도 20순위 이하에서 1-2개 지표의

순위 변동 폭이 클 뿐 전반적으로 순위 변화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0은 경제적 측면의 교통 ODA 성과지표, 21-29는 사회적 측면의 성과지표,

30-35는 환경적 측면의 성과지표를 나타냄

[그림 5-4] 교통 ODA 성과지표 분석 단계별․가중치별 민감도 분석 결과

(전체 순위)



- 144 -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1절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ODA의 목표를 도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사업의 선

정기준과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성적 연구 결과의 개선

점인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확장(Extd.) Meta,

FGI, AHP를 활용한 계량적 Hybrid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 ODA 목표는

지속가능교통으로 분석되었다. 1972년 스톡홀롬 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적 선언, 전략, 회의 등에서 추출한 11개의 교통 관련 목표를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교통, 교통이동성, 교통접근성, 교통안전 순

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지속가능교통은 SDGs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발전과 동시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국가와 개인의 발전은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사업의 선정기준은

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5, 3, 3개의

세부기준을 도출하였다. 주 기준과 세부기준의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주

기준은 경제, 사회, 환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기준의 경제적 측면

으로는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효율적 교통

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지역/국가 간 연결성 및 고용창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교통안전, 형평성/공정성,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순으로 그리고 환경적 측면으로는 대기오염 예방, 기후변화 영향

완화,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교통

ODA를 지원할 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세이프가드의 적용

등 환경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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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뿐 아니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ODA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각각

20, 9, 6개 총 35개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경제적 측면은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

(명)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에 편리

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10만 명당)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연간 PM 2.5 배출량(u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성과지표는 영향(impact) 수준보다는 수혜자 수 기반 지표의 우선순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성과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확하고 상호 연관적이어야 하며, 경제적이고 적절하게 모니터

링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달성 가능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이

해관계자 간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 ODA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자 외교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가치가 결부된 복잡한

이슈이다. 따라서 교통 ODA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내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

수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교통 ODA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는 교통 ODA 분야에서 이해

관계자 간 조정과 조율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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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 ODA 정책 제안 및 기대 효과

1. 정책 제안

본 연구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과 국내의 제도적․정책적 여건을 반영

하여 교통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1. 교통 ODA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지속가능교통으로 한다.

2. 지속가능교통 실현을 위한 교통 ODA 선정기준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으로는 경제적 생산성 및

경제발전,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효율적 교통운영 및 에너지 효율성,

지역/국가 간 연결성, 고용창출 순으로, 사회적 측면은 교통안전, 형

평성/공정성, 지역발전/사회적 포용 순으로, 그리고 환경적 측면은

대기오염 예방, 기후변화 영향 완화, 소음공해 예방 및 수질보호 순

으로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 ODA가 경제적으로는 양(+)의 효

과를 가져오나, 환경적으로는 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교통 ODA를 지원할 때 사회․환경 세이프가드 등 환경 영향을 고

려한다.

3. 교통 ODA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향(impact) 수준보다는 수혜자 수

기반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즉 학교, 보건소, 시장 등으로의

접근성 개선(명/년), 교통수단별 여객 및 화물 통행량,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교통시설에서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지역 주민 수(명), 대중

교통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인구수 증가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10만 명당), 온실가스(GHG, CO2)/대기오염 감소율(%) 등을

활용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인력(수혜자 수)의 비율을 고려한다.

4. 교통 ODA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이자 외교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가치가 결합된 복잡한 이슈이다.

이처럼 교통 ODA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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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

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교통

ODA 목표,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와 기관

별 중점협력 분야를 교통 ODA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조율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기대 효과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학술적, 정책적 기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술적 기대 효과로는 교통 ODA 목표, 선정기준과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확장(Extd.) Meta, FGI, AHP 기법을 활용한 계량적

Hybrid 기법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간의 연구가 주로 정성적

으로 이루어져 결과의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는 것이 개선

점이었다면 본 연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반화, 객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기대 효과는 글로벌 개발협력 규범인 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교통 ODA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사업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제시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교통 ODA 사업의 성과지표를 제

시함으로써 교통 ODA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교통 ODA가 국내적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적 수단 중

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이자 한 국가의 외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가치가 결부된 이슈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하되, ODA 기관별 지원 현황을 분석

하여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연계․융합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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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형 적합성과 교통 ODA의

목표,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교통 ODA 사업 선정기준 및

성과지표를 분석할 때 국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교통 ODA 선정기준별로 사업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실증분석 등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이 밖에 지금까지 교통 ODA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지속가능교통 ODA가 SDGs 달성 기여에 미친 영향분석 모델 연구

� 지속가능교통 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기여도 분석 모형 연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교통 ODA 성과지표를 고려한 성과중

심관리 및 성과데이터 측정 모형 연구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교통 ODA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지역별,

국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모델 연구

� 교통 ODA 사업의 성과평가에 OECD DAC 6대 평가 기준 적용 모형

연구(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 교통 ODA가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직접적 기여 외에 교육, 보건,

농촌개발 등 타 분야에의 기여도 분석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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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부록 1. 전문가 AHP 평가 설문지(영문)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questionnaire for establishing a selection 
criteria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This questionnaire is intend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selection criteria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using the AHP.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can judg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evaluation factors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If the response is inconsistent, 

the questionnaire will be needed to ask again, so please respond carefully.

Name: __________________

Organization/company: __________________

Position: 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s: _______________    E-mail: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a technique for decision making in complex 

environments in which many variables or criteria are considered in the prioritization 

and selection of alternatives. It is compared the importance of criteria, two at a time, 

through pair-wise comparisons. 

◉ Notes on answering the survey ◉

1. This questionnaire assesses the importance of the criteria of select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2. Comparison between factors to evaluate how important(or appropriate) factor 

A is relative to B.

3. Please be sure to read the following survey tip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factors and the contents and answer the questionnaire.

[Contents]

1. Notes on answering the survey 

2. AHP structure and contents 

3. Questionnaire for AHP (weight selection) 

4. Other Opinion and Comments



- 159 -

1. Notes on answering the survey

1) Example of answering

example) If you think factor B is strongly more important than factor C when judging from the evaluation criteria of factor A, please write as follows.

[Figure] example of evaluation

Factor A

Factor B Factor C

Evaluation 
Factor

absolu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equally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absolutely 
more 

important

Evaluation 
Factor

Factor B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Factor C

2) Consistency of answering

In AHP analysis, an inconsistency index is created as a by-product of the analysis. If the inconsistency index exceeds 0.15, it is judged 

that the response result is unreliable and a re-question is conducted. There are two cases of high inconsistency index as follows.

example) 1. A > B: Answer that A is twice as important as B

2. A ≫ C: Answer that A is four times as important as C

   → must answer B > C 

[Cause 1] Lack of ordinal consistency: A> B> C ranking is changed.

[Cause 2] Lack of Radix Consistency: In the example above, if B is 9 times more important tha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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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structure and contents

     1) Hierarchy structure

selection criteria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Level 

1
Economic aspects Social aspects

Environmental 

aspects

Level 

2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

nt

Affordabi
lity and 

Accessib
ility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Employ
ment

Equity/
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Safety, 
security 

and health

Community 
developmen

t/ social 
Inclusion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Prevent 
air 

pollution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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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ion criteria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

Ⅰ. Economic aspects Details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 Transportation cost efficiency and reduction in transport 
costs

· Low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sts, scale effects and 
foster competition levels)

· Transport-induced agglomeration effects
· Integration among transport system links and modes
· Efficient pricing(road, parking, insurance, fuel, etc) and 

incentives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 All residents can afford access to basic (essential) services 
and activities / The cost to users relative to their incomes

· The ease of reaching goods, services, activities and 
destination, which together are called opportunities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 Efficient operations and asset management maximizes cost 
efficiency

· Minimize energy costs, particularly petroleum imports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 Strengthening connectivity between rural and rural areas, 
provinces and cities, cities and cities, and cross borders

Employment · Job opportunities created by transportation system

Ⅱ. Social aspects Details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 Transport system accommodates all users, including those 
with disabilities, low incomes, and other constraints

Safety, security and health
· Minimize risk of crashes and assaults, and support physical 

fitness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 Helps create inclusive and attractive communities
· Individual and group participation in society

Ⅲ. Environmental aspects Details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 Reduce global warming emissions

Prevent air pollution
· Reduce air pollution emissions / Reduce harmful pollutant 

exposure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 Minimize traffic noise exposure
· Minimize water pollution & impervious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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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naire for AHP (weight selection)

□ The following questionnaire I is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first level among 

the AHP hierarchical structure described above. Please carefully judge and respond which factors you think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and how 

much more important in selecting a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project for developing countries.

◦ Evalu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rst level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first level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project

Level 1 Economic aspects Social aspects Environmental aspects

Evaluation 
Factor

absolu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equally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absolutely 
more 

important

Evaluation 
Factor

Economic 
aspect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Social aspects

Economic 
aspect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nvironmental 
aspects

Social 
aspect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nvironment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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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questionnaire II is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Please carefully judge and respond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 Evalu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Economic aspects)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Economic aspects)

(Economic aspects)

Level 

2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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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Factor

absolu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equally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absolutely 
more 

important

Evaluation 
Factor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Economic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mployment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mployment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Efficient transport 
operations and 

Energy efficienc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mployment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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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Social aspects)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Social aspects)

Social aspects

Level 2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Safety, security and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Evaluation 

Factor

absolu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equally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absolutely 

more 

important

Evaluation 

Factor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Safety, security 

and health

Equity/fairness
(Transport system 

diversity)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Safety, security 
and health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ommunity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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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Environmental aspects)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level (Environmental aspects)

Environmental aspects

Level 2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Prevent air pollution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Evaluation Factor

absolu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equally 

important

slightly 

more 

important

moderately 

more 

important 

strongly 

more 

important

absolutely 

more 

important

Evaluation Factor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Prevent air 

pollution

Mitigate climate 
change impact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Prevent air 
pollution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Prevent noise 
pollution & 

Protect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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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her opinion and comments

◦ If you have other opinions and comments, please feel free to describe them.

◈ Thank you very m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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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국제기구별 교통 ODA 성과지표

① JICA

장기

목표

중기

목표

하위

목표
인프라 종류 성과지표

국제화

및

지역화

사람과

물자의

국제

이동

촉진

국제

운송망

개발

(도로,

철로,

공항,

항구)

간선도로 및

교량 (국제)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구간의 연평균 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차량 수/일, 차량 수/24시간)

운용
지표

보조지표 포장도로의 적재능력 증가(축하중) (톤으로 표기)

효과
지표

보조지표

① 통행 가능한 최대 차량 톤 수 증가

② 통행이 가능하게 된 대형 차량 등의 차량 수

③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승객 킬로미터 또는 톤 킬로미터

또는 특정 지점 또는 구간의 연간 톤, 교통량 측정과 유사)

④ 통행시간 감축

⑤ 차량 운영 비용 절감 (엔 또는 현지 통화 / 년)

⑥ 평균 속도 증가 (km / 시간)

⑦ 재해로 인한 연간 통행 불가일 감소 (일/년)

안전 및

보안조치

강화

(항공,

항만 및

해양

안전)

항만, 공항,

도로교통 체계의

보안 관리 강화

(불법침입관련대책,

승객및수화물검사),

비행제어장치

품질 개선

운용
지표

기본지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시스템 이행

(검사 대상 인원 및 제품 수 증가, 모니터링 및 보안 영역

확대, 사고 및 사건 감소 등)

국내

균형

발전

(국가 내

교통)

도로운송

개선

간선

도로

시스템

개선 및

개발

간선도로 및

교량 (국내)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구간의 연평균 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차량 수/일, 차량 수/24시간)

운용
지표

보조지표 포장도로의 적재능력 증가(축하중) (톤으로 표기)

효과
지표

보조지표

① 통행 가능한 최대 차량 톤 수 증가

② 통행이 가능하게 된 대형 차량 등의 차량 수

③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승객 킬로미터 또는 톤 킬로미터

또는 특정 지점 또는 구간의 연간 톤, 교통량 측정과 유사)

④ 통행시간 감축

⑤ 차량 운영 비용 절감 (엔 또는 현지 통화 / 년)

⑥ 평균 속도 증가 (km / 시간)

⑦ 재해로 인한 연간 통행 불가일 감소 (일/년)

도로

유지

시스템

강화

도로 개선

운용
지표

기본지표

① 가동되는 건설 기계 장치(대)의 수 증가

② 총 개선/수리된 도로의 길이 길이 개선 (km / 년)

보조지표 기계 수리 횟수 (횟수/년)

효과

지표

보조지표 연간 유지비용 감소

(엔 또는 현지 화폐 단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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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

개선

항구 및

항구

시설의

복구,

개선 및

개발

항만 터미널

개선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① 총 화물량 (톤/년)

- 컨테이너 화물 (톤, TEU/년)

- 산적화물(bulk cargo)량 (톤/년)

- 일반화물(general cargo)량 (톤/년

② 총 여객 수(여객 수/년)

보조지표

① 입항 선박의 평균 초과 체류 시간, 해양 정박 선박의 평균

대기시간

② 적재와 하역의 효율성 증가, 화물취급장비의 가동률 증가

③ 최대재화중량톤수(Maximum Dead Weight Tonnage: DWT)

항공

교통

개선

공항시설

개선·개발
공항시설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① 승객 수 (명)

② 화물량 (톤)

③ 출발지 및 목적지 별 이륙 및 착륙 횟수 (횟수)

④ 항공 교통(air traffic)량 (비행기 수)

운용

지표
보조지표 주차 가능 항공기 수의 증가 (비행기 수)

항공

항행

지원시스

템 개선

및 개발

항공 항행

지원시스템

(항공로 감시

레이더 등)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출발지 및 목적지 별 이륙 및 착륙 횟수

운용

지표

보조지표

① 주차 가능 항공기 수의 증가 (수)

② 국제공항 내 항로 방향등 설치 (coverage) 비율

- 활주로 (%) / 유도로(%)

- 계류장 조명등(%)

③ 감시레이더 안전망(surveillance radar safety net)을 갖춘

(covered) 국제공항 비율 (%)

④ 감시레이더 안전망(surveillance radar safety net)을 갖춘

(covered) 총 항공기 비율(%)

효과

지표
보조지표 활주로 및 계류장에서 사고 감소

복합운송

(intermod

al) 강화

및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이슈

개선

교통안전

관련

조치

교통안전 관련

시설 개발

효과

지표

기본지표 교통사고 건수 및 빈도

- 사고 / 10,000 VKM로 표시 / 사고 수 / 엔 (또는 현지 통화)

재해

관리

(도로 시설물 및

교량의 경우)

비탈면 보호

(slope protection)

조치, 사면 보호

대책, 내진

충분성 향상 등

효과

지표

기본지표

재해로 인한 연간 통행 불가일 감소 (일/년)

보조지표

① 통행 가능한 최대 차량 톤 수 증가

② 통행이 가능하게 된 대형 차량 등의 차량 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도시

생활개선

(도시교통)

도시교통

인프라

개선 및

개발

중앙

정부

관할

간선도로,

교차로,

교량의

도로 시설 및

교량 (도시 지역)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구간의 연평균 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차량 수/일, 차량 수/24시간)

운용

지표
보조지표 포장도로의 적재능력 증가(축하중) (톤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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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증가

효과

지표

보조지표

① 여객 및 화물의 통행량(Transport volumes)

(여객-킬로미터 또는 톤/년로 표시)

② 통행시간 절감(time saving) (시간)

③ 차량 운영비용 절감 (엔 또는 현지 통화 / 년)

④ 평균 속도 증가 (km/시간)

⑤ 혼잡구간의 길이 감소

⑥ 교차로에서의 대기시간 감소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개발

버스

서비스

개선

버스 개선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버스 수송량 (carrying capacity)

(승객 만명당 – 킬로미터 / 일)

운용

지표

기본지표

① 가동 중인 버스 수

② 버스 운행(services) 횟수 (횟수/일)

③ 버스 노선 수

④ 버스 노선 길이 (km)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및 농촌

생활개선

(농촌교통)

농촌

교통

인프라

개선

기본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농촌 도로 및

교량 (국내)

운용

및

효과

지표

기본지표

구간의 연평균 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차량 수/일, 차량 수/24시간)

운용

지표
보조지표 포장도로의 적재능력 증가(축하중) (톤으로 표기)

효과

지표

기본지표 통행시간 절감(time saving) (시간)

보조지표

① 여객과 화물의 교통(운송)량 (여객-킬로미터 수 또는 톤/년)

② 차량 운영비용 절감 (엔 또는 현지 통화 / 년)

③ 평균 속도 증가 (km/시간)

④ 재해로 인한 연간 통행 불가일 감소 (일/년)

⑤ 사회 인프라 접근성 개선 (학교, 보건소 등)(사람의 수/년)

교통안전

및

신뢰도

강화

도로 및 교량

(안전)

효과

지표

기본지표

재해로 인한 연간 통행 불가일 감소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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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World Bank

핵심

목표

세부

목표

핵심 성과지표

접근성

향상

2030년까지

경제, 사회적

기회에 대한

형 평 성

(equity) 제고

(SDG 9.1.) 사계절 도로(all-season road)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Rural

Access Index: RAI)*

(SDG 11.2.)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연령별, 성별 및 장애인별)

존재하거나 이미 사용중인 보조지표

도로의 품질

철도 / 항만 / 항공 운송 인프라의 품질

승객 및 운송량 (교통수단별)

이상적인 보조지표

보통 및 양호한 상태의 농촌 도로 비율(신규 Rural Access Index에서 개발)

사계절 도로(all-season road)에서 접근 가능한 시장의 비율

승객수가 적은(low volume) 농촌 교통 인프라에 지출된 국가 정부 예산의 비율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인구의 비율

국내(national) 여객 운송 요금 대 지방(local) 여객 운송 요금의 비율

교통비로 소비한 가계의 월 지출 비율

최소 매일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농촌 인구의 비율

한 달에 한 번 모터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

구역(area) 당 대중교통 노선의 길이

운송수단별 차량 보유 수 (vehicle fleets)

운송수단별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 횟수

운송수단별 제공되는 이동 거리(Vehicle Kilometers Travelled, VKM)

지역별 대중교통 정류장 수

이용률이 높은 대중교통 정류장 및 역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1인당 평균 수입 내 교통비 지출 비중 (지불가능성 관련)

도시 내 다양한 여객 수송 수단별 수단 분담률(modal share)

운송수단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한 승객의 이동 거리 (km)

도시 내 물품 수송을 위해 화물이 이동한 거리(VKM)

도시 내, 각 교통수단별 6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일자리 및 도시 서비스의 비율

장애 및 취약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에 대한 대중교통망의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여성의 비율 감소

효율성 2030년까지

최소한의비용

으로 교통에

대한 수요

충족
※참고: 동목표는

모빌리티 관련

거시 경제의

측면을포착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전반적인 "운송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추구

하며, 동 목표의

여러 측면을

요약할 수 있는

국 제 적 으 로

정량화된 목표는

부재함.

핵심성과지표

연결성 지수(Connectivity Index)

존재하거나 사용 중인 보조지표

GDP 대비 운송의 에너지 소비 (PPP) (달러당 GOE)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 통관 관련 요소

굿 거버넌스 지수

항공 및 선형 배송 연결 지수

운송수단별 화물량

- 항공 화물량 (ton-km) / 항공 우편물 양 (ton-km) / 도로 화물량 (ton-km)

- 컨테이너 항구의 체증 (TEU: 20피트 등가 단위)

UN 수송 협약(transport conventions) 가입 여부

트럭 면허 지수

이상적인 보조지표

화물 연결성

특정 기간 내 특정 도로를 사용하여 주요 항구 또는 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농업 생산지

역의 비율

철로

차량(vehicle fleets)의 평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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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모든 교통수

단별, 운송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충돌 방지

핵심성과지표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절대적인 수치)

각 운송 수단(수상, 항공 및 철도 운송)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존재하거나 사용 중인 보조지표

도로 사용자 범주별 분포

- 4륜차로 인한 사망 [%] / 이륜 또는 삼륜차 [%] / 사이클리스트 [%] / 보행자 [%] / 기타 [%]

이상적인 보조지표

교통 분야 전반 관련 지표

- 도시 지역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 사용을 위한 이용 방식의 변화 증가율

(안전한 방식: 대중교통, 철도 교통, 지하철, BRT) 및 도보 및 자전거 타기 관련 안전한

시설 제공의 증가율

- 도시 지역 내 보행 및 자전거 사용 증가와 동시에 보행자 및 사이클리스트의 사망 및

중상 수 감소

도로 안전 관련 지표

도로 안전 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글로벌 계획 및 WHO의 문서에 명시되어있는 도로

안전에 관한 5가지의 축(Pillar) 진행 상황 측정

※ 참고: “Voluntary global performance targets for road safety risk factors and service

delivery mechanisms”

각 국가에서 식별 및 개선된 안전 등급 또는 고위험 지점 또는 구간이 있는 기존 도로의 %

의무적인 도로 안전 감사/검사 또는 새로운 도로에 대한 최소 등급(star rating) 기준이

있는 국가

안전 시스템 원칙에 상응하는 속도 제한이 있는 국가

안전 시스템과 상응하며, 특히 취약한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도로 안전 관련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수

국가 도로 안전 총괄기관(lead agency)의 수

주요 도로 안전 법규의 효과적인 입법 및 집행

도로 안전에 관한 핵심적인 UN 협약에 가입한 국가

도로 충돌 안전 완화 프로토콜이 있는 국가

모든 운전 타입에 대해 서면 및 실기시험을 포함한 면허 절차가 있는 국가 (자동차, 트럭, 전동

이륜차, 전문 운전자)

안전 충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국가 수

항공 수송 관련

예정된 상업용 항공 수송 내 사망자 수

효과적인 안전 감독 시스템을 시행한 국가

효과적인 국가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한 국가

철도 수송 관련

- 철도 안전 부서 또는 행정부가 있는 국가 수

안전 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 설치된 철로 수

효과적인 안전 프로토콜 또는 지역 철도 안전 협정이 있는 국가 수

비상 대응 / 준비 지침이 있는 열차 및 여객 열차 운영자(operators) 수

도로 / 철도 건널목에서의 안전증진을 위해 가동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의 수

철로 무단침입으로 인한 충돌 방지를 위해 가동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의 수

수송 관련

수송 관련 사망자 수

친환경적

교통

교통시스템의

저오염(온실

가스, 대기,

소음의 측면

에서) 및 기후

복원력강화를

핵심성과지표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GT CO2),

교통 분야 내, 기후 관련 위험 및 국가 재난 경감을 위한 복원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조치(action)를 시행한 국가의 수

교통수단 관련 원인으로 야기된 대기오염 및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 수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55데시벨/4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도시 거주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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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미래로

전환

존재하거나 사용 중인 보조 성과지표

운송 관련 온실가스(GHG) 배출량(백만톤 단위)

GDP 대비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CO2 배출량 (PPP) (달러 당 kg로 표시)

GDP 대비 도로 운송으로 인한 CO2 배출량(PPP) (달러 당 kg로 표시)

PM 2.5 대기오염, 평균 연간 노출량

PM 2.5 대기오염, WHO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에 노출된 인구

이상적인 보조지표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관련

부가가치당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

저공해(low emission) 자동차 시장점유율 (경량화된 4륜구동 및 모터로 구동되는 2륜구동의

판매량)

운송에서 대체 연료의 비율

여객 수송 부담률 (자가 교통수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항공 등)

화물 운송의 수송 부담률 (철도, 해운, 항공, 도로)

국가별 평균 여행길이 (여객 운송 및 화물 운송 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관련

사고 / 기후변화 관련 재해 / 손실 / 손해 / 운송 서비스 중단

기후 관련 서비스 중단으로 기인한 시간 및 GDP 손실액

극심한 기후 조건 또는 기후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기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된 금액

극심한 기후 조건 또는 기후 재해를 견디도록 설계된 새로운 교통 인프라 투자 비율

운송 인프라 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채택한 국가 또는 운송 회사의 비율

도로 및 운송 관리 시스템의 일부로서, 구조화된 취약성 평가(assessments)를 하는 국가, 지역

및 도시의 비율

대기 질 및 운동(physical activity) 관련

여객 및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 2.5),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Sox)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량

세계보건기구의 지침 값(value)을 준수하는 대기질 수준을 가진 도시의 비율 (미세먼지 종류

PM10, PM2.5 및 소득수준별 분리통계 수집 필요)

경량 및 대형 차량에 대해 유로 6에 상응하는 차량 배출 기준을 적용한 국가의 비율 (국가

소득수준별 분리통계 수집 필요)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 저유황(low-sulphur, 최대 50ppm) 및 최저 유황(ultra-low-sulphur, 최대

10ppm)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의 비율

(운송수단별(육상/해상) 및 소득수준별로 분리통계 필요)

성인이 이동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하루 평균 시간

청소년이 등교를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

소음 관련

자동차 및 밴의 평균 소음 수준 백분율 변화

트럭 및 버스의 평균 소음 수준 백분율 변화

밀집 지역(도심지역) 내 평균 차량 소음 (액셀, 엔진, 배기구 타이어)의 백분율 변화

밀집 지역 밖에서 타이어의 평균소음 백분율 변화

평균 차량 소음의 감소 (엑셀, 엔진, 배기구, 타이어)

주행 가능한 조건에서(any operating conditions) 가장 높은 차량 소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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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DB

영향

(Impact)

성과

(Outcome)

관련 성과지표

(Outcome indicators)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서비스품질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권역

면적, 접근성

증가 등 )

ADB 교통사업으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의 수

→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되거나 개선된 도로 사용률(사용자 수), ▲ 교통시설 이용자 수

등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성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빈곤 및 취약계층의 증대된 사용을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되거나 개선된 인프라 자산의 수

→ 교통 인프라자산의 예: ▲건설 또는개선된 도로(고속도로 및국도의 연장으로측정), ▲지방

및농촌지역도로네트워크건설또는개선(킬로미터로표시), ▲운송시스템개통등

양성 평등

제고 지역

협력및통합

촉진

신규 건설되거나 개선된 교통 인프라 혜택을 받는 여성 및 소녀의 수

여성의 시간절감 및 성인지(gender-responsive)에 기여하도록 건설 또는 개선된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의 수

→ 시간절감 및 성인지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란 프로젝트의 계획(design) 단계에서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 및 여성의 경제활동, 교육 활동, 의사결정 활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함.

→ 시간절감 및 서비스의 예로는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직장, 시장, 학교, 병원

등으로의도로건설등이있음. 성인지에기여하는인프라및서비스의예로는 ▲버스및기차

내여성전용칸, ▲보행자를위한안전한보도, ▲도로와역내밝은조명설치등이있음

여성 및 소녀의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촉진을 목표로 실행되는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initiatives)의 수

→ 회복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는 위기 또는 비상사태 상황에서

교통, 에너지, 식량 등과 같이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견디고, 회복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임

기 후 변 화

대응, 재난

회복성,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개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각 종 오 염

감소)

ADB 교통사업 및 사업 내 활동으로 인해 저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ADB 교통사업을 통해 구축 또는 개선된 저탄소 인프라 자산의 총 수

→ 저탄소 인프라 자산의 예: ▲도시철도 및 버스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이용수단의 변화

(철도 기반 및 버스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의 변화 (간선급행버스 체계 설립, 고무

차륜 타입 이용자, 고속대중교통 이용), ▲장거리 트럭 운송 → 내륙수로 운송으로의

변화, ▲대중들의 주 이동수단의 변화를 일으킨 활동들 (예를 들어, 자가 사용 → 더욱

효율적인 대중교통 사용, 저효율 → 고효율 운송/이동수단 사용 등)

홍수위험이 감소한 총 면적(헥타르)

※참고: 홍수위험 감소란 홍수 발생을 줄이고, 홍수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홍수위험관리(IFRM) 조치를 통해 달성 가능

→ 교통사업의 경우, 홍수 방지 및 구조물의 elevation을 위해 투자된 운송 관련 장비의

투자 등이 포함됨

살기 좋은

도시 형성

제도/기관

개선

(유지보수

( O & M ) ,

각종 역량

강화)

ADB 지원으로 성과(performance) 향상된 총 서비스 공급자의 수

※참고: 서비스 공급자는 시 정부 및 하위단위 정부, 부서, 기관, 특수한 목적의 단체, 도시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기업 또는 유틸리티를 의미함.

→ 교통사업의 경우, 운송 등을 다루는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서비스 공급자가 될 수 있음.

ADB 지원 하에 도시 계획 또는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이 강화된 지방정부/기관/부서/민간

기관(entity)의 수

→ 교통사업의 경우, 대중교통계획(public mass transport planning)이 마련된 기관의 수가

될 수 있음

환경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ADB 지원 하에 기후 복원력, 재난 위험 관리 또는 도시 환경 기능이 개선된 사업지의 수

→ 교통사업의 경우, 교통시설 내 신기술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배출 감소를

경험한 사업지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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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오염

감소)

ADB 지원 하에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solution) 수

→ 도시환경개선을위한솔루션이란(i) 환경을훼손하는각종오염, 행위, 물질에대한관리(ii) 천연

자원보존, 복원및개선(iii) 천연자원및재료소비의효율적인사용촉진등의활동등이포함됨.

→ 교통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기술 등이 해결책의

예가 될 수 있음

ADB 사업 기간 동안 기후 및 재난 복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행된 총 이니셔티브의 수

→ 역량개발 수혜자는 공무원, 서비스 제공업체, 민간 부문 직원, 장인(예 : 건축업자),

비공식 정착민, 커뮤니티 그룹, 여성 그룹, 학생 등이 될 수 있고, 방법은 각종 워크숍,

트레이닝 프로그램 및 기타 이벤트가 될 수 있음.

→ 역량 강화의 주제는 기후 및 재난 복원력 관련 모든 측면을 다룰 수 있으며, 구체적인

주제는 취약성 평가, 기후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교통혼잡 감소, 청정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 건물, 건물 난방 및 냉방, 도시 에너지 계획, 무동력 운송 등이 있음.

농촌개발 및

식량안정성

경제효율성

개선

ADB 인프라 사업에 따른 투자 증가로 혜택을 받는 농촌 지역 거주민의 수

→ 교통사업의경우, 건설또는개선된농촌도로사용에따른수혜주민수가예가될수있음.

ADB 지원 하에 농촌 내 비농업 경제활동(rural nonfarm activities)으로 새롭게 생산되거나

개선된 비농업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기업 수

→ 기업이란 차용자, 하위 차용자, 최종 펀드 사용자, 공급 업체 및 유통 업체와 같은

ADB의 직․간접 고객을 의미

→ 농촌 비농업 경제활동은 농업 생산과 관련이 없지만, 농업 가치사슬의 일부를 의미.

여기에는 농업 가공, 운송, 유통, 마케팅 및 소매, 관광, 제조, 건설, 광업 및 기타 자영업

활동과 같은 농촌 공간의 기타 경제활동이 포함됨.

ADB 사업으로 시장 접근성이 강화된 농민의 수

→ 시장 접근성은 ▲ 새로 건설되거나 개선된 도매 또는 농업 물류센터 사용, ▲ 농민의

콜드체인 인프라 및 현대화된 시설 사용 등을 포함함.

ADB 사업으로 설립 또는 개선된 도매시장 및 농업 물류센터의 총 수

→ 현대적 의미의 도매시장은 경매장, 냉장 보관 공간, 운송 및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식품

안전 및 추적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효율적인 시장 인프라로 구성됨. 이 성과

지표는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 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설립 및 개설을 의미함.

지역협력 및

통합 촉진
연결성개선

ADB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을 넘은 화물 및 에너지의 총 가치 (달러로 표시)

지역 연결성에 기여하도록 건설 또는 개선된 총 운송 자산(transport assets) 수

→ 운송자산이란 ▲ 도로 연결성(건설, 개선, 확장, 또는 재건된 도로의 킬로미터 수 또는

관련 중량톤(metric tons)으로 표시), ▲ 철도 연결(건설 또는 개선된 철도의 킬로미터 수

또는 관련 중량톤으로 표시), ▲ 항만 및 공항 인프라 연결(화물 처리 정도(handling

capacity)의 중량톤으로 표시)

국경 연결성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 관련 규정, 절차, 프레임워크,

역량개발, 합의서, 표준(standard), 정책 대화, 기타 관련 조치의 수

→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의 채택 및 실행을 포함할 수 있음, ▲지역 마스터플랜,

▲운송 촉진 계약, ▲조화로운 운송 또는 에너지 정책 및 기술 표준, ▲재생 가능 에너지

에 대한 투자계획, ▲에너지 용량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 ▲지역 철도 전략, ▲ 도로 및

철도 운송 체계 통합, ▲연계된 인프라 계획, 관리 및 도로 안전

ADB 지원을 통해 설립(established) 또는 운영되고(operationalize) 있는 지역 또는 하위 지

역 단위 메커니즘의 총 수

→ 메커니즘의 예로는 ▲실무 그룹 또는 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국가 간 조정 및 협

력을 목적으로 명확한 업무계획서, 의미 있는 의제,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주기적

으로 회동하는 기술자문기관(technical bodies) 등이 있음.

→ 운송 분야의 경우, ▲ 운송 협회 또는 관련 플랫폼, ▲항만 또는 공항, ▲ 인프라 표준

및 표준 인증 기관 등이 조정 및 협력 강화의 메커니즘이 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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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fDB

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2 농업
2.5 하류시장 구축 2.5.1 건설되거나 개량된 지선도로

(feeder roads) (km)
Level 2

3 산업화

3.1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및

다원화

3.1.1 총 고정 자본 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Level 1

3.1.2 산업 국내 총생산 Level 1

3.4.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위한

인프라망 확장

3.4.1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인구 Level 2

3.4.2 건설, 개량 또는 유지보수된 도로 (km) Level 2

4 역내통합

4.1 무역 활성화
4.1.2 국경 간 거래(trading) 비용

(Cost of trading across borders) ($)
Level 1

4.4 인프라 개발 지원
4.4.1 국경 간(cross-border) 도로 건설 및 보수

(rehabilitated) (km)
Level 2

5
삶의 질

개선

5.6. 적절한 능력 배양

(build the right skills)
5.6.1 역량 강화된 인력 수 (millions)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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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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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Using

the Quantitative Hybrid Technique

Kim, Byeongeun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igh expectations for

transportation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achievement of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 global ambition and

norm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2030. Transportation is

regarded as a key method – both direct and indirect – to achieving

goals that include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in relation to the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In this respect, South Korea, an example of an aid-recipient becoming

a donor country and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world as a middle power, is also strengtheni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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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 SDGs. An

examination of the trend in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ver the past decade shows that the transportation

sector has received the most ai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atistics also reveal that South

Korea’s ODA in transportation ranks among the top seven globally in

terms of amount.

Meanwhile, numerous studies continue to emphasize the ne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at aid as a contribution to achievement

of the SDGs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improvements by South Korea’s ODA partner countries. Despite these

and other voices, however, discussions on ODA goals that consider

the SDGs and aid effectiveness in selection, planning,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project assessments are rare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oal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for transportation ODA that

target developing countries, while also presenting criteria for project

selection and a performance indicator to achieve those goals. There

are four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e used extended meta-model, Focus Group Interview (FGI),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developed and applied a

hybrid technique that organically combines them to quantitatively

analyze qualitative metadata with the aim of enhancing transferability,

which required improving on previous similar research.

Second, to present a transportation ODA goal, we analyzed global

declarations, initiatives, and conferenc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after the 1972 Stockholm Declaration where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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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and we concluded that the goal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is ‘sustainability’.

Third, priorities in selecting transportation ODA that is sustainable

were in the order of the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priorities were (in this order)

economic productivity, affordability/accessi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and regional and cross-border connectivity. In terms of society, the

priorities were security, safety and health, equity/fairness, and

community development/social inclusion.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 priority sequence was prevention of air pollution and mitigation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Fourth, the performance indicator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ODA prioritized the number of recipients rather than the level of

impact. From an economic aspect, improvements in accessibility to

schools, community health centers and markets (number of

people/year), volume of passenger and cargo traffic by transportation

mode, and number of residents living within two km of all-season

road were the order of priority. In terms of society, greater priority

was placed on the rate of increase (%)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easy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by age, sex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llowed by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raffic

accidents (fatalities per 100,000 people). In terms of the environment,

the priority sequence was reduction rates (%) in greenhouse gases

(GHG) and CO2/air pollution, and annual PM 2.5 emissions (ug/㎥).

Keywords: sustainable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ODA, SDGs,

goals, criteria for project selection, performance indicator

Student Number: 2010-3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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