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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규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도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서울 

대학교가 개설한지 어언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 

문제로 도시계획 • 설계 • 조경 • 교통 • 지역개발 • 환경 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인재의 양 

성이 필요한 때문이었다. 본인이 I기생으로 입학해 처음 발급되는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 학기 동안 학과 조교생활을 마친 후 미국 유학을 떠나 귀국해서， 모교에 봉직하는 행운을 얻 

어 교수생활을 시작한지 통산 33년의 정년을 맞고 보니，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세간의 말이 

실감난다. 

일 개인의 생애에 비해 한 국가사회는 훨씬 더 더디게 변화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우 

리나라의 지난 40년간의 변화를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경제 · 사회적 발전을 이룩했다. 

6.25의 폐허를 딛고 시작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민 1인당 GNP가 1966년의 $125에서 2006년 

$18，372로 147배나(연평균 13.3%씩) 증가한 것은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 

* 본 연구는 본인의 정년퇴임식 기념 강연을 위해 연구한 논문이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1977. 1-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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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60~70년대에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의 문명이나 경제발전은 교통산업의 발달에 기초해 왔다. 우리사회가 한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빠른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통산업이 그보다 더 빠 

른 속도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교통산업은 선진제국이 밟아온 발전 

과정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체계에서 근대화과정을 생략한 체 일약 현대적 교통체계로 전환되는 

대격변을 겪은 것이다. 압축성장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통체계는 분명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우리나라 교통산업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 

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 전문가로서 어쩌면 보람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교통문제와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서 국가교통체계 

의 효율성을 선진국의 체계와 비교해 보면 장래에 대해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 

리 국가간 패권이 무력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경제적 경쟁력으로 좌우되는 시대이다. 경쟁상대국 

과 부존자원과 기술인력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국가사회의 교통체계가 효율적일수록 유리하다. 

비효율적인 교통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다. 교통산업의 경쟁력은 교통체계의 ‘네 

트워크’ 효율에서 나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통체계를 분석해 보면 사회적으로 효율 

적인 교통시스템을 정상적 단계를 뛰어 넘어 단기간에 압축해서 구축할 수가 없음을 보인다. 선 

진국들은 과거의 한 세기에 총력적으로 철도를 국가간선교통으로 구축하고 그러한 사회간접자 

본을 기반시설로 자동차교통 시대를 연 것이 교통발전 단계가 우리와는 전연 다른 행운이다. 

우리의 교통체계는 에너지낭비가 심하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도로교통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교통 혼잡의 악순환이 만연하다. 경제발전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낙후된 철도는 이제 

라도 간선교통으로 부홍시켜 국가교통체계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하지만， 국정방향은 철도가 국 

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돌출적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한국철도 

를 첨단체계로 탈바꿈시키는 원대한 비전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 

파행적인 작용으로 인해 노선과 선형은 꼬이고 철도망의 핵심인 교차역과 터미널이 결핍된 상 

태이다. 그 결과 교통체계의 효율이 저하되고 운행수지 악화를 가중시켜 국민경제의 부실을 키 

운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요구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이 투자타당성에 대한 엄격 

한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선진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사회발전과 

는 걸맞지 않을 정도로 교통체계의 낙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부조직체계상 교통정책행정 기 

능이 미약한 것이 큰 원인이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 

는 선진국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행정 정책기능이 정부조직에서 뒷받침 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교통문제의 십각성을 인식하고 10여 년 전 정부는 종래에 독립적 

으로 설치된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를 설립하고(1994년) 교통행정 기능의 상승 

작용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교통행정과 관련된 유관 부서를 한 지붕아래 모은다 해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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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성화 되지 않았다. 도시교통 부문에서와 같이 일부 효과가 감지된 분야를 제외한다면 종래 

의 퇴행적 행정기능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동안 미약했지만 독자성을 가졌던 교통행 

정기능마저 막강한 건설 • 도로사업 위주의 행정 분위기에 함몰되었다는 느낌이다. 우리정부는 

현재 자동차교통대중화(motorization)， 항공자유화， 개방시대와 통북아 물류중심국가 전략 등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통정책행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 

로 중요한 교통정책의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책임기능이 없이 일관된 교통정책의 수행은 어렵다. 더군다나 그 동안 통합적 교통행정 분야였 

던 해운 · 항만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독립되어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통정책의 통합 

체제에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21세기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2의 성장 

동력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 동안 이룩한 산업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전 

략으로 사계의 많은 전문가와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제안하고 있다. 동북아 물 

류중심국가 발전전략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이점이 최대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존자원이 없고 약소국이면서도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국가(도시)로 성 

공한 사례를 이제는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 · 국제교통체계는 

비효율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류중심국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 

효율적 교통망시설을 고효율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 

으로 경쟁상대인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인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체계의 

선진화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세계역사상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고 그러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교통문제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가 시행하였던 정책노력의 성과를 평가한 뒤， 그러 

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 

하고자 함이다. 교통체계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불리는 것은 국가경영에서 가장 복잡한 네트워 

크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선진국의 특정은 정부조직체계가 그러한 효율적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통정책기능의 기본 

틀을 이루는 정부조직상의 특정을 밝혀서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또 오늘의 조직형 

태에 이르기까지 각 사례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정부행정기능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가 이제까지 답습해 온 교통정책행정의 표 

류를 하루 속히 탈피하고 앞으로 다가올 고이동성(high mobiliη) 서비스 사회를 대비하여 21세 

기 국가발전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선진형 교통행정 청책기등을 구축하는데 방향타로 활용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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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화와 국가 교통의 발달 

산업화는 대량생산과 유통활동의 분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초 

기에는 경제의 성장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사람과 화물의 교통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산업 

의 발전은 교통체계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에 의 

한 대량생산 못지않게 교통기술의 발전을 산업화를 성공시킨 원동력으로 중시하였다. 인류역사 

상 산업혁명은 대량고속교통수단인 철도와 증기선의 등장에 의해 진전된 것이다. 여기서 교통산 

업의 발전은 수송능력의 대량화， 운행속도의 고속화， 수송비용의 저렴화， 교통안전의 향상， 환경 

오염의 저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찍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선진국의 뒤를 쫓아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화에 착수 

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그러나 그 당시 선진제국은 이미 수세기 이전부터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철도 ·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거의 구축한 뒤였고 바야흐로 새롭게 등장한 자동차 

교통시대에 진입한 시대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우리나라가 갖춘 사회기반시설은 일제가 강점기 

에 건설한 일부 철도시설과 신작로 정도였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건설한 기반시설은 한반도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목표 하에 건설된 

것이고， 또 그 마저도 6.25전란으로 대부분 폐허가 된 상태였다. 따라서 60년대부터 시작한 우 

리나라의 산업화 시기는 국가경영면에서 볼 때 생산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 노력 못지않게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교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통비상대책의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사회의 교통수요가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의 활 

성화가 몰고 온 교통수요 증가에 더해， 사회적 유동성이 몰고 온 도시화，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 

퉁이 3중적으로 교통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표 1)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보인다. 산업화 초기에는 서울로의 인구집중 일변도이던 것이 90년대 

부터 서울시의 인구는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서울주변의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집중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또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교통의 획기적 개선 

이 필요하였다. <표 2)는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교통문제가 선진도시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속도로 악화된 데에는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 건설되기 이전에 벌써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진입한 때문이다. 이처 

럼 대도시 인구의 집중현상과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는 도시교통수요를 지수함수적으로 증가시 

킬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통수요를 크게 증가 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해 가로망의 확충 정비， 도시철도의 건설 그리고 도로교통신호체계의 현대화 등의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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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우리나라 인구변화와 경제발전 추이 

(단위: 천명， %) 

연평균 증가율(%)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60-’70 ’70-’80 ’80-’90 

1인당 명목 
76* 210 1,592 5,659 10,841 16,413 13.4 22.5 13.5 

GNI (달러) 

전국 24,990 31 ,466 37,436 43,411 47,274 47,279 
2.35 1.74 1.48 

(도시화율) (35.8) (49.8) (66.4) (79.6) (85.9) (90.2) 

수도권 5,194 8,791 13,298 18,587 21 ,906 23,336 
5.40 4.14 3.35 

(전국비중) (20.8) (27.9) (35.5) (42.8) (46.3) (48.3) 

서울 2,445 5,433 8,364 10,613 9,982 10,033 8.30 4.31 2.38 

인천 401 646 1,084 1,818 2,559 2,592 4.88 5.18 5.17 

경기 2,749 2,712 3,580 6,156 9,365 10,711 0 3.50 4.69 

* 1962년도 값 

자료: 통계청， 연도별 국민총소득，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표 2>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 추이 비교 

자통차 보유대수(천대) 자동차 보유율(대11천인) 
연도 

한국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900 18 8 0.55 0.1 1 

1920 0.7 650 9,236 7.9 0.04 17.1 87.30 

1940 9.7 2,325 32,035 242.0 0.44 48.2 242.5 

1960 30.7 9,439 72,897 1,894.0 1.25 178.1 403 .4 

1980 527.7 19,210 151 ,869 38,992.0 13.8 343.3 666.9 

1990 3,395.0 22,603 187,260 60,499.0 79.3 405.0 754.0 

2000 12,059.0 30,406 209,705 70,815.0 251.4 522.0 766.2 

2005 15,397.0 32,897 237,243 77,564.0 325.7 546.4 800.3 

자료: (한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자료: (영국) UK Department for Transport,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자료: (미 국)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rninistration, Highway 

자료: (미 국) Statistics 

자료: (일본) Engineering and Safety Department, Road Transport Bureau, Minisσy of Land, 

자료: (일본) Infrasσucture and Tr，없lSpOπ. 

일본 

0.14 

3.3 

20.2 

333.1 

489.0 

562.4 

607 .1 

’90-’00 

6.7 

0.87 

1.65 

-1.22 

3.4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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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표 3)은 우리나라가 1970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시 도시철도 제 1기 노선체계를 건설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한 현황을 보인다. 세계의 대도시가 대개 인구 200만에서 

지하철을 건설하였지만 서울은 인구 600만 명에 도달해서야 추진되었고， 그것도 중앙정부의 완 

전한 무관심 속에서 지방정부만의 노력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처럼 도시교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무관심과 또 지방정부의 재정한계 그리고 시정책임자의 의지박약 등이 결합되어 제 1기 

지하철이 완성된 후에는 한동안 지하철 건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울과 같은 거 

대도시가 지하철을 계속 확충하지 않고 현대도시로 번성할 수 없음을 시 당국은 물론 중앙정책 

당국이 인지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고， 결국 10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제2 

기 지하철 건설사업이 재추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한 도시철도 건설과정에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혼란이 수도권 간선교통체계에 끼친 영향 

은 지대하다. 오늘날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지하철과 전철 그리고 노면교통 상호간의 환승체계가 

불편하여 선진도시와 같은 통합교통체계로서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그처럼 개발계획 

〈표 3) 도시철도 건설추이 

지역 노선 영업거리 (km) 개통년도 

l기(1-4호선) 134.9 ’74- ’87 

27](5-8호선) 152.0 ’96- ’01 
서울시 

9호선 38.0 ’09- ’ 15 

소계 324.9 

기존선(전철화 4개노선) 87.3 ’74- ’81 

과천， 안산， 분당， 일산선 196.4 ’87- ’96 
수도권 

서울 · 수도권 기존노선 연장 170.3 ’07- ’ 19 

소계 454.0 

인천시 l호선 22.9 ’99- ’07 

부산시 l호선-3호선 88.8 ’85- ’05 

대구시 l호선-2호선 53.9 ’97- ’05 

광주시 1호선 20.2 ’04- ’08 

대전시 l호선 20.5 ’06- ’07 

총계 985.2 

2007. 11. 08 기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각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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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중단이 초래한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함 

에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도시에까지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 

라 서울수도권의 도시철도 총연장은 앞으로 10여년 뒤 개통예정의 노선을 포함해도 778.9km에 

불과하여 선진 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 크게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06년 현재 

세계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보급률을 비교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도시면적 1평방킬로당 연장(도 

시철도 밀도)은 서울시를 1로 할 때， 런던 1.3, 뉴욕 2.2, 파리 3.2, 동경 2 .3 으로 높다. 그리고 도 

시철도의 도시인구 1000명당 연장은 서울시를 1로 할 때， 런던 4.8, 뉴욕 3.7, 파리 2.7, 동경 3.1 

로 서울시가 열악한 수준이다. 

〈표 4), <표 5)는 우리사회가 그동안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또 경제성장의 기 

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통시설의 확충에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보인다. 육상교통에서 도 

로의 연장은 1960년부터 2005년 동안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총연장이 3.77배로 증가하였고 

드디어 1970년부터 경인고속도로와(1968) 경부고도로의 개통으로 고속도로의 시대를 열었다. 이 

에 비하여 철도는 동기간 동안 총궤도 연장은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총 연장이 1.71배로 신장 

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한국철도는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여건에서 우리보다도 철 

도의 경쟁력이 훨씬 불리한 선진 외국보다도 크게 낙후된 실정이다. 즉 인구밀도에서는 우리나 

라가 비교대상국보다 1.5-4.0배나 높은 상황이지만， 인구 백만 명당 철도의 연장은 우리나라를 1 

로 볼 때에 일본 2.5, 이태리 4.5, 영국 4.5, 독일 7.0, 프랑스 7.8로 높고， 또 국토면적당 철도연장 

은 우리나라를 1로 볼 때 일본 1.7, 이태리 1.7, 프랑스 1.7, 영국 2 .2, 독일 3.2로 높다. 

선진제국과 비교하여 한국철도의 상대적 낙후정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철도의 

〈표 4> 도로시설의 발전추이 
(단위: km) 

연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시·군도 

1940 24,711 (02.5) 6,111( 5.7) 10,669(00.5) 7,932( 2.7) 

1950 25,183(02.6) 5,212( 7.0) 10,131(00.4) 9,839( 2.5) 

1960 27,169(03.7) 5,706(1 0.7) 10,579(00.5) 10,884( 3.1) 

1970 40,244( 9.6) 551 (100) 8,122(23.7) 1O,880( 1.7) 5,476(13.2) 15,216(3 .1) 

1980 46,951(33 .2) 1,225(100) 8,232(67 .4) 11 ,021(12.6) 7,939(63.4) 18,535(13.0) 

1990 56,715(71.5) 1,551(100) 12,161(89.1) 10,672(63.6) 12,298(83.0) 20,033(55.7) 

2005 102,293(76.8) 2,968(100) 14,224(97.3) 17,710(79.0) 17,506(99.4) 49,885(60.9) 

( )는 포장률을 나타냄 

자료: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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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대도시의 지하철 보급률 비교〉 

서울 런던 뉴욕 파리 동경 

행정구역 면적 (k띠) 605 1,579 798 105 616 

인구(만명) 1,030 707 814 215 783 

지하철 연장(km) 362 1,180 1,056 202 852 

도시면적 lk따 당 0.60 0.74 1.32 1.92 1.38 

지 하철연장(km/k따) (1) (1.3) (2.2) (3.2) (2.3) 

인구 1000명당 지하철 연장 3.5 16.7 13.0 9 .3 10.9 

(km/1000<영) (1) (4.8) (3.7) (2.7) (3 .1) 

〈표 5) 철도시설 발전 추。1 

(단위 km, %) 

구 분 1960 1965 1970 1980 1990 2000 2005 

영업연장 2,840.3 2,980 3,193.2 3,134.6 3,091.3 3,123 3,392 

복선화연장 457.1 51 1.8 719.6 846.8 938.6 1,355.0 

(복선화율) (15 .3) (16.0) α3.0) (27.4) (30.0) (39.7) 

전철화연장 428.1 524.5 667.5 1,699.9 
선로 

(전철화율) (13.6) (17.0) (2 1.4 (49.2) 

200m 이상궤도 연장 26.4 163.9 670.6 1,778.1 3,145.0 

(장대화율) (0.6) (3.7) (14.5) (37.1) (55.7) 

본선궤도연장 3,307.4 3,803.6 4,126.4 4,409 4,610 4,793.7 5,643.6 

CTC연장 148 .1 246.0 668.2 1,778.1 3,145.0 

(CTC율) (3.6) (5.6) (14.5) (37.1) (55.7) 

신호 
ABS연장 383.8 403.0 1,013.4 1,812.4 2,448.5 

(ABS율) (9.3) (9.1) (22.0) (37.8) (43 .4) 

동력차(대) 589 971 1,345 2,862 3,029 

차량 객 차(량) 1,621 1,901 2,133 1,675 1,474 

화 차(량) 15,189 16,702 15,601 13,224 13,817 

자료: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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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행속도를 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1960년대부터 최고시속 200킬로 이상드로 운행한 

반면에， 한국철도는 그 동안 그들의 산간지역 철도의 운행속도 보다도 훨씬 낮은 최고속도로 운 

행하여 왔고 드디어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도입하여 시속 250~300킬로의 고속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기존철도의 전반적 개량과 함께 고속철도를 탄생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는 기존선을 방치한 상태에서 고속철도를 도입한 때문에 만일 국가별 철도의 운행평균속도로 

비교한다면 오늘날 한국철도의 낙후정도는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철도는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낮아 적자 상태인데 경부고속철도의 엄청난 운행적자가 앞으로 가중될 

경우 기존철도의 발전과 함께 한국철도산업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할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풀 

어나가야 할 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가 1차적으로 국내지역에서의 교통수요 파동을 일으켰다면 곧 이어 

80년대부터서는 국제 교통부문에서 급격한 수요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우리나라 

〈표 6) 해운 • 항공시설의 발전상황 

연평균 증가율(%) 

구분 1961 1971 1980 1990 2000 2006 

1971-‘90 1990-‘06 

외향선보유(천톤) 178 837 5,183 9,029 11 ,857 13,717* 13.3 2.8 

외 풀콘테이너선(천톤) (-) (-) 1,113 2,372 2,037* 
해 항 4.1 
운 선 (척) (13) (59) (99) 101* 

항 

만 
국적선적취율(%) 22.0 23.0 45 .4 34.2 17.8 18.1 

연안해운 
9,020 18,781 82,261 224,323 430,437 691,999 13.9 7.3 

항만하역능력(천톤) 

여 여객항공기보유(대) 3 18 37 86 166 329 8.6 8.8 

객 

"ι「‘ 공급좌석(석) 132 1,201 7,816 18,622 36,628 47,782 15.5 6.1 

국 
국제공항수용능력 

100 3,499 7,534 21 ,160 50,890 102,960 9.9 10.4 
제 

(천명) 
항 
二。요 

선 국제항로(개) 3 11 64 134 250 271 14.0 4.5 

여객수(천명) 1,121 1,412 10,833 20,673 17,181 12.7 2.9 

국 
국내공항수용능력 

내 
(천명) 

19,751 30,892 62,080 73,080 4.6 5.6 

선 

국내항로(개) - 9 19 21 29 23 4.5 0.5 

* 2005년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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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철도시설 비교(2003년)) 

인구지표 

철도지표 

300 

200 

100 

0 

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인구(백만인) 59.3 60.l 82.5 57.4 127.6 

인구밀도(인Ik마) 244 109 231 191 338 

철도연장(km) 16,652 29,445 35,986 16,035 20,050 

인구 백만 인당 
280.8 

철도연장(km/백만인) 

면적 천k마당 
68.5 

철도연장(km/1000k찌 

489.9 436.2 

53 .4 100.8 

279.3 

5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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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최고운행속도로 본 철도산업의 발전추이 

한국 

47.9 

481 

3,140 

62.5 

31.5 

해운 · 항공 교통시설의 발전추이를 보인다. 해운산업은 외항선 보유톤수가 지난 35년 동안 

(1961~2006) 연평균 10.1%씩 증가하여 총 보유톤수가 77배로 신장하였고， 연안해운 항만하역능 

력톤수는 연 10.0%씩 증가하여 총 76배로 신장하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무역 위주로 발전함 

에 따라 해운산업이 급성장하는 것과 패를 같이하여 항공산업도 경제개방과 해외여행자유화 추 

세와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항공수요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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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은 연평균 9.7%씩 증가하여 매 10년마다 2~3배씩 증가하는 추세이 

다. 철도에 대해 정부가 국가기간시설로서의 정책의지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항공은 정부가 일 

찍이 민영화를 단행하여 성공을 거든 분야이다. 1948년 대한국민항공공사(KNA)로 출범한 국적 

항공사는 정부기업의 형태로 명맥을 이어오다 1962년에 다시 정부출자의 대한항공공사로 전환 

되었지만 정부투자기업의 비능률과 비효율이 계속 심화되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1969년 과감 

하게 (주)대한항공으로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민영화 이후 항공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복수민항체제를 육성하 

여 상호경쟁과 경영쇄신으로 국적항공사를 발전시켜 국제항공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988년 제2 

의 민항을 출범시켰다. 항공분야에 관해 그동안의 복수민항 정책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물류중심국가를 향해 국제항공시장에서 동북아 허브공항 

을 육성하려는 정부 목표는 아직까지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뿐만 아 

니라 인접국과의 항공서비스로 고도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내 항공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의 국제영업과 국내영업부문을 서로 분리시켜 국내항공 

(Domestic A띠산업에 시장 원리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하지만， 정부는 기존 항공사간의 이해 조 

정업무에 치중하고 이러한 적극적 항공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1 1. 우리나라 쿄통정책 행정의 특징과 문제점 

1 교통투자결정의 합리성 

모든 국가가 산업화 발전 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아주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 

한 사회간접자본 수요를 조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산업화는 도시화와 함께 동 

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경제성장율 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우리도 

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설공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조달하는 문제였다 과거 선진국은 18세기부 

터 수백 년에 걸쳐 산업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철도 •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국 

가재정의 부담이 오랜 기간에 확산되는 효과를 누렸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는 달리 그 통안 

축적해 놓은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경제성 

장률 이상의 빠른 속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단기간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한 경우 자원배분 과정에서 교통부문 투 

자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교통투자는 비교적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대형 사업인데， 산업화를 위해 직접생산 부문의 투자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간첩부문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툴째 국가채청에셔 배청받은 

교통투자액을 다시 교통체계부문 내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세분하여 배분하도록 교통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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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철도 · 항만처럼 기반시설의 성격 

이 강한 교통수단 일수록 소요예산이 대규모일 뿐 아니라， 건설 소요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의 정부예산 체계로 장기적 목표하에 계획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문이다. 

교통투자결정의 합리성은 정부가 총 가용자원 중에서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 

통부문 투자의 비중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는가， 그리고 교통수단간 배분을 어떻게 조정하 

여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산업화 

를 추진한 이래 나름대로 교통투자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오늘날 선진국들이 확보한 사회간접자 

본 수준과 비교하면 - 특히 철도 • 항만 등의 국가기간 교통망시설에서 - 아직 크게 뒤떨어진 

상태이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총투자에서 교통투자의 비중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참고로 

영국의 총 투자액 중에서 교통통신부문 투자의 비중을 19세기의 80년 동안(1 830-1909) 줄곧 

43o/a-59%로 유지하였고， 1920-1930년에는 31%, 1931-1938년 기간은 25%의 수준으로， 사회간접 

자본의 스톡이 확충됨에 따라서 투자비중이 차츰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표 7)은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개발계획 5개년 단위로 교통부문 시설투자의 추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교통시설부문 투자의 비중은 그 동안 연평균 2%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 

은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과거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수 세기동안 사회간접자본을 확 

〈표 7)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시설투자 추이 
단위: 억원(경상가격) 

GNP 대비 교통투자대비 퍼 샌트(%) 

구분 GNP 교통투자 
비율(%)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1차(’62-6이 33,753 355 1.05 17.2 60.6 7.3 14.9 

2차(’67-71) 106,901 2,207 2.06 52.0 28.7 3.8 3.4 12 .1 

3차(’72-76) 412,134 9,064 2.20 51.6 29.4 2.7 2.1 14.2 

4차(’77-81) 1,548,878 34,188 2.21 47.4 21.7 16.2 4.3 10.1 

5차(’ 82-86) 3,526,756 79,626 2.26 46.7 12.1 30.6 2.8 7.8 

6차(’87-91) 7,815,414 144,710 1.85 79.6 10.1 0.5 1.8 8.0 

7차(’92-96) 14,429,198 589,824 4.09 58.3 12.8 16.6 4.4 7.9 

1997-2001 25,037,336 553,371 2.21 61.0 13.7 8.9 6.8 9.7 

2002-2006 38,433,822 725,306 1.89 54.8 24.4 7.0 2.5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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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해 온 것을 감안할 때， 낮은 투자 수준에 더해 투자기간도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스톡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각 수단별로 투 

자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다. <표 9)에서 교통투자의 교통수단별 배분을 

보면 철도부문의 투자액 비중이 l차 경제개발기간 중 60.6%로 제일 높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도로부문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증을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철도부문의 비중이 20-30%를 점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시기이다 폐허상태의 한국철도를 재건하여 산업교통시설로 육성 

해야 한다는 교통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이 착상한 것이다. 그러나 철도를 국가간선교통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국가기본정책으로 확립시키지 못한 결과， 시류에 따라 곧 도로개발 위주 

의 교통정책으로 선회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철도의 낙후를 거의 방치하면서，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에 치중한 것은 그동안 막강 

한 건설부의 행정력이 큰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건설부가 관장하는 도로사업특별회계가 최고 

로 팽창된 시기에는(’87-’91) 총 교통투자에서 도로부문의 비중이 80%까지 다다랐다. 한편 정부 

는 교통투자결정에서 주무 부처간 예산경쟁으로 인한 불협화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막강한 건설행정에 밀려 교통부 소관의 다른 교통부문 행정이 위축되는 것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통합을 단행하였다. 즉 철도를 위시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관장하 

는 교통부의 정책행정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1994년에 양부를 통합하여 건설교 

통부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특별회계에 의해 양부로 분리된 투자재원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일원화되었 

다. 그렇지만 통합 후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국가계획의 수립과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통 

수단별 투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법령으로 5개 교통수단별로 배분율을 정해 놓 

은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교통시설특별회계가 교통투자 총 재원을 도로 65.5%, 철도 

18.2%, 공항 4.3%, 광역교통 2%, 유보계정 10% 등의 배분율에 의해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방식은 건설교통부 통합의 의미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간 예산확보를 위한 다툼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교통정책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행정에서 교통부문의 투자의 

사결정 과정을 선진국과 경우와 비교 · 평가하면 합리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2. 교통정책의 통합성 

교통서비스는 교통수단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각 수단을 

이루는 구성요소 또한 무수허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틀 각 요소를 분리해서 관창하는 행청부 

서간의 정책 • 행정에 통합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성과물인 교통서비스는 원활치 못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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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수단은 흔히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수단 또한 통로(패도， 도 

로)， 차량(자동차， 선박， 비행기)， 정류장(주차)， 터미널， 신호， 운전자， 면허(운전 및 사업)， 규제 • 

단속， 경영 등의 수많은 요소로 구성된다. 이처럼 교통서비스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요소는 물 

적인 요소로부터 규제단속，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게 많은데， 이 많은 요소가 

모두 교통서비스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하는 조직체와 같기 때문에 교통수단 보다는 교 

통체계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용어이다. 

이러한 교통체계는 그것을 구성하는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도 효율이 크게 좌우된다. 한 예로 

서 수십 조원을 들여 수백 킬로의 고속철도를 완성해 놔도 대도시내 터미널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하면 전체 간선교통체계로서의 성과가 미약해지는 것을 틀 수 있다. 따라서 국가행정에서 이틀 

각 요소의 행정을 분리해서 관장하는 관련 부서들은 교통서비스 생산이라는 궁극 목적을 위해 

항상 서로 종 · 횡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하는 통합적 행정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진 

국의 경우 정부조직 중에서 산업화와 교통기술의 발달에 대응하여 교통정책계획을 관장하는 행 

정조직의 개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모두 철도교통 

의 시대를 거치면서 철도 위주의 강력한 대중교통개발 행정체제를 거치고 난 뒤 자동차교통 대 

중화(motorization)시 대를 맞이 한 것이 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철도를 간선교통으로서 개발하는 국가행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20 

세기 하반기를 맞이 하였다. 우리사회가 역사적인 산업화의 시동을 건 20세기 중반기는 세계적 

으로 자동차교통 대중화의 조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의 이념으로 풍미한 시기이다. 따라서 산업화 

와 함께 교통문제에 대처해야할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대조류에 순응하였다. 교통해결을 위한 도 

로망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부를 설치하여 도로망 건설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고이동성(high mobility)을 특정으로 하는 현대사회가 자동차 교통을 주축으로 발전해 나 

갈 수 없음을 선진국들은 이미 반세기 이전부터 간파하고， 철도부흥으로 대비책을 강구해 왔음 

을 우리정부는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위시한 모든 수단을 고르게 발전 

시켜 각 수단의 고유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국가교통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 

결할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에서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의 각 교통수단과 요 

소를 분담하는 부서가 국가발전을 위해 교통 정책 ·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 

된 교통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표 8)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행정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얼개를 보인다. 오늘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동차 · 도로교통을 보면 시설관련정책 · 행정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일상 교통관리의 핵심행정에 속하는 운전면허 • 규제 • 단속은 (중앙)경찰 소관이다. 또 승용차 

소유가 보편화되어 그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이 선진국처럼 높아졌지만 자동차 관련정책은 중 

앙정부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아직껏 지방정부 차원의 일선행정 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다. 지역간 철도의 노선계획 · 개발은 건설교통부 소관이지만 도시 내 터미널의 계획 · 개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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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리나라 교통정책 행정의 기능과 부서 

건설교통부 (중앙)경찰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도로시설 지역간철도 항공 도로통행 선박 소형·보트 도시철도·도로 

노선계획·개발 
시 

설 터미널·시설 

유지 ·관리 

통신·관제 신호 

차량관련 

사 운전면허 

람 규제·단속 

운수업·요금 

교통사고·안전 

교통·사고통계 

리고 도시철도의 계획 · 개발 등이 전적으로 지방정부 소관이어서 철도교통을 국가간선체계로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기능이 없다. 

특히 오늘날 도시행정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교통규제 · 단속 · 신호관제 등의 업무를 사회 

치 안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중앙)경 찰이 관장함으로써 많은 비능률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통의 중요한 한 축인 해운 · 항만을 일반교통과는 분리해서 해양수산부가 농 • 어민수산 

행정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개방화시대에서 국가교통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적 추세와는 역행하는 현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통정책의 핵심요소를 구성하는 교통투자의 배 

분 및 요금정책의 결정권을 상당부분 재정경제부가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통정책행정의 

통합성을 특정으로 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교통행정기능이 이처럼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국가교통정책의 통합성을 실종케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3. 교통효율 목표의 실천성 

교통서비스 수준은 종국적으로 통행과정에 이용되는 교통시설망의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대 

도시나 국가 내에서 교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지역에 다양한 교통수 

단을 점(터미널)과 선(노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역단위의 교통에서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각각의 고유장점을 발휘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철도는 장거리 대량고속 수송에 적합하므로 간선철도는 중간에서 우회하거나 정차 

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고 장거리 지역간을 직통으로 뻗어 나가 주요 대도시에 입지한 철도의 터 

미널과 연결시키고， 도시터미널에서 다시 부채살처럼 지역 연계교통이 나가고 또 이와 함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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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통을 연결하는(Hub and Spokes)방식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 계획기법 

이다. 

그러나 만일 장거리 • 고속 • 대량수송에 적합한 수단인 간선철도를 여기저기 중간지점과 연결 

되도록 노선을 우회시켜 지역연계 기능까지 겸하도록 건설하거나 또는 대도시 내 교통중심지에 

터미널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간선철도의 경쟁력은 저하된다. 철도계획에서는 노선건설 보다 

도 정류장 및 터미널의 배치와 연결교통망의 구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간선철도가 경쟁력 

을 상실하면 지역간 장거리 교통수요가 버스나 승용차와 같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전환되고， 

오히려 철도는 단거리 연계교통으로 전락된다. 실례로 서울에서 일산과 연결되는 지하철 3호선 

이나 분당과 연결하는 분당선은 모두 중간지점의 우회도가 심하여 장거리 통행에서 자동차 교 

통보다도 교통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다 서울에서 일산 · 분당방면의 광역교통 승객이 지하철을 

기피하고 노면교통을 선호하는 것은 이처럼 철도계획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때문이다. 또 다른 

실례로서 우리나라 도시의 도심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철도역은 60년대 이후 거의 모두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됨으로서 철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처럼 간선철도와 지역연계 교 

통간의 기능분담이 분명치 못한 경우 교통효율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교통비용의 상승과 혼잡가 

중으로 사회적 손실이 확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철도계획이 지역간 철도나 도시철도 모두에 있어서 기본목표를 교통효율 

의 최대화에 두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일본의 대도시 철도역이 

도심지역에서 계속 확장 • 발전되고， 서구 선진국이 도시 내 기존철도역을 지역간 간선교통의 도 

시 내 허브가 되도록 중앙터미널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도시 내 철도역을 

간선철도와 도시교통을 일체화 시키는 종합터미널 체계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했 

다. 또한 서울의 지하철 노선이 선진도시와 비교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설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승환역에서 노선간의 연계성이 극도로 불편하게 건설된 것 등， 이러한 

모든 정책과오는 중앙정부 차원에 교통효율목표의 달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실천하는 교통행 

정 기능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림 2)는 우리정부의 교통정책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그동안 국가기 

간교통망 계획에서 초대형사업인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장거리 교통수요의 

주요 시장인 서울-대전-대구-부산 간의 선형이 일차적으로 계획단계의 당초안과는 상당히 왜곡 

되었고， 그 다음은 경부고속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호남고속철도와의 승환역을 천안 • 아산역으 

로 결정하고 수천억 원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나，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이를 다시 오송역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양 고속철도체계는 공사기술상의 문제로 불 

완전한 승환체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속철도의 효율저하는 계속해서 국민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당초 계획에는 없던 중간역으로써 오송， 김천， 경주， 울산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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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축 고속전철 타당성조사(본 사업과는 아무 관계없는 1회성 단순연구용역) 

노태우(선거공약) 대통령 취임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 및 기본설계 시행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 확정 · 발표(천안역 환승교차 등) 

천안~대전 구간부터 착공 

건설계획 l 차 수정 

대전， 대구의 지상역 계획 • 지하로 변경 

경주노선변경(화천리) 

건설계획 2차 수정(경주역 • 신경주역으로 변경 등) 
. 경부고속철도 l 단계 개통 

: 완공된 천안 교차역 • 오송역으로 변경， 양 간선고속철도의 승환체계 근본적 변화， 천 

안~공주간 우회노선으로 변경 

건설계획 3차 수정 

대전， 대구의 지하역 계획 • 지상으로 변경 

김천， 울산 중간역 추가 

〈그림 2> 경 부고속철도의 건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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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추정사업비 변화비교〉 

(단위: 억 원) 

사업비 
보고서 개통년도 운영비 

건설비용 차량비용 소계 

경 부고속전철기 술조사(koti， 1991 ) 46,380 12,494 58,874 24 1.5(1998개통) 

기 본계 획 보완(koti ， 1997) 156,137 20,157 176,294 82.1 (2005개통) 

* 기본계획안(서울-천안-대전(지하)-대구(지하)-경주-부산)노선에 대한 비용임 

신설하여 지방연계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간선고속철도의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경부고속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과 부산 양 대도시에서의 터미널 입지와 구조의 문 

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철도와 같은 간선교통의 효율과 수익성은 대도시 터미널에서 

의 연결교통(Hub & Spokes)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가장 중요한 서울 

의 터미널 입지와 구조부터 먼저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노선부터 서둘러 먼저 계획 · 건설하는 

수순을 택하는 바람에， 서울측 터미널이 서울역， 용산역에 이어 일직역으로 기본계획을 계속 변 

경하면서 건설되었지만 아직도 불완전하다. 당초의 예상대로 일직역이 경부고속철도의 터미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전망은 어둡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류해 온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지역 터 

미널 문제는 교통효율의 증대를 위해 어떻게든 풀어야 할 앞으로 남은 또 하나의 과제이고 그것 

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건설과정에서 드 

러난 계획행정의 파행성을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건설 사업비의 추정을 들 수 있다 초기 기본계 

획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사업비를 총 5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확정발표 하였으 

나， 곧 이어 보완계획단계에서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7조 7천억 원으로 수정하여 사업을 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정계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까지 증가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현설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실패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에 걸쳐 런던 외곽에 종합 

터미널인 도크랜드를 건설하여 최고의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본 사업은 복잡한 교통수단체계를 한데 묶어 이틀 상호간에 편리한 승환이 가능하도 

록 대형 복합터미널의 건설사업을 주변 일대의 불량지역 재개발 사업과 함께 시행하여 성공시 

킨 것이다. 그것은 개발규모 뿐만 아니라 지하철， 철도， 경전철， 페라， 노면교통들의 각 수단들이 

효율적으로 연계토록 한 건설기술 면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도크랜드 개발사 

업이 오늘날 20세기 교통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명성을 얻은 데에는， 기존의 교통수단들 

과 토지이용이 복잡하게 얽힌 도심부 지역에서 대형교통체계시설을 재개발 기법을 통해 효율적 

으로 구축하는데 성공한 영국식 교통정책행정의 성과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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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크랜드 AI하 경전칠의 뱅크역 터미널 처|겨 I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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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의 결과 현재는 최고의 교통요충지이며 업무중심지로 탈바꿈 되었지만 ‘도크랜드’의 

과거 역사를 보면， 18-19세기 런던이 해상무역으로 번창했던 시기에 카나리 부두였으나 20세기 

들어 무역항 기능의 쇠태와 함께 불량지구로 방치된 상태였다. 1960년대 들어 당국은 런던 도심 

과의 지하철을 연결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1982년 영국 중 

앙정부는 20-30년 장기개발 사업으로 도크랜드 건설계획을 결정하고 런던동부 외곽지역의 재개 

발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된 경전철망 개발에 착수하였다. 도크랜드 

경전철은 첫 노선을 1987년까지 13km를 개통한 뒤， 2006년 현재까지 총 40km의 경전철 노선이 

개통되었다. 도크랜드 경전철망 건설의 중요성은 건설 당시 그 인근에 이미 수개의 지하철 노선 

과 지상의 철도망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교통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모든 수단들과 편 

리한 승환이 가능하도록 종합터미널을 구축하는 과정에 고도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 

시킨 영국의 교통정책행정에 있는 것이다. 

〈그림 3)은 도크랜드 경전철망을 연계한 지하종합터미널(Bank station)과 관련된 노선망을 보 

인다. 종합터미널은 지하철， 경전철은 물론 지상의 철도와 버스， 택시， 그리고 테임즈강의 페리 

등과도 승환이 가능한 구조로 건설되었고， 터미널건물은 복합개발 방식으로 대형 • 고층화하여 

여행관련 편익시설부터 다른 모든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이 사업은 런던의 도시교통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켰을 뿐만 아니라 런던 동부의 광대한 불량지역을 최고의 업무 중심지역 

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개발 목표를 함께 달성했다. 따라서 그 동안 도크랜드 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민관의 모든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기대 이상으로 이미 올렸고， 이제 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12년 영국 올림픽게임을 위한 관련 사업에 최종목표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 교통행정의 정체성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 교통관련 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됨으로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 

고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교통정책행정 기능의 분산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 

제점은 국가적으로 교통문제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발전시키려는 교통행정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가 어려운 점이다. 정부행정 조직은 국가경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각 기능별로 분담케 함 

으로서 정책행정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994년 정부는 교통정책 행 

정기능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종래에 건설과 도로행정을 주관하는 건설부와 철도 · 해운 • 항 

만 • 항공 행정을 관장하는 교통부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부로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중간에 정치 

적 과정으로 해운 · 항만 부문이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어 반쪽 통합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통합 이후에도 정부기능에서 교통정책 행정기능은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소관 업무의 성격상 정책수립 업무보다도 사업집행 업무가 월등히 강 

하다. <표 9)에서 227n 부처와 18개 청으로 구성된 정부의 총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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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예산과 사업비 비중(2006) 

구분 소관 세출예산(비율) 정원 인건비 총사업비(비율) 

재정경제부 6,639,795( 3.6%) 817 400,030 6,239,765( 4.7%) 

교육인적자원부1) 28,540,223(1 5.7%) 29,709 26,299,540 2,240,683( 1.7%) 

통일부 755,193( 0.4%) 550 24,288 730,905( 0.6%) 

외교통상부 879,990( 0.5%) 2,192 232,036 647,954( 0.5%) 

법무부 1,665,120( 0.9%) 27,162 1,151 ,725 513,395( 0.4%) 

국방부 22,512,865(1 2.4%) 903 7,100,348 15,412,517(1 1.7%) 

행정자치부 23,529,468(1 2.9%) 2,213 117,626 23,411 ,842(1 7.7%) 

과학기술부 2,071 ,580( 1.1 %) 450 21 ,149 2,050,431( 1.6%) 

문화관광부 966,435( 0.5%) 2,033 95,644 870,791( 0.7%) 

18부 농림부 4,962,719( 2.7%) 3,946 161,528 4,801 ,191( 3.6%) 

산업자원부 1,595,105( 0.9%) 1,191 58,947 1,536,158( 1.2%) 

정보통신부 5,176,432( 2.8%) 33,217 1,351 ,890 3,824,542( 2.9%) 

보건복지부 9,706,335( 5.3%) 1,359 146,813 9,559,522( 7.2%) 

환경부 4,180,223( 2.3%) 1,655 68,676 4,111,547( 3.1%) 

노통부 732,089( 0.4%) 4,270 196,456 535,633( 0.4%) 

여성가족부 872,939( 0.5%) 185 7,744 865,195( 0.7%) 

건설교통부 28,034,991(15 .4%) 4,203 225,140 27,809,851(21.0%) 

해양수산부 2,413,949( 1.3%) 4,168 197,684 2,216,265( 1.7%) 

기획예산처 3,858,608( 2.4%) 409 19,482 3,839,126( 3.2%) 

법제처 17,937( 0.0%) 222 10,197 7,740( 0.0%) 
4처 

국가보훈처 2,391 ,395( 1.5%) 1,231 47,770 2,343,625( 2.0%) 

국정홍보처 61 ,351( 0.0%) 328 15,880 45,471( 0.0%) 

18청 18개청 합계 12,107,891 ( 6.6%) 141,253 5,935,923 6,171,968( 4.7%) 

총합계 182,109,815(100.0%) 49,915,768 132,194,047(100.0%) 

주 1)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세출 예산 중 공립 및 사립교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자치단체 이전 

세출예산 24，809，532백만 원을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켰음. 

출처; 기획예산저， “2006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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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15.4%를，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21.0%를 접할 정도로 

건설교통부는 그야말로 슈퍼 규모의 부처이다. 우선 정부 각 부처의 규모로 볼 때 건설교통부는 

업무의 규모가 타 부처와 비교하여 불균형일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하고， 또 두 가지 종류의 이 

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전통적 건설부 업무인 주택， 토지개발， 건설 등의 사업부문과 교 

통정책 행정부문과의 이질성 때문에 그동안 10여년 동안의 운영경험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시간 

이 더 흐르더라도 건설교통부 체제하에서 교통행정이 자생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고본다. 

해운·항만 부문과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업무가 분리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건설교통부 행정은 종래의 막강한 건설부쪽 행정(예컨대 주택 · 부동산 · 개발건설사 

업 등) 업무에 휩쓸려 교통부문 정책개발의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건설교통 

부가 관장하는 업무 중 건설 · 개발 같은 사업부문 행정이 정책계획 행정을 압도하는 것은 바람 

직스럽지는 않지만 조직의 생리상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이제까지의 관행처럼 

복잡한 교통체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통정책의 중요 사안을 그대로 지나치 

기 쉽고 그것이 특히 정치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심하다. 그동안 아주 

중요한 교통관련 사안들이 정책사안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decision 

making)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된 경우가 너무나 많 

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사전에 인식하고 적기에 대 

처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교통행정의 정체성 부족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교통행정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교통행정 부문을 독립시키 

고 여기에 해운 • 항만 • 자동차운전자 관리 등과 같이 이제까지 분산된 다른 교통행정부문을 통 

합하여 선진국처럼 독립된 교통부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부처와의 

업무균형 변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부문을 독립시켜 강화시키는 것은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된다. 교통부를 독립시켜 교통정책 행정의 주체로서 격상시켜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 

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 각 부처별 규모의 균형상 건설교통부의 비중이 너무 높아 국가 

적으로 중요한 교통정책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 건설교통부 체제하에서 교통행정의 정체성을 잃고 건설사업 행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21세기 우리사회의 발전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서비스 산업위주로 발전할수록 정부기능 중에서 교통정책 

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사회발전의 이러한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정부 

가 1994년 건설교통부를 통합한 것은 단기적 효과만을 노리고 교통행정의 정체성을 실종시킨 

큰 실책을 범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춰 교통정책 행정의 정체성을 하 

루속히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현재처럼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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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 
·종합교통정보센터 
.교통순찰대 

교통관리과 
·교통관제 
운전면허 

기타시·도 

교통지도과 
·교통안전계 
.교통관리계 

·고속도로순찰대 

<그림 4> 한국의 중앙정부(건설 . 교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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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총생산액에 대한 산업부문별 비중 변화〉 

국가 한국 일본 

λ끊댁E 1993년 2006년 1970년 2005년 

건설업 12.1 6% 9.08% 7.7% 6.3% 

운수·창고·통신업 6.74% 7.1 9% 6.9% 6.9% 

국민총생산액 263,198 십억 원 753,802 십억 원 73,345 십억 엔 501 ,403 십억 엔 

통부 조직 내에서 교통행정기능을 활성화시켜 교통행정의 정체성을 자생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교통부 기능을 독립해서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러 

나 그동안 건설교통부 운영경험으로 볼 때 막강한 건설사업 행정과 고도로 기술적인 교통행정 

을 모두 함께 수행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교통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설혹 성공할 수 있 

을지라도 너무나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참고로 양 행정부문이 통합된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토교통성으로 통합되기 반세기 이전부터 

철도성으로부터 시작된 운수성의 행정기능이 공고하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 후에도 운 

수행정의 정체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도계획 • 개발을 중시 

하는 교통정책행정의 경험이 역사적으로 전혀 없다. 이제라도 우리정부가 네트워크 중심의 교통 

정책행정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은 교통 행정부를 독립 · 설치하여 교통행정의 정체성부터 확립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비효율적 교통체계를 개조하여 효율을 향상시 

키고， 또 타성에 젖은 기존 관행을 뚫고 통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한 단계 격상된 위상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타파해야 될 기존 

관행 중에는 그동안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옹 우리사회의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권에 대 

한 제도개혁이 포함된다. <그림 4)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 교통관련 부서의 변천 과정 

을보인다. 

IV. 선진 교통행정체제의 사례 

한국 

현재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두드러진 특정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자동차·도로교통의 발달에 

비하여 철도부문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국가교통체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인 것; 일반적으로 

종합터미널 기능이 크게 결핍되어 교통수단간 일관교통체제를 거의가 이룩하지 못하는 것; 또 

대도시 지역의 철도역이 대부분 지역간 교통의 도시 내 허브로 발달되지 못한 결과 지역간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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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연계과정에서 도시교통혼잡으로 큰 장애를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사 

회가 자동차대중화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서 일상 국민생활에서 도로교통의 비중이 절대적인데 

도로교통행정의 핵심이 (중앙)경찰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일반 도시행 

정의 범주에 속하는 도로교통행정을 관할함으로서 첨단기술의 수용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장애가 많은 것도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정틀이 곧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비효율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로인해 수많은 

고질적 교통문제가 우리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람과 화물 교통에 

있어서 모두 에너지 소비량이 지나치게 높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여 도로교통 위주 

의 발달로 교통문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하여 지역간 철도나 도시대 

중교통의 운행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시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이 증가하고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은 것 등이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주요 원인은 곧 경제사회발전 수준과는 걸맞지 않 

게 낙후된 우리나라 교통행정체제의 후진성에 있는 것이다. 

〈그림 4)은 우리나라 교통행정체제의 얼개와 역사적 변천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19세 

기말부터 일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그들은 한반도의 산업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는 목표로 철도를 부설하였고 해방 이전까지 현재의 노선망 형태를 거의 완성 

하였다. 해방으로 일인이 철수한 후 한국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철도망의 건설과 확충을 추진하 

기 보다는 기존의 철도망을 유지 · 이용하는 형태의 업무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동 

안 철도정책행정은 새로운 노선의 건설보다는 기존 노선의 보수 · 정비 · 개선 그리고 영업부문 

에 치중한 행정이었다. 

사회발전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로 한국철도는 한동안 교통부산하 독립기관인 철도청에 의 

해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국토개발이라는 기치를 들고 설치된 건 

설부가 도로건설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교통부는 본부 내에 철도정책계획 기능이 없 

고， 산하에 있는 일선사업 부서인 철도청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또 70년대 후반에 

는 항만건설을 중시하는 조치로서 교통부 산하에 항만청을 설치하였다. 그렇지만 교통부가 중앙 

부처로서 해운·항만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지는 못하고 항만청이 벌리는 항 

만건설사업을 취합하는 정도의 기능이었다. 

따라서 도로행정을 중앙정부 업무로서 건설부가 활발히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철도 · 항만 등은 

형식만 중앙부처 소관이지 계획 · 정책기능이 거의 없는 형국이었다. 그것은 교통부 소관의 철 

도 • 항만이 도로부문에 필적할만한 중앙부처의 정책행정기능이 없이 사업위주의 일선 기관에 의 

해 관장됨으로서 상대적 열세에 놓인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편 교통부 소관의 도시지역 대중교통 

계획과 건설사업이 건설부 소관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사업과 상충되는 등의 행정적 문제도 감 

지되었다. 경제발전으로 우리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교통문제로 인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교통행정기능의 이러한 불균형이 국가교통정책 수행에 큰 장애요소임을 사회가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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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 90년대 중반에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건설부와 교통부의 양부를 통 

합하여 건설교통부를 출범시켰다. 당초에는 교통에 관해서 육해공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행 

정을 건설교통부가 주관할 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였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해운항만청을 주축으로 한 해운 · 항만 부문은 건설교통부에 통합되지 못하고 

중앙부처로서 별도의 해양수산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도로， 철도， 해운 • 항만， 

항공의 각 수단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누어서 정책 · 행정을 분담 

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통행정 체제의 특정을 요약하자면， 

첫째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철도를 국가간선 교통체계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정책행정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내에 철도사업을 전담하는 각료급의 행정부를 독립적으 

로 설치한 경험을 이제까지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통수단별 핵심 정책기능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양 부처로 분리해 통합되고 있 

으나， 각 부서가 관장하는 교통수단별 그리고 각 요소별로 업무가 소관기관으로 분절되고 있어 

서 하나의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맥락에서 긴밀히 상호 조정하기가 어려운 체제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는 교통건설 사업에서 수단간 연계를 중시한 일관교통 체계로 구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 및 지역 이기적 요구와 정치적 인기주의에 의한 선심공약 등이 개입하여 교 

통계획 과정이 원칙 없이 표류하기 십상이고 그 결과로 교통사업이 당초의 계획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장치가 없다. 

셋째， 종래의 건설부와 교통부 기능이 통합한 뒤 이제 14년이 경과하였으나 교통행정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설행정부문에 압도되어 약화된 것이 교통행정의 정체성 상실을 초 

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기반으로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생활에서 서 

비스 부문의 비중은 높아진다. 사회의 발전추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비스 산업위주로 발전하 

고 있지만， 교통행정의 정체성이 결핍된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조직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 

요구를 반영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국 

영국은 역사상 선진국 발달의 기초가 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또 그 발상지이었기에 산업화 

의 역사가 선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따라서 영국은 수세기 전부터 철도를 국 

가기간 교통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철도망 구축 사업에 착수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그렇게 100여년 이상을 철도망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20세기 들어 다시 자동차대중화 

교통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영국의 교통행정체제는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다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과거 오랫동안 철도위주 교통행정의 전통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 

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림 5)는 오늘날 영국의 교 

통 관련 행정체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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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그림 5> 영국의 중앙정부(건설.교통관련) 

외 20개 부서 

펀련혈린 
Greater London Author“Y 

런던광역도시계획원(1963) 

Greater London Council 

런던수도권전억에대한 

도로，철도，메리，터미딜 등 
교통계획수립 

괜쪽권뭔 
Local Polic~ Authority 

런던광역교통칭 
Q0001 

Transport for London Authority 
• 런던수도권의 모든교통계획 

• 런던 수도권의 도로， 신호 • 묘지， 
터미일，유람선， 지하철 등 

교통시설관리 
• 혼잡통행료， 택시면허， 버스 등 운수행정 
• 운영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달 

기타부서 

Metropolitan Police Police ofLondon City 
Authority 도시교통통제 

·신호·관제 

·사고조사 

지억정책 

광억단위의자치경찰 

County(주) 
County Borough(특 멸 시) 
Borough(보통시) 
Urban District(읍) 
Rural District(먼) 

월도 및 국가기간 교통망극 

국제교통망및환경국 

해운， 항만， 해안경비， 사고조사， 항공， 
위험물，교통안전，환경 및 국제교통관계 

계획정책재정국 

도로국 

도시 및광억교통국 

교통안전 운수사업，물류국 

도로 및 차량안전기준 등 산하 외청 관리 

지방행 • 재정 

도시정책 

노숙자대책 

주택통계등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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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식 교통행정 체제의 중요한 특정은 중앙정부에 도시 • 건설행정과 분리하여 별도로 교통 

부(Dept. for Transport)7r 존재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주택시장， 도시정책， 지역개발， 지 

방행 · 재정 등에 관한 업 무는 지 방정 부부(Dep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가 관장하 

고， 교통부는 도로， 철도， 해운 · 항만， 항공 등의 모든 교통수단에 관한 정책 • 행정을 통합해 관 

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교통부는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자동차 교통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산하에 다음과 같은 방대한 일선행정기구(Executive 

Agency)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크게 주목할 만하다. 

영국 교통부 산하 일선행정기관 

• 운전 · 자동차 면허관리청(Driver and Vehic1e Licensing Agency): 운전면허， 차량등록/갱신 등 

• 영업용 차량 및 운전자 관리청 (Vehic1e and Operator Service Agency): 영업용 교통의 안전관 

리 및 작업환경 등 

• 운전평가관리청(Driving Standards Agency): 차량안전검사， 운전 재교육 등 

• 신규차량인증검사청(Vehic1e Certification Agency): 신규차량 안전도 검사 등 

• 고속도로운영 관리 청 (Hi방lway Agency) 

• 해사 · 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해양안전과 연안경비 

• 정부차량운행청(Government Car and Despatch Agency): 국가차원의 대인， 대물 이동 

• 철도교통경 찰청 (British Transport Police): 철도안전/보안유지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교통행정을 우리나라처럼 교통수단이나 물리적 요소로 분절하여 관 

장하지 않고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그리고 국제교통망 등과 같 

이 통합적 교통체제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서 특히 철도의 정책 · 행정은 국가기간교통 

망의 핵심으로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자동차 대중화 시대와 함께 도로교통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교통단속 • 신호관제 등의 행정을 중앙경찰이 아닌 지방경찰이 관장함으로서 일반서비스 행 

정의 효율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주 행정업무는 일반적으로 국가치안， 범 

죄， 수사， 경비 등의 분야인데， 도로교통 관리는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행정 분야이다. 따 

라서 영국 경찰은 전자의 행정을 중앙경찰이 그리고 후자의 행정은 지방경찰이 서로 분담하여 

수행토록 함으로서 경찰행정과 교통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모범국 

가인 영국은 오늘날 중앙경찰제를 탈피하여 대부분이 지방자치경찰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수도 

인 런던수도권에 대해서만 국가경찰인 수도경찰이 병존한다. 영국 지방경찰의 특정은 그 권한을 

3등분하여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위원회(Local Police Authority), 그리고 지자체장이 임명한 지방 

경찰청장(Chief Constable)의 3자가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 3두 체제 (Tripartite System) 또는 3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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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Tripartite Arrangemεnt)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정이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특정은 독특한 영국식의 광역행정기구이다. 런던 수도권 지역은 런던시 

정부와 주변지역의 지방정부들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런던 수도권 지역 

의 모든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계획， 운영， 관리를 해당 지방정부의 개업을 일체 배제하고 런 

던광역교통청 (Transport for London Authority)이 일괄해서 관장하는 것이다. 런던광역교통청의 전 

신은 1963년에 설치된 런던 광역도시계획원(GLC: Greater London Council)인데 교통에 관한 운영 

관리 기능까지 확대하여 관장하게 되었다. 정부조직 체계에서 런던 광역교통청은 준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런던 광역교통청은 런던 시 도심의 혼잡통행료 징수에서부터 런던 시 주변 지방정부 

관할의 모든 교통시설의 계획， 운영， 관리 등의 업무까지 관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런던 수도 

권 지역 내 모든 교통계획 • 운영 • 관리의 행정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런던광 

역교통청의 권능이 각종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들을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로 계 

획 • 관리할 수 있게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처럼 지자체간 불협화와 갈등 

으로 인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모범적 광역행정체제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교통 

단속 • 신호 · 관제 등의 도로교통행정도 런던 수도권 지역 내 각 행정구역단위별 지방경찰청이 

아닌 수도경 찰청 이 라는 하나의 광역경찰기구가 총괄해 관장함으로서 광역수도권 지 역 내 교통 

관리행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미국 

미국의 교통정책행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영국식 얼개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영토면 

적이 방대하고 또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행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3층 구 

조로 교통정책 행정기능도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그림 6) ). 먼저 교통부문에 관 

한 국가적 기본정책의 입안과 국가적 기간교통망시설(예컨대 항공， 철도， 해운항만， 연방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수송 등)의 관리 그리고 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행정은 연방정부의 몫이 

고 그 이외의 업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된 형태를 갖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행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되는데， 연방경찰은 범죄수사와 치 

안을 주 임무로 하고， 교통행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지방경찰은 다시 주(state) 경찰과 군 

(county) 그리고 시 (city) 경찰로 구분되는데， 교통단속과 같은 도로교통 업무는 군 또는 시의 최일 

선 지방경찰이 담당하고， 주 경찰은 간선고속도로의 순찰 •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경찰이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및 교통범칙 정보 · 기록까지 우리 

나라처럼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교통부서， 즉 주 정부에서는 교통부(State 

Dept. of Tr없lSpO없tion) 시 정부에서는 교통국(P이ice Department)이 관장하는 것이다. 

연방행 정 부에서 는 주택 • 도시 개 발부(Department for Housing & Urban Development)와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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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건설.교통관련 부처 

외 20여개 부서 

| 뉴옥시정부 | 
N.Y. City Ç;overnment 

주택/보존/ 

개발국 
i 

Dep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도시개발 
·도시재개알사업 

’ | 뉴욕시주택정 | 
N.Y. City Housing Authority 

·건설국 

·부동산국 
.환경국 

·운수사업국 

.교통체계유지국 
·교통안전국 

수단간안전국 

.지역계획사업국 

·수단통합교통국 

·자동차등록국 

·운전면허국 
·자동차보험국 

·자동차안전검사국 

.교통단속국 
(Traffic Violation) 
·자동차사고기록국 
• 자동차부군출장소 

·운전면허시험군출장소 

외 13개부서 

·교통정잭 
·항공및국제업무 

.연방항공국 

·연방고속도로국 

.연방철도국 
·도로안전국 

·연방대중교통국 
·센트로렌스해로개알공사 

.해운항만국 

.연구기술개발국 

•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수솜안전국 

.연방자동차안전국 
·교통통계국 

·지상교통기관위원회 
• 연안경비대(coast gua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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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Transportation)가 서로 독립된 부처로서 교통정책행정을 일괄하여 통합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 교통부 조직은 장관(Secretary) 아래 2명의 차관(Dε'puty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과 5명의 차관보(Assistant Secretary)를 두고 있는데 이들 5인의 차관보는 각각 교 

통정 책 (Assistant Secretary for Transportation Policy), 항공 및 국제 협 력 (Assistant Secretary for 

A viation and intemational Affairs), 재정， 정부간 정책조정 그리고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미 

연방 교통부 소속의 주요부서는 다음과 같다. 

• 연 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연방고속도로국(Federal Hi앙lway Adrninistration) 

• 연 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 도로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연 방대 중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 센트로렌스해로개발공사(St. Lawrence Seaway Development Corporation) 

• 해 운항만국(maritime Administration) 

• 연구기 술개 발국(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 파이프라인및위험물수송안전국(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rninistration) 

• 연방차량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 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 지 상교통기 관위 원회 (Sur삶.ce Transportation Board) 

주행정부(State Govemment)에서 교통정책 행정부서의 특징은 첫째 행정조직에서 교통부와 분 

리되어 별도로 설치된 자동차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가 자동차교통 관련 행정을 전담하 

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의 주정부 자동차부는 영국이 교통부 산하에 두고 있는 방대한(자동차 

도로교통 행정을 위한) 일선행정기구를 한데 묶어 주 행정부 기능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에 관 

한 기능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는 핵심부문이 경찰에 있고 나머지는 건설교통부， 관련 경제부 

처 그리고 지방정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교통부는 연방교통부가 제시한 국가 

교통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정부 관할하의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들을 유지관리하고 관 

련된 정책 • 행정을 수행한다. 

두 번째의 특정으로는 주행정부 조직에서 관할지역 내의 건설 사업이나 주택 • 부동산， 지역개 

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부처는 없고， 교통부가 그러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주정부에서 교통부는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동 

차부를 독립척으로 설치하여 운전면허， 교통단속을 비롯하여 자통차관련 모든 행청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뉴욕주 교통부와 자동차부의 주요부서와 업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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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정부， 교통부의 주요부서 

• 건설국(Office of Construction) 

• 구조물국(Office of Structures) 

• 부동산국(Office of Real Est없e) 

• 환경 국(Office of Environment) 

• 교통체 계 유지 국(Office of Transportation Systems Maintenance) 

• 도로교통안전국(Office of Traffic Safety & Mobility) 

• 교통공안국(Office of Modal Safety & Sec삐ty) 

• 지 역 계 획 개 발국(Office of Regional Planning & Program Coordination) 

• 수단통합교통국(Office of Integrated Modal Seπice) 

뉴욕 주정 부， 자동차부(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주요업 무 

• 자동차등록(Vehicle Registration) 

• 운전면허(Driver License/Leamer Permit) 

• 자동차보험 (Insurance) 

• 자동차안전검사(Inspection) 

• 교통단속관련민원(Traffic Ticket Pleas and Hearing) 

• 운전자기 록(Driver Record): 교통범 칙 (Traffic Violations) 

• 자동차사고기 록(Motor Vehicle Accident Reports') 

• 자동차부 군 출장소(County Office of DMV) 

• 운전면허시험 군 출장소(County Office of Road Test) 

세 번째의 특정은 연방교통부가 기본적인 교통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간 

선교통망에 대해서도 물적 계획(physical planning) 및 건설 • 관리 등의 업무는 주정부의 교통부 

가 주로 관장하는데， 주 교통부는 이에 관한 행정을 교통수단이나 물리적 요소로 분절하여 관장 

하지 않고 수단통합교통(Integrated Modal Service), 교통체계유지(Transportation Systems 

Maintenance) 등 교통수단간 일관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 행정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영국 교통부가 교통행정의 물적 시설의 대상을 교통수단이 아니라 수단통합적 교 

통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접근하는 행정체제를 갖춘 것과 대단히 유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적인 것은 도시지역에서 교통관제 • 신호 · 표지 등의 도로교통 관리를 시정부 

의 교통국이 관장하는 것이다. 통행체계의 기본얼개가 영국과 비슷하지만， 런던시에서는 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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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교통관제 업무를 관장하는 것과는 달리， 뉴욕시는 그 업무를 교통국이 다른 일반 교통행정 

업무와 함께 일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시 (지방)경찰 (N.Y. Po1ice Department) 

은 교통순찰과 단속업무에 국한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식이 기술행정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뒤늦게 근대화 대열에 합류한 일본은 서구 열강의 철도망 건설을 본받아 19세기 하반기 명치 

유신 때부터 내무성에 철도청(Japanese Government Railway)을 설치하여 일본 열도에 철도의 건 

설을 본격 착수하였다. 곧 이어 일본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철도건 

설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은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총력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07년 종래의 철도청을 각료급의 철도성으로 승격시키고 1947년에는 

다시 철도총국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철도성은 차후 교통정책행정의 주무부서가 된 운 

수성(1945)이 탄생되기 38년 이전부터 이미 일본 교통행정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 <그림 7) ). 

패전 후 일본이 군국주의를 버리고 민주정부로의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운수성을 설치하였 

다. 일본은 1945년 정부조직에 운수성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교통정책행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도 운수성 산하로 편입되 

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철도가 건설되었고 건설된 많은 철도 노선이 운 

행 •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 노선의 영업과 함께 철도사업을 독립회계 방식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49년 일본국유철도공사(JNR: Japanese Nationa1 Railway)를 운수성 

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일본의 운수성은 철도를 위시하여 국가기간 교통시설인， 해운 • 항만， 항공， 도로 등의 모든 교 

통수단을 총괄하여 교통정책행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역사를 반세기 이상 지켜 온 부처이다. 

그리고 2001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종래의 건설부와 통합하여 현재의 국토교통성으로 개편 

되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현재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와 같이 과거의 

건설성 기능과 운수성 기능이 통합된 행정부 조직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교통부와는 달리 일 

본의 국토교통성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그 뿌리가 I세기 이전부터 철도망 건설사업을 

주관한 철도성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국가교통정책의 핵심 부처로 자리잡은 철도성과 운수성에 그 뿌 

리가 있기 때문에 건설성을 흡수 · 통합하는 형태의 조직특성을 갖는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조 

직의 역사와 발달과정이 교통정책행정이 확고한 기반으로 성숙된 후이기 때문에， 통합 후에도 

교통정책행정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건설 • 도로행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는 종래의 건설부가 교통부를 흡수 · 통합한 



<그림 7> 일본의 중앙정부(건설 .교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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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대조적이다. 참고로 일본이 고속철도기술의 개발을 위해 그동안 

철도 선진국 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 보다 한발 앞선 1950년대부터 착수하여 오늘날 일본의 

신간선을 탄생 시킨 것은 일본의 교통정책 능력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도로교통에서 중요한 신호 · 관제， 교통사고 • 안전 등의 업무를 우리나라처 

럼 경찰이 관할하고 있지만， 중앙경찰이 아닌 지방경찰이 관장한다는 점이다. 지방경찰은 지역 

(또는 도시) 행정을 관장하는 지방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관리와 같이 첨단형 기술이 

집약되고 또 대민 서비스 성격이 강한 도로교통의 관리행정에 중앙경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관리행정을 중 

앙경찰과 분리하여 지방경찰이 관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 

이다， 

세 번째 특정은 일본사회가 자동차 대중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서 일반 행정에서 자동차교 

통 관련 행정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즉 국토교통성이 국가교통체계에 대응하여 도 

로국， 철도국， 항공국， 해사국， 항만국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와 대등한 위상으로 자동차교통국을 

설치하여 자동차교통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교통국은 여객운수업과 화물운수업 

의 행정관리， 교통사고와 안전， 자동차 보험， 자동차 안전 인증과 리콜， 차량안전 및 정비점검 등 

의 일반 행정업무 이외에 자동차 등록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정보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대 

중화 시대에서 사회안녕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종합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업무가 건설교통부와 중앙경찰 그리고 지방정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자동차 교통행정이 행정적 맥락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의 

자동차 교통행정은 미국의 주행정부의 자동차부와 같은 독립적 행정부처나 또는 영국 교통부 

산하의 일선 자동차행정 기구와 같은 수준으로 까지 특화된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동차교통행정을 거의 서구 수준에 준할 정도로 통합하여 특 

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끝맺는 말 

현재 우리나라 교통체제의 두드러진 특정은 자동차 · 도로교통의 발달에 비하여 철도부문이 

지나치게 낙후되어 수단간 불균형이 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교통수단과 시설은 일 

관교통체계를 목표로 통합개발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 교통효율이 아주 낮고， 

또한 대도시를 연결하는 간선교통이 도시교통의 허브로 종합터미널을 구축하지 못하여 간선교 

통수단의 효용이 저하되고， 도시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교통체계는 

대기오염의 발생과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션진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 

는 근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부문은 정책행정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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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주 책임부처가 불분명하여서 자동차교통 시대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후진성을 보 

이고 었다. 

10여 년전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교통행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건설 

교통부(1994)를 만들었다. 건설교통부는 종래에 건설부문과 도로를 주관하는 건설부와 철도 · 해 

운·항만·항공을관장하는교통부를통합하여 국가교통정책행정의 통합적 수행을목표로하였 

으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운 · 항만부문이 해양수산부로 분리해 나가는 바람에 반쪽 통합에 그 

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통합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교통투자 결정의 불합 

리성이 통합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교통수단간 통합성을 위한 기능이나 교통체계효율을 

중시하는 행정이 진작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통합 후에도 운영방식에서 교통정책 기능이 없이 수단간 투자비 

율이 고정된 통합전과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비록 형식적 수준 이었지만 종 

래까지 교통부가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책임부처라는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통합후에 교통행정 

의 정체성이 사라진 데에는 정부부처의 업무규모로 볼 때 슈퍼규모에 속하는 건설교통부가 교 

통행정을 중시하는 온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행해 온 교통정책 행정을 다음의 4가지 평가기준 즉， 교통투자결정의 합리 

성， 교통정책의 통합성， 교통효율목표의 실천성 그리고 교통행정의 정체성 면에서 평가하면 우 

리의 교통행정체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통합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교통정책행정체제의 결함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하는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조직상의 교통정책 행정체제를 시급히 개편하여 선진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OECD국가에 들 정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시설인 교통체계가 이처 

럼 비효율적인 것은 큰 문제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처럼 선진국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철도시대 

를 놓치고 뒤늦게 자동차 시대에 맞추어 교통정책행정이 시작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선진국 

들은 과거에 오랫동안 철도위주의 국가간선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정부행정체제로 구축한 

역사를 바탕으로 20세기 자동차시대의 교통행정을 접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이 선진 

국의 교통정책행정체제를 교통수단이나 시설로 분절하여 관장하지 않고네트워크」와 통합시 

스템으로 접근하는 전통을 확립시킨 것이다. 

철도교통의 특정은 교통정책행정을 물리적 교통수단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최종적 

교통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수단 통합적 그리고 일관교통체계로 파악할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같은 논리로 철도의 도시 내 터미널과 일관교통을 위한 종합터미널 구축을 강조하고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행정체제는 교통수단 또는 시설요소에 의해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서 통합교통체제의 구축이 힘들다. 최근에 건설한 경부고속철도의 성과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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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고속철도가 국가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이라는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없는 초 고용량의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는 식으로 추진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현재 교통정책행정체제의 한계이다. 

서구 선진국은 교통부를 독립부처로 설치하여 교통정책행정을 총괄하여 경제사회발전을 주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역사적으로 철도성에서 발전한 운수성이 건설성을 흡수 · 통 

합하는 형식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서구와 같이 통합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교통정책행정의 전 

통을 확립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시대에서 사회적 비중이 높은 

건설과 도로부문을 주관하는 건설부가 교통행정을 부분적으로 흡수 · 통합하는 형국이었기 때문 

에 교통행정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하여 국 

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탈냉전과 함께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등장한 

동북아물류 중심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수이다. 이를 위 

해 우리는 이제라도 현재의 국가교통정책 행정체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선진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자동차교통관련 행정을 교통행정기능의 중심으로 복원시켜 선진국과 같이 자동사시대 

에 알맞은 교통행정체제를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 도로 • 철도 • 항공수단에 더해 해운 · 항만을 추가하여 선진국처럼 모든 교통수단을 단 

일부처가 통합적으로 계획 • 관리하는 국가교통정책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셋째， 기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현재의 수단별 

시설별로 분절된 교통관련 행정기능을 r네트워크」위주 행정체제로 개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조직하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교통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 방안은 현재의 건설교통부 업무에 추가하여 경찰의 자동차교통 관련행정과 해운 • 항만 업 

무를 통합시켜 모든 교통관련 행정을 한 부처로 통합시킨 후，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교통정 

책 행정기능을 활성화시켜 선진형으로 발전하는 방안이다. 

다른 한 방안은 건설교통부에서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독립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타부처에 

분산된 이상의 다른 2가지 교통부문을 통합시켜 교통부를 독립해 설치한 후 새로운 조직으로 

교통정책 행정기능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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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가지 개편 방안을 비교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번째 대안이다. 즉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정책행정을 독립시키고 여기에 지금까지 타 부처에 분산된 자동차교통관련 

업무와 해운 • 항만 업무를 통합시켜 완전한 교통정책행정을 총괄하는 교통부를 독립해 설치하 

는 것이다. 선진제국은 정부조직을 이와 같은 체제로 교통행정을 중시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의 건설교통부 조직의 틀 내에서 교통정책행정의 선진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비해서， 새롭게 통합적 교통정책행정 기능을 갖춘 교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본 연구가 강력히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다. 첫째 정부조직상 각 부처의 업무 규모로 볼 때， 건설교통 

부는 현 상태에서도 불균형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하다. 여기에 타부처에 분산된 교통부문의 

2가지 업무를 추가한다면， 정부조직 관리면에서도 비생산적이 되고 교통정책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부구성과 건설교통부의 조직역사를 볼 때， 기존의 건설교통부 조직이 철도중심의 네 

트워크」 축과 통합교통체계 위주의 행정체제로 변신하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지난 14년간의 건설교통부 경험에서도 이미 실증되었고 또 건설관련 

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관계로 교통행정의 정체성이 경시되는 조직풍토이다. 현 건설교통부 

체제하에서 자생적으로 선진형 교통정책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너무나 점진적이고 

성공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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