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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세안은 인구 6.4억 명 규모이며, 그 중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급격히 증가
하는 젊고 역동적인 성장 지역이다. 이 경향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
시의 교통혼잡 문제는 중소도시의 급성장과 더불어 점차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세계 다자·양자원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 전체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흐름을 따르다보니 원조의 효과성 및 원조의 주도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교통인프라 구축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 노하
우를 결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정
부의 원조 효과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효과가 극
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교통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 경제규모, 교
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아세안 중
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
형별 대중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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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
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
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라오스 비엔티안(도시유형Ⅰ), 미얀마 만달레이(도시
유형Ⅳ),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도시유형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결
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5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주요 사
업분야 및 추진 방식을 제안하였다. 사업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아세안 중소
도시 교통사업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별 선택적 교통사
업을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
통전략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이
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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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United
Nations(2018)1)는 장래 도시인구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도시인구 비율은
2018년 55.3%에서 2030년 60.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징적
인 것은 중소도시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다. 인구규모가 50만 명에서 500
만 명 사이의 중소도시는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비교하여 인구증가율도
높고 경제성장 속도로 빠르다고 예측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에서의 인구증
가와 경제성장 속도는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도시 개발이 무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새로 파
생되는 교통수요는 도시지역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제때에 확충되지 못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도 지연되고 있다. 아세
안 중소도시에서 교통 분야의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원조자금은 대부분 대도시에
투입되어 왔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WB(World
Bank, 세계은행),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
국제협력단) 등 막대한 원조자금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국제기구는 대도시에서
다양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는 대
도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뒤따랐다. 그럼
에도 우리나라는 주요 원조국가와 추세를 같이 하여 대도시에 원조자금을 집중

1) United Nations. 2018, The World’s Cities in 2018(Data Boo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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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성과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조기류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전략을 차별화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보다 많은 관
심과 자금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지원 요구이다. 2018년 아세안 정상회담
에서 ASCN(ASEAN Smart City Network,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이 채
택되면서 많은 아세안 중소도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주요국가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경쟁력에 손색이 없다. 아세
안 도시의 스마트시티 지원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기술력과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기업이 아세안 중소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as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는 대부분의 연구가 아세안 국가의 대도시에 초점을 두어 왔다. 향후 아세안 중
소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지원방향이 연구되어야 하며, 나아
가 우리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기업의 해
외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회경제
및 교통 특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전략수립 방향
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로의 진
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적 도시교
통 지원전략 및 우리기업의 진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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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대상도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중소도시로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의미하며, 브루
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조대상국
에 중점을 두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는 개략적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한다.
중소도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윤영
외(2013)2)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도시 정의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
르면 각 연구마다 중소도시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도시 인구규모가
100만 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에서 정의하는 중소도시는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데,3) 인구규모에 따라 지역을 대도시(Mega City), 대중도시(Large Middle
City), 소중도시(Small Middle City), 소도시(Small City), 농촌지역(Rural
Region)으로 구분하고 있다.4) 용어 의미로는 대중도시, 소중도시, 소도시를
중소도시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교통사업 추진여건 상 일정 수준의 교통수
요가 창출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도시를 중소도시에 포함시키기에는 어
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중도시와 대중도시를 포함하는 인구
50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를 중소도시로 정의한다.
2) 정윤영 외, 2013, 「우리나라 중소도시 특성과 네트워크도시 형성」, 국토계획 제48권 제2호.
3) ASEAN Secretariat, 2018, “ASEAN Sustainable Urbanisation Strategy.”
4) 국가 무역(Cross-border trade), 물류(Logistics), 경제구역(Economic cluster), 위성도시(Satellite
region) 등의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구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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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본 연구의 대상도시
도시 분류

인구규모

대도시(Mega City)

500만 명 이상

대중도시(Large Middle City)

100만 명 ~ 500만 명

소중도시(Small Middle City)

50만 명 ~ 100만 명

소도시(Small City)

30만 명 ~ 50만 명

농촌지역(Rural Region)

30만 명 미만

주: 본 연구에서는 음영 처리된 도시를 대상으로 함.

나. 연구의 방법
아세안 중소도시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아세안이나 국제기구에서는
관련 보고서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세
안 중소도시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공여국에서 지원하
여 도출된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전략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중소도시의 사회
경제 여건, 교통분야 현안과제 및 개발수요 등을 검토한다.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고서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아세안 지역의 원조사업을 담당
하는 기관과 해외사업의 실적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 연구
성과를 도출한다.
사례 중소도시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시행하여 각 도시별 현안과제, 개발
수요, 계획사업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5) 나아가 한국대사관, KOICA 사무소, 국제기구 등 관계자와의 면담
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및 기회를 파악하도록 한다.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미나 혹은
워크숍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성과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5) COVID19의 영향으로 실제 면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 활용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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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6장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논한다.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현황을
분석한다. 사회경제 추이변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
세안 국가별 교통 현황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제도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별 교통분야 원조방향 및 우리기업
진출기회를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략적 교통특성을 분석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전략수립 시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중소도시 유형별 사례도시를 선
정하고 사례도시의 교통특성 및 개발수요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사례도시 분
석에서 도출된 결과는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핵
심자료로 활용된다. 5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특성 및
사례도시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다. 특히 아세안 중소도시의 핵심 교통전략을 선정하고, 우리나라와의 개발협
력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면서 우리기업 주도의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아세안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교
통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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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수행 흐름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아세안 지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세안 국가나 대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중소도시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훈기 외(2010)는 아세안 국가의 교통 인프라 수준을 진단하고 교통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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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국 및
공여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교통계획,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파
악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요구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분야 ODA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곽성일 외(2018)는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아세안
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우리기업의 경영실태 및 강점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우 외(2019)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 지역의 개발수요,
공여국의 전략검토, KOICA 주도의 ODA사업 등을 분석하여 KOICA 주도의
신남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분야 현안과제와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지
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주도의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 성과를 통해 실질
적 교통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아세안 중소도시로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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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과제명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곽성일 외, 2018)
▸(연구목적) 한국기업의 ASEAN 시장 진출방안과 진출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

1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
- ASEAN 인프라 개선현황 및 시장전망분석
- 일본과 중국의 ASEAN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전략 분석
- 한국의 ASEAN 시장 참여현황 분석
-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제시

연구방법론
과제명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사업 추진방향 연구
(이훈기 외, 2010)
▸(연구목적) ODA 원조동향을 파악하여 효율적 ODA사업 추진을 위한

주
요
선
행

▸문헌조사, 통계 분석, 기업의 경영실태 설문조사

시사점 도출하고,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진단을 통한
2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연
구

ODA사업 추진전략 제시
▸(주요연구내용)
- ODA 원조현황 파악
- ASEAN지역 ODA 수원국의 교통인프라 수준진단
- 교통ODA사업의 효율적 추진위한 정책방향 모색

연구방법론
과제명

▸문헌조사, SWOT 분석, 공여국 및 수원국 전문가와 담당자 설문조사
신남방정책의 KOICA 이행방안 연구(김석우·문경연·이진영, 2019)
▸(연구목적) ASEAN 중심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 KOICA의 이행방안
검토

3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
- ASEAN 개발 수요분석
- ASEAN에 대한 타 공여국의 전략분석
- KOICA의 신남방 ODA사업분석
- KOICA의 대 ASEAN 정책 및 전략개발

연구방법론

▸문헌 및 정책 분석, 통계 분석, 현지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연구목적 및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여건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시장진출을 위한

내용의 차별성
연구
차별성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기타 차별성

교통전략 수립방향 제시
▸국가 단위가 아닌 아세안 중소도시 단위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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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과 주요 경제권 비교
가. 인구 및 경제규모 비교
2010년대에 들어 아세안은 미래의 성장 시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부상
하고 있다. 아세안의 내적 성장 잠재력은 거대한 인구규모, 지속적인 경제규모
증가, 그리고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꼽을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
한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경
제권과 아세안 간 인구를 비교해보면, 2018년 기준 아세안 인구는 6억 5,000
만 명에 달하며 이는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
다. 주요 경제권의 2019년 국내총생산을 보면 아세안은 6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인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인도나 중남미 연합인 MERCOSUR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세안은 2010~18년 기간동안 평균 5.4%의 경제성장
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기준 3.1%보다 높은 성장률이다.6)

표 2-1. 주요 경제권의 인구 및 GDP 비교

국가 및 경제권

2018 인구
(백만 명)

2019 국내총생산
(십억 달러)

전세계 GDP 대비 %

ASEAN

654

2,973

3.5

중국

1,393

13,608

15.8

인도

1,353

2,719

3.2

미국

326

20,544

23.9
18.5

446

15,913

MERCOSUR

EU

264

2,505

2.9

NAFTA2)

489

23,478

27.3

일본

126

4,971

5.8

한국

51

1,619

1.9

1)

주: 1)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2)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6. 9).
6)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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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아세안 경제력(GDP성장률)

자료: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검색일: 2020. 6. 9).

2019년 아세안의 무역 대상국을 보면, 역내 무역이 22.6%로 가장 높았으
며, 한국은 교역 규모 순으로 6위(5.7%)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교역국가로 보
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2019 아세안의 주요 무역 파트너

자료: 한아세안센터(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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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아세안 무역 현황
아세안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과의 무역 규모는 단일 국가로서는 상당한 수준
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본 아세안 또한 교역 규모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우리나의 주요 교역 대상국을 보면, 중국(24.8%) 다
음으로 높은 순위(15.6%)를 차지할 만큼 경제 협력관계가 두터운 편이다.

그림 2-3. 2019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

자료: 한아세안센터(2019), p. 11.

한-아세안 무역 규모는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신남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무역량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무역 구
조를 보면 한국의 수출규모가 수입보다 더 큰 구조이며, 2019년 주요 수출입
품목으로는 ① 전자기기와 부품, 음향기기, TV ② 광물성연료, 광물유 등 ③ 원
자로, 보일러, 기계류 및 부품 등이 확인되고 있다.7)

7) 한아세안센터(2019), p. 94~95.

28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그림 2-4. 2010-2019 한-아세안 무역규모 추이

자료: 한아세안센터(2019), p. 11.

2019년 한-아세안 무역규모 중 회원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46%
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 순위로 싱가포르(13%), 말레이시아(12%), 인도네시아
(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 2010-2019 한-아세안 무역규모 추이

자료: 한아세안센터(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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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국가별 사회경제 현황
가. 인구 현황
전 세계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1.1%을 기록한 것
과는 대조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총 인구는 2018년 기준 연평균 1.3%의 증
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1.3%를 훨씬 상회하거나 유사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태국(0.2%)과
미얀마(0.8%) 인구가 아세안 연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8년 국
가별 인구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 편으로
두 번째로 많은 필리핀 인구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규모는 교통 인
프라의 수요 창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인구규모 상 상위권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인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더욱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밀도는 섬 국가인 싱가포르가 가장 높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높은 인구밀도를
보여준다. 인구규모가 큰 인도네시아의 인구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잠재 이용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철도역이나 버스정
거장과 같이 교통 결절점에서 이용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이용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분포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이 교통 인
프라 확충에 대한 잠재 이용수요가 높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 개발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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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아세안 국가별 인구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인구 규모
국가
브루나이

2008년
375

2014년
411.9

연평균
2018년
442.4

인구밀도

증가율

2

(명/km )

(%)
1.7

76.7

캄보디아

13,795

14,932

15,982

1.5

88.3

인도네시아

228,523

252,165

265,015

1.5

138.3

6,000

6,809

6,887

1.4

29.1

라오스
말레이시아

27,568

30,709

32,385

1.6

97.7

미얀마

49,708

51,991

53,625

0.8

79.3

필리핀

90,457

99,880

106,599

1.7

355.3

싱가포르

4,839

5,470

5,639

1.5

7,832.6

태국

66,482

67,003

67,832

0.2

132.2

베트남

85,119

90,729

94,666

1.1

285.5

ASEAN(10개국)

572,867

620,099

649,072

1.3

144.4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3-5.

그림 2-6. 대상국가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비교(2018년)

주: 싱가포르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자료.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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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현황
2018년 아세안 회원국별 GDP(국내총생산)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경제규모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이 17%로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고 있
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내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규모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규모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제규모가 인구규모와 비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싱
가포르의 경우 적은 인구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GDP를 나타내고 있다. 2018
년 기준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6만 4,567달러로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데 비해, 캄보디아는 1,540달러로 전 세계 125위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회원
국간의 경제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의 연평균 GDP 성장률(2008-2018)은 6.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일 기간 전 세계 연평균 GDP 성장률이 4.85%인 것과 비교해볼 때, 최근 10
년간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특히
CLMV 국가8)의 성장률은 매우 특징적이다. CLMV 국가는 최근 10년간 연평
균 GDP 성장률이 최소 8.3~13.1%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
프라 개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중소도시의 교통분야 개발 수요도
CLMV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브루나이의 경우,
연평균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유 의존도가 높
은 국가 특성상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경제 성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일컬어 CLMV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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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대상국가의 GDP 변화 추이
GDP(10억 달러)

연평균

1인당 GDP

2008년

2014년

2018년

증가율(%)

(USD 달러)

브루나이

14.5

17.1

13.6

-0.7

30,668

캄보디아

11.1

16.7

24.6

8.3

1,540

인도네시아

512.7

889.4

1,041.6

7.4

3,924

국가

라오스

5.3

13.2

18.1

13.1

2,628

말레이시아

231.4

337.5

358.4

4.5

11,067

미얀마

24.4

66.3

77.3

12.2

1,441

필리핀

173.4

284.9

329.1

6.6

3,087

싱가포르

192.2

314.8

364.1

6.6

64,567

태국

291.8

407.3

505.1

5.6

7,447

베트남

99.1

186.2

241.0

9.3

2,546

ASEAN(10개국)

1555.9

2533.6

2971.1

6.7

4,577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41-43.

전 세계 평균 GDP를 상회하는 아세안 국가별 GDP를 인구 1인당으로 계산
해보면, 아세안의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싱가포
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1인당 GDP가 10,000달러
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인구 규모 대비 경제 규모가 작으며, 저부가가
치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의 산업별 GDP 비율을 보면,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는 3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
유국으로 분류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브루나이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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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아세안 국가별 1인당 GDP 비교(2018)

자료: ASEAN Secretariat(2018-2019), p. 43.

표 2-4. 산업별 GDP 비율(2018)
1)

2)

3)

국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브루나이

1.0

62.2

36.7

캄보디아

23.5

34.4

42.1

인도네시아

13.3

41.4

45.2

라오스

17.7

35.5

46.8

말레이시아

7.6

38.8

53.6

미얀마

23.3

36.3

40.4

4)

필리핀

9.3

30.8

59.9

싱가포르

0.0

26.6

73.3

태국

8.1

32.4

59.5

베트남

16.3

38.0

45.7

주: 1) 1차산업: 농업, 어업, 삼림업 부문.
2) 2차산업: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및 수도 등 공익사업 부문.
3) 3차산업: 도소매업, 교통, 숙식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부문.
4) 2017년 자료.
자료: ADB Key Indicators Database(검색일: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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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국가 산업별 GDP 비율(2018년)

자료: ADB Key Indicators Database(검색일: 2020. 6. 3).

산업별 고용률은 산업별 GDP 비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두 비율을 비
교하면 해당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다. 브루나이는 2차 산업 GDP
비율이 63%에 달하는 데 비해 해당 분야의 고용률은 25.8%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자동화 공정 등을 통한 2차 산업 부문의 생산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1차 산업 GDP 비율이 15% 전후에
불과하지만 고용률은 56~71%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결과에서 해당 부문의 생산 효율성은 크게 뒤처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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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가 산업별 고용률(2018년)

주: 1) 1차산업: 농업, 어업, 삼림업 부문.
2) 2차산업: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및 수도 등 공익사업 부문.
3) 3차산업: 도소매업, 교통, 숙식업,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부문.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36.

세계은행에서 조사하는 LPI(Logistic Performance Index, 물류성과지수)
를 보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LPI 순위 30권 밖으로 밀려나 있
으며, 대체로 물류 인프라, 통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
다. 정부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
다 보니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물류 인프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다. 또한 비효율적인 통관 시스템으로 인해 추적 및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회원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파
악하여 물류 인프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LPI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6~18 LPI 순위를 비교해보면 특히 베트남, 라오
스의 순위 상승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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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8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국가

LPI 순위
(2016 순위)

LPI 세부항목(순위)
LPI 점수

통관

물류

국제

물류

물류

인프라

수송

역량

추적

적시성

싱가포르

7(5)

4.00

6

6

15

3

8

6

한국

25(24)

3.61

25

22

33

28

22

25

태국

32(45)

3.41

36

41

25

32

33

28

베트남

39(64)

3.27

41

47

49

33

34

40

말레이시아

41(32)

3.22

43

40

32

36

47

53

인도네시아

46(63)

3.15

62

54

42

44

39

41

필리핀

60(71)

2.90

85

67

37

69

57

100

브루나이

80(70)

2.71

73

89

113

77

88

80

라오스

82(152)

2.70

74

91

85

83

69

117

캄보디아

98(73)

2.58

109

130

71

111

111

84

미얀마

137(113)

2.30

131

143

144

128

143

108

자료: 고영경 외(2019, p. 104, 재인용).

아세안 회원국별 사회경제적 현황을 종합해보면, 국가별 경제 및 인구규모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각 국가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가. 교통 인프라
1) 인프라 경쟁력 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141개국에 대한 인프라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가 도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 37

로 및 철도뿐만이 아닌 인프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1위로 평가되고 있는 반
면,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경우 교통 인프라 경쟁력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므
로 신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인프라 전체 경쟁력 순
위가 비슷한 국가라 할지라도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각각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인프라 전체 경쟁력이 70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도로 인프라가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태국
은 철도 인프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표 2-6. 대상국가의 인프라 경쟁력 지수
국가

교통 인프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력

ICT

브루나이

47.8

66.5

n/a

62.6

52.4

98.2

75.4

캄보디아

42.4

42.7

n/a

44.7

42.9

90.6

55.4

인도네시아

56.1

52.6

61.1

65.2

55.8

94.7

55.4

라오스

45.3

44.3

n/a

49.3

34.1

95.2

44.2

말레이시아

66.4

72.4

67.6

74.8

70.0

97.0

71.6

미얀마

-

-

-

-

-

-

-

필리핀

41.5

44.8

23.0

52.3

44.7

94.7

49.7

싱가포르

91.7

90.9

80.1

95.5

90.8

100.0

87.1

태국

56.8

56.6

30.3

67.3

51.4

98.1

60.1

베트남

52.2

40.1

43.3

49.7

47.3

93.5

69.0

주: 2019년 기준으로 141개국에 대한 경쟁력 점수를 의미함.
자료: Klaus Schwab(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 도로
교통 인프라는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세안은
회원국별로 경제 규모의 편차가 큰 만큼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도 큰 차이를 보
인다. 도로 총 연장을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
으나, 국토 면적당 도로 밀도를 보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순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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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로 연장에 비해 도로 밀도가 상당이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어 국토 면적 대비 구축된 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도로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
우 도로 총 연장에 비해 도로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때, 다양한 교통 수
요를 반영한 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로 인프라의 질적 평가항목으로 구분되는 포장 비율은 국가의 경제 수준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의 포장 비율이 90% 이상인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제수준이 낮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도로포장 기술
부족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한 포장도로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기 포장도로의 질
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2-7. 대상국가의 도로 인프라 현황(2018)
국가

2

도로연장(km)

도로밀도(m/km )

포장비율(%)

브루나이

3,059

530.6

93.6

캄보디아

62,442

344.9

17.8

1)

281.4

60.6

1)

252.8

15.5

1)

717.7

76.6

미얀마

162,766

240.6

32.8

필리핀

32,933

109.8

96.0

싱가포르

3,515

4,868.4

100

인도네시아

539,415

라오스

59,870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237,022

456,487

889.6

1)

1,119.1

370,664

2)
1)
1)

71.8
1)

71.0

주: 1) 2017년 자료.
2) 2016년 자료.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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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국가별 도로 밀도 및 포장 비율(2018년)

주: 1) 2017년 자료 =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2) 2016년 자료 = 인도네시아.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147-149.

3) 철도
철도 인프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
지만, 여객 및 화물의 대량 수송을 통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긴 철도 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얀마는 기존 철도의 유지보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한정적이며, 열차 운행속도
또한 표정 속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또한 구축
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훈
기, 2010).
철도 수요는 대체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증감 변동이 있으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철도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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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대상국가의 철도 인프라 현황(2018)
국가

2

철도연장(km)

철도밀도(m/km )

브루나이

n.a.

n.a.

캄보디아

652.0

3.60

1)

2.90

인도네시아

5,560.6

라오스
말레이시아

3.5

0.01

1)

5.55

1,833.0

미얀마

6,112.3

9.03

필리핀

528.7

1.76

싱가포르

n.a.

n.a.

태국

4,115.1

8.02

베트남

3,160.01)

9.54

주: 1) 2017년 자료.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150.

표 2-9.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량
(단위: 백만 인km, 백만 톤km)

구분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2008년

2010년

n.a.

2012년

n.a.

2014년

n.a.

2016년

n.a.

2018년

n.a.

n.a.
-

-

-

-

-

-

인도네시아

19.0

20.3

15.3

15.2

21.6

-

라오스

n.a.

0.4

0.9

1.2

0.1

0.1

여

말레이시아

1,468.0

1,528.9

1,216.1

618.0

272.0

178.0

객

미얀마

5,482.0

5,335.6

3,921.2

3,465.9

3,111.9

3,073.0

필리핀

26,645.0

31,404.0

35,448.6

35,809.3

30,484.6

55,820.6

n.a.

n.a.

n.a.

n.a.

n.a.

n.a.

태국

8,570.0

8,414.5

7,981.6

6,957.7

6,654.4

6,580.5

베트남

싱가포르

4,560.0

4,377.9

4,600.6

4,481.9

3,391.2

-

브루나이

n.a.

n.a.

n.a.

n.a.

n.a.

n.a.
0.0

캄보디아

51.0

0.03

0.0

0.0

0,0

인도네시아

5.5

7.0

7.3

9.5

11.2

-

라오스

n.a.

-

-

-

-

-

화

말레이시아

1,350.0

1,483.0

1,564.0

1,741.0

1,349.0

1,315.0

물

미얀마

905.0

1,085.2

1,041.0

812.4

706.0

728.7

필리핀

n.a.

n.a.

n.a.

n.a.

n.a.

n.a.

싱가포르

n.a.

n.a.

n.a.

n.a.

n.a.

n.a.

태국

2,857.0

2,582.0

2,342.0

2,294.9

2,646.5

2,769.1

베트남

4,171.0

3,960.9

4,023.4

4,311.5

3,208.7

-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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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등록대수
아세안 통계연보(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9)에서 제시된 4륜차
등록대수를 보면,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4륜차 등록대수가 아세안 총 등
록대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등록
대수가 많은 편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아세안 평균 7.3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가 10% 이상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4륜차의
증가 추세가 높은 편이므로, 이를 통해 장래 도로 인프라 이용수요 및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표 2-10. 차량 등록 대수(4륜차)
(단위: 천 대)

연평균
국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

브루나이

205.6

113.7

238.0

294.0

390.4

409.0

7.94

캄보디아

215.5

261.0

271.2

344.3

525.8

441.8

8.30

61,685.1

76,907.1

94,373.0 113,354.0 128,069.0 130,562.0

8.69

인도네시아

768.6

1,008.9

1,288.3

1,577.2

1,850.0

1,978.0

11.07

말레이시아

라오스

17,970.0

20,189.0

22,702.0

25,101.2

27,613.3

28,738.2

5.35

미얀마

1,994.0

2,299.0

3,614.3

4,908.0

6,126.3

6,801.0

14.61

필리핀

5,891.0

6,634.9

7,463.0

8,081.0

9,252.0

10,411.0

6.53

895.0

946.0

970.0

972.0

956.0

962.0

0.81

25,511.6

27,530.0

31,439.6

34,681.8

36,124.6

37,059.3

4.24

947.0

1,274.0

1,590.0

1,837.0

2,516.0

2,902.0

13.25

116,083.4 137,163.5 163,949.4 191,150.4 213,423.3 220,264.2

7.38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EAN
(10개국)

주: 승용차, 트럭, 택시, 버스를 포함.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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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2륜차 등록대수 역시 인도네시아가 과반수 이상의 월등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베트남과 태국의 2륜차 등록대수가 높은 편이
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의 급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1. 차량 등록 대수(2륜차)
(단위: 천 대)

연평균
국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증가율
(%)

브루나이

3.5

2.6

4.0

6.0

10.3

10.3

12.74

캄보디아

188.9

236.6

233.5

303.2

465.0

381.4

8.12

47,683.7

61,078.2

76,381.2

94,243.0 106,538.0 108,594.0

9.58

인도네시아

623.3

804.2

1,005.0

1,218.0

1,413.0

1,504.0

10.28

말레이시아

라오스

8,487.0

9,442.0

10,590.0

11,629.0

12,677.2

13,173.1

5.01

미얀마

1,609.0

1,881.0

3,153.2

4,162.0

5,122.7

-

15.58

필리핀

2,983.0

3,482.2

4,117.0

4,489.0

5,330.0

6,174.0

8.42

146.0

148.0

144.0

144.0

143.0

142.0

-0.31

싱가포르
태국

16,448.5

17,322.5

19,169.4

20,327.8

20,276.8

20,501.4

2.48

베트남

25,273.0

31,155.0

36,894.0

41,197.0

47,131.0

54,063.0

8.82

103,445.9 125,552.3 151,691.3 177,718.9 199,106.9 204,543.2

7.89

ASEAN
(10개국)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20. 3. 11).

아세안 회원국이 높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4륜차/2륜
차 등록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4륜차의 등록대수가 2륜차에 비
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2륜차의 등록대수가 훨씬 많
아 2륜차가 여전히 주요한 개인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연평균 증가율은 4륜차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2륜차에서 4륜차
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면 심각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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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얀마의 경우 2/4륜차 모두 14% 이상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
이므로 향후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 또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1. 국가별 2/4륜차 연평균 증가율(2008-2017 기준)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20. 3. 11).

5) 공항 및 항만 인프라
아세안 회원국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항공 및 항만
수요 또한 급속한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평균 국제공항여
객의 연평균증가율(2008~18)은 18.93%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원국 중 평균 증
가율을 상회하는 국가로는 라오스(25.50%), 인도네시아(22.63%), 태국(21.42%),
미얀마(18.24%)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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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국제 공항여객 수요
(단위: 천 명)

연평균
국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증가율
(%)

브루나이

1,555

1,699

1,681

1,647

1,726

1,744

1.15

캄보디아

2,879

3,052

3,997

5,169

6,201

9,376

12.53

인도네시아

4,102

6,614

9,938

23,103

26,692

31,556

22.63

238

482

642

921

944

2,306

25.50

20,918

27,574

32,396

39,984

43,490

43,490

7.59

미얀마

836

1,212

2,034

3,187

4,027

4,465

18.24

필리핀

12,840

14,451

17,432

19,402

23,796

27,396

7.87

싱가포르

36,288

40,924

49,910

53,288

58,158

58,158

4.83

태국

32,854

130,315

178,362

183,112

211,894

228,760

21.42

베트남

9,140

10,725

13,,203

15,332

20,682

20,682

8.51

121,653

141,856

177,559

214,165

256,298

688,737

18.93

라오스
말레이시아

ASEAN
(10개국)

주: * 표시는 2017년도 자료임.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20. 3. 11).

아세안의 국제 항만의 화물수요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
얀마(10.79%)와 캄보디아(9.98%), 인도네시아(8.13%) 의 연평균증가율이 아
세안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내
고 있다. 공항 및 항만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의 경우 공항 및
항만의 인프라 투자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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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제 항만 화물 수요
(단위: 천 톤)

연평균
국가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증가율
(%)

브루나이
캄보디아

948

1,050

1,212

845

1,846

1,350

3.60

4,042

5,328

9.98

982,350 1,172,091

8.13

2,057

2,208

2,659

3,423

536,470

567,208

597,665

653,270

n.a

n.a

n.a

n.a

n.a

n.a

말레이시아

414,952

449,787

500,578

541,744

569,120

569,120

3.21

미얀마

12,465

19,798

24,584

27,276

32,550

34,745

10.79

필리핀

73,897

96,598

117,899

135,099

149,393

149,393

7.29

인도네시아
라오스

n.a

싱가포르

515,415

503,341

538,021

581,268

593,297

593,297

1.42

태국

147,286

130,315

178,362

183,112

211,894

228,760

4.50

베트남

136,090

154,154

173,704

n.a

255,473

281,486

7.54

1,839,580 1,924,459 2,134,684 2,126,037 2,799,965 3,035,570

5.14

ASEAN
(10개국)

주: * 표시는 2017년도 자료임.
자료: ASEAN Stats Data Portal(https://data.aseanstats.org, 검색일: 2020. 3. 11).

나. 에너지 현황
아세안의 전력 수요는 연 평균 6% 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0년과 2018년 아세안 에너지믹스를 비교해보면 주로 수송부문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연료 수요변
화량을 보면 발전소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석탄의 수요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
였다. 이는 최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반하는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아세안은 석탄 사
용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대기질 저하로 인해 환경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재정적인 한계와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1차 에
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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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아세안의 화석연료 수요 및 에너지 믹스 변화(2000~18)

주: 1) Mtoe = million tonnes of oil equivalent.
2) 기타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지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등.
3) 고체 바이오매스의 전통적인 활용 방식 : 나무, 동물 분뇨, 숯 등의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 보통 굴뚝 없이 바닥에
돌을 괴고 불을 피우는 방식.
자료: IEA(2019a), p. 9.

수송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석유 에너지의 사
용량이 전체 수송 부문의 86%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천연가스나 전기 부문의 사용량이 낮은 것으로 보아 CNG 버스나 전기
모빌리티의 도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수송 부문의 CO2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 국가 총 CO2 발생량 대비
수송부문의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태국(30.8%)이며 말레이시아(28.9%), 인도
네시아(28.5%), 필리핀(27.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국가들은 수송 부문에
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 CNG 버스 및 전
기 모빌리티 도입 추진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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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사용량(2017)
(단위: ktoe)

국가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전기

총계

브루나이

448

-

-

-

448

캄보디아

1744

-

-

-

1744

47,472

13

1,850

n.a.

49,335

인도네시아
라오스

n.a.

n.a.

n.a.

n.a.

n.a.

20,380

148

379

39

20,946

미얀마

1,875

159

-

-

2,034

필리핀

11,375

-

462

10

11,847

싱가포르

2,283

6

-

237

2,526

말레이시아

태국

23,515

1,965

1,778

16

27,275

베트남

12,663

4

-

-

12,667

아세안

122,704

2,295

4,470

302

129,770

주: n.a = 관련자료 없음.
자료: IEA 홈페이지(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tables?country=WORLD, 검색일: 2020. 5. 29).

표 2-15. 국가 및 수송부문 CO2 발생량(2017)
(단위: 백만 톤)

국가

수송 부문

국가 총 CO2
발생량

총 발생량

국가 총 발생량 대비
수송부문 비율(%)

도로

브루나이

6.7

1.3

19.4

1.3

캄보디아

10.8

5.3

4.0

4.5

인도네시아

496.4

141.7

28.5

124.5

n.a.

n.a.

n.a.

n.a.

211.0

60.9

28.9

58.9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30.4

5.9

19.4

4.3

필리핀

126.5

34.4

27.2

30.0

싱가포르

47.4

6.9

14.6

6.7

태국

244.3

75.3

30.8

71.6

베트남

191.2

38.2

20.0

35.8

아세안

1,173.5

331.7

27.1

301.8

주: n.a = 관련자료 없음.
자료: IEA 홈페이지(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data-tables?country=WORLD, 검색일: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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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발전소의 전기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2018년 발전량은 2000년 발전
량의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비율 변화를 보면 석유 대신 석탄의
활용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천연가스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수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졌다.

그림 2-13. 아세안 발전소 에너지 믹스 및 비율

주: 1) TWh = terawatt-hours.
2) 기타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자료: IEA(2019a), p. 32.

아세안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6% 정도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
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기 에너지의 비율은 전 세계 평균값에 못 미치고 있
으며, 비교군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최종 에너지의 전기화(electrification) 현상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
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계 및 시스템 동력의 최종 에너지원을 전
기로 대체하여 화석 연료의 직접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
기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최종 에너지원의 전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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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결국 최종 에너지원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
당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4. 아세안 전력소비 성장률 및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율

자료: IEA(2019a), p. 31.

회원국별 2018년 국가 수준의 전기 접근성 비율을 보면, 미얀마와 캄보디아
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95%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에 적절한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어 생산되는 전기를 국토 전역에 골고루 송전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특히 국가 수준의 전기 접근성 비율이 낮은 미얀마의 경우, 도시
와 지방의 전기 접근성 비율이 56%p 만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
가 수준과 도시의 전기 접근성 비율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의 도시화
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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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전기 접근성 비율

국가

국가 수준

도시

지방

2018

2018

＞ 95%

＞ 95%

＞ 95%

72%

＞ 95%

64%

98%

＞ 99%

96%

2000

2010

2018

브루나이

＞ 95%

＞ 95%

캄보디아

＜ 5%

23%

인도네시아

53%

67%

라오스

43%

75%

95%

＞ 95%

93%

말레이시아

＞ 95%

＞ 95%

＞ 95%

＞ 95%

＞ 95%

미얀마

5%

24%

43%

82%

26%

필리핀

74%

80%

＞ 95%

＞ 95%

95%

싱가포르

＞ 95%

＞ 95%

＞ 95%

＞ 95%

＜ 5%

태국

82%

＞ 95%

＞ 95%

＞ 95%

＞ 95%

베트남

76%

＞ 95%

＞ 95%

＞ 95%

＞ 95%

자료: IEA(2019b).

다. 정보통신 이용 현황
아세안에서 정보통신 부분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
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조사한 2018년 거주자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 수
를 보면, 라오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100 이상의 가입수가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1인당 최소 1.1개 이상의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국가별 휴대전화 가입 수 차이가 1인당 국민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125위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와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전 세계 6위인 싱가포르
사이에 29.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휴대폰 보급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000년과 2018
년을 비교해볼 때 회원국별로 최소 2배에서 최대 147배에 달하는 급격한 상승
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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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휴대전화 가입 수 및 인터넷 사용 비율
1)

휴대전화 가입 수
국가

인터넷 사용 비율(%)2)

(단위: 100명당)
2000

2018

2000

2017

브루나이

28.51

131.93

9.00

94.87

캄보디아

1.07

119.49

0.05

32.45

인도네시아

1.73

119.34

0.93

32.29

라오스

0.24

51.86

0.11

25.51

말레이시아

22.08

134.53

21.38

80.14

미얀마

0.03

113.84

0.0

30.68

필리핀

8.28

126.20

1.98

60.05

싱가포르

68.19

148.82

36.00

84.45

태국

4.85

180.18

3.69

52.89

베트남

0.99

147.20

0.25

58.14

자료: 1) ITU Statistics website, Country ICT DATA_mobile-cellular subscriptions(검색일: 2020. 5. 26).
2) ITU Statistics website, Country ICT DATA_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검색일: 2020.
5. 26).

그림 2-15. 휴대전화 가입 수 및 인터넷 사용 비율

자료: 1) ITU Statistics website, Country ICT DATA_mobile-cellular subscriptions(검색일: 2020. 5. 26).
2) ITU Statistics website, Country ICT DATA_Percentage of Individuals using the Internet(검색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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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별 인터넷 사용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사용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지
만, 2000년-2017년 증가된 비율을 보면 약 최소 2.3배에서 최대 60배에 이를
정도로 아세안 전반에 걸쳐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인터넷 사용 비율은 대체로 회원국의 경제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회원국의 경제력이 높
은 편에 속하고 있다. 회원국 중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사용 비율이 거의 60
배 증가함에 따라 그 성장 속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
로, 아세안 회원국은 휴대폰을 활용한 정보통신 분야에 상당한 접근성을 보이
고 있으며,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별 PPP 제도 현황 및 특징
가. 국가별 PPP 제도 분석9)
1)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산하 경제기획개발부(JPKE:
The Department of Economics Planning and Development)에서 해외
PPP 사업(정책 연구, 홍보, 모니터링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기획개발
부 위원회(JKTR Committee)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
다. 또한 브루나이는 2015년에 PPP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제도적 및 사업개
발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9) UNESCAP(2017), PPP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n Asia and the Pacific. 내
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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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2015년 기준으로 캄보디아는 경제재정부(M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산하에 PPP 전담 기관(PPP Unit)과 위험관리 전담기관(Risk
Management Unit)을 신설 및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PP 전담
기관은 경제재정부 산하 예산총괄부(General Department of Budget)의 투
자부(Department of Investment) 소속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PPP 전
담 기관의 역할은 타당성 조사, 관련 부처의 인력 지원, 조달, 협상, 사업 평가
부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담기관은 경제재정부 산하 협력 및 부채
관리부 소속으로 신설될 계획이며, 해당 전담기관은 정부의 보증 또는 사업 투
자에 대한 위험 평가로 인해 야기된 우발성 부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캄보디아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또한 민간 투자제안을 평가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캄보디아는 PPP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반면에 양허 계약(Concession
Contract)에 따라 민간이 출자한 인프라 사업의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허법
(Concession Law)이 2007년에 제정되었다.

3) 인도네시아
제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여러 기관이 PPP 사업 권한을 소지하고 있다. 국
가개발계획부(BAPPENA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산하 PPP 전담 기관은 PPP 사업 심사, 우선순위 결정, 가이드라인 제
공 및 정보 확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조정부(CMEA: Coordinating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장관이 의장직을 역임하는 인프라 우선
순위 개발추진 위원회(KPPIP: Committee of Infrastructure Priorities
Development Acceleration)는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사무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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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는 부채 및 위험관리총
국(Directorate General of Dept and Risk Management) 산하에 P3CU라
는 PPP 전담기관을 2015년 설립하였으며, 이 전담기관은 KPPIP이 적정 사업
을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사업개발기금(PDF: Project Development Fund)
를 활용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제안된 사업이 사업이행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10)을 지원받을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보증 및 기타 재정 지원
(인도네시아 인프라 보증 기금 등) 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 권한을 갖는다.
BAPPENAS 규정 제4호(2015)는 지방정부 및 타 부처하에 설립될 PPP 부
서 및 조달 위원회의 책임과 PPP 사업의 조정을 위한 절차상 가이드라인을 명
시하고 있다.

4) 라오스
2017년 기준 라오스는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투자진흥국(Department of Investment Promotion)에
PPP 전담 TFT를 신설하였다. PPP 전담 TFT는 PPP 사업의 감독, 이행, 추진,
역량개발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및 제도 개발 및 회전 기
금(Revolving Fund)11) 형태의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Facility)12)
을 담당할 예정이다. 인프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PPP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
며, 2015년 6월 기준으로 PPP 법령의 7차 수정안이 작성되었다.

10)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상업성(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PPP 사업에 대해 정부 및 공공 부문
이 재정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11)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며 타 기관을 위해 지출된 경우 지출한 원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총액은 감소 없이 지출, 상환 및 재지출이 이루어져서 운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금을 의
미한다.
12)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성 검토, 설계 및 견적 등) 또는 경제개발사업의 시범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합
하여 지원하는 한도방식 차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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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PPP 전담기관(Public Private Partnership Unit, 3PU 또는
UKAS: Unit Kerjasama Awan Swasta)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사업 선별,
평가, 협상, 의무조항 구성 등을 포함한 PPP 사업의 발굴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3PU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민간투자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무상 형태의 이행자금(Facilitation Fund)을 관리하고 있다. 3PU의 국장이
의장직을 역임하는 PPP 위원회에서는 PPP 사업의 평가를 감독하고 있다.
2009년에 도입된 PPP 가이드라인에서는 PPP에 적합한 사업 구분, 제안서 작
성 절차, 입찰자의 자격 조건, 운영 모델, 지불 구조, 사업 승인 절차에 관해 명
시하고 있다.

6) 미얀마
2016년 6월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PPP 전담기관 및 PPP 법이 존재하지 않
으며,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해당 부처 산하 사업
평가 및 진행보고국(PAPRD: Project Appraisal and Progress Reporting
Department)과 투자 및 기업 관리국(DICA: Director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의 검토를 거쳐 PPP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
부 장관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근거하여 PPP
사업의 평가 및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PPP 법 또는 가이
드라인이 부재한 관계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에 근거하여
PPP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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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리핀
국가경제개발기구(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산하 PPP 센터(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에서 PPP 사업을 조정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으며 PPP 사업 개발, 국가 집행기관 및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기술지원, 정책 개선, 중앙 PP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중인 PPP 사업의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분석, 재무적 타당성 및 재무 구조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회전
기금형태의 사업개발 및 모니터링기금(PDMF: 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acility)과 PPP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전략적
지원기금(Strategic Support Fund) 또한 운영하고 있다. PPP 법은 1994년에
수정된 BOT(Build-Operate-Transfer)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8)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PPP 전담기관이 부재한 대신에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에서 PPP 사업, 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담당하고 있으며 PPP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재무부는 PPP 자문위원회(PPP Advisory
Council)를 구성하여 PPP 사업을 발굴하는 공공기관 및 범 부처간 갈등 해결
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PPP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PPP
사업 추진 시 PPP 가이드라인과 일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 태국
태국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가기업정책실(SEPO: The
State Enterprise Policy Office)에서 PPP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동시에 총
리가 위원장을 역임하는 고위급 PPP 정책 위원회(high-level PPP Policy
Committee)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업정책실은 PPP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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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및 내각의 승인을 위해 국가 PPP 전략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PPP 계
획 관련 정보 공유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PPP 조
달 절차 및 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 신설된 PPP법은 사업 승인 절
차를 명시하고 PPP 사업의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0) 베트남
베트남은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하
공공조달관리청(The Public Procurement Management Agency) 내에
PPP 사무소(PPP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PPP 사업 총괄 기관으로서 PPP
사업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PPP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또한 국가운영위원회(State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하여 권한을 가
진 국가 기관의 PPP 사업 발굴 및 착수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PPP에 관한 제
15법령(The Vietnam Decree 15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2015
년 4월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PPP 사업의 발굴, 준비, 시행
에 관한 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기존의 108 법령(Decree 108)에서 명시한
BOT, BTO, BT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PPP 시범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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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대상국가의 PPP제도 비교 분석
정책 체계

법률 체계

PPP 정부 기관

지침(Guideline)

브루나이

제한된 PPP 관련 정책

없음

없음

정부 조달 지침

캄보디아

제한된 PPP 관련 정책

없음

조달 메뉴얼

PPP 법률 없음
(양허법에 의해
관리)
인도네시아

경제 마스터 플랜 및

몇 가지 특정 PPP

Bappenas 와

PPP 투자자가이드와

PPP 책에 제시

법률 및 규정

다른 기관들

PPP 책(매년 발행)

PPP 법률 없음
라오스

제한된 PPP 관련 정책

(외국인투자자법이

없음

기본 체계를 제공)
Privatization policy와
말레이시아

2009 PPP Guideline

없음

3PU(UKAS)

에서 관련 정책 수립

일반투자가이드북
(기획재정부 발행)
PPP Guideline
(2009)

제한된 PPP 관련 정책

미얀마

(일부 인프라 관련

PPP법 없음

정책은 National

(신규 외국인

Comprehensive

투자법이 기본적인

Developement Plan이

체계를 제공)

없음

없음

관할)
제한된 PPP 관련 정책
싱가포르

(PPP Handbook에

없음

재무부(MOF)

BOT 프레임워크

PPP Center

의해 일부 정책 수립됨)
필리핀

경제개발청의
필리핀 개발계획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태국

늘리고 PPP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일반
정책

PPP Handbook
(재무부 발행)
PPP 매뉴얼과 부문
지침
(PPP Center 발행)

PPP위원회PPP법 - 2013년

PPP사업의 핵심

민간투자에 대한

기관으로 주기업

국가사업법

정책사무소에서

없음

지원함
2010년 PPP

베트남

PPP 시범사업 개발 및

규정으로 PPP에

PPP팀 및 운영

PPP 타당성 조사기금

대한 법적

위원회

설치 정책

프레임워크가 생성됨

(2012년 신설)

없음

(현재 업데이트 중)

제2장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현황 • 59

표 2-19. 대상국가의 PPP제도 비교 분석
정부
재정 지원

토지 인수

실행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브루나이

지원금이외에는
다른 지원 시스템
없음

제한된 정부 지원

ICT와 공황
프로젝트

제한된 프로젝트

캄보디아

없음

제한된 정부 지원

주로 전력 부문과
공항 양허계약

제한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보증
(IIGF, VGF)

다양한 형태의
토지 기금과
관련법

물 및 전력
프로젝트

2013년 PPP책에서
수립된 27개의 포로젝트
(주로 운송, 물, 폐기물,
전력 부문)

라오스

세금 혜택

정부 지원 제한

주로 수력 부문

국도 13호 사업,
사회인프라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한정된 정부 지원
(순수 민간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 마련 용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음

2000년 초반의
여러 도로 프로젝트
(BOT 구조 사용)

제 10차 말레이시아
플랜(2010)에서 제안한
52개 사업, 일부
조달사업

미얀마

없음

제한된 정부 지원

Hathawaddy,
여러 공항 및 전력
Mandalay, Yangon 공항
프로젝트
PPP 사업

싱가포르

제한된 정부 지원,
Sports Hub
PPP(2010)에서
제공되는 재융자
보증

정부의
토지 강제취득
가능

물 및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의 여러
프로젝트

수도와 오폐수
프로젝트(현재 조달 중)

필리핀

PPP 전략기금,
프로젝트 개발 및
모니터링 시설

ROW
(Right-of-Way)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Strategic
Fund가 설립됨

공항, 고속도로,
학교 인프라

제한된 정부 지원. 스포츠
허브 PPP(2010년)에서
제공되는 재융자 보증

태국

없음

정부는 토지
취득에 대한
책임을 짐

BOT 양허 방식으로
체결된
교통프로젝트

개발 중
(운송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베트남

BOT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증 제공

정부 지원 제한

전력 부문의 여러
BOT 프로젝트

개발 중
(운송과 물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주: 2014년 7월 기준.
자료: Zen, Fauziah & Regan, Michael(2014), 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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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PPP 사업 추진 경쟁력 비교
아세안 회원국의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규모를 보면 연도별로 일관된 흐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과거에는 필리핀, 라오스의 민간투자 규
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최근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인도
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경우 최근 민간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16. 대상국가의 인프라 분야에 민간투자규모

자료: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2017-2018년 자료를 합산한 회원국별 민간투자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인
도네시아(50%), 태국(15%), 베트남(14%)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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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대상국가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규모 비중

주: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합산하여 비율 산정.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PPP 인프라 관련 보고서에서는 PPP 수행 단계별로 구
분하여 국가의 PPP 부문별 수준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단계별 PPP 평
가는 사전 준비, 조달, PPP 사업 관리, 민간 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s)
부문별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전 준비 단계는 PPP 사업의 입찰 전에 사
업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회경제적, 환경, 시장 건전성, 위험요소, 재무적 타
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조달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입찰이 공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 관리부문에서는 PPP 표준계
약서, 재협상, 사업 종료에 관한 규정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민간제안사업
부문에서는 관련 규정 여부 및 허용 또는 금지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상기 내용으로 평가한 전 세계 국가 중 OECD 고소득 국가와 아세안 10개국
의 PPP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아세안의 일부 국가에서 PPP 수준이 높게 평가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PPP 점수가 4개 분야에서 전
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PPP 사업 관리 부문에서 특
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62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표 2-20. 아세안 회원국 부문별 PPP 점수

분류

국가

OECD

한국

HighIncome

1인당 GNI

민간제안

사전 준비

조달

사업 관리

27,600

65

66

66

75

호주

54,420

94

79

86

75

(US 달러)

사업

일본

37,930

78

70

75

42

브루나이

n.a.

n.a.

n.a.

n.a.

n.a.

캄보디아

1,140

14

13

64

33

인도네시아

3,400

63

74

58

58

라오스

2,150

24

37

26

*NR

아세안

말레이시아

9,860

50

42

33

38

10개국

미얀마

1,190

11

37

27

8

필리핀

3,580

85

76

88

83

싱가포르

51,880

60

76

62

*NR

태국

5,640

27

45

58

*NR

베트남

2,100

77

77

62

25

주: NR = 규정 또는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World Bank(2018).

5. 시사점
아세안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비
교해본 결과, 아세안은 전 세계와 비교해보았을 때 인구 및 규모 면에서 상당이
높은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회원국 사이에는 각 부문별로 상당한 격차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의 인구 규모는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아직 고령화가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다보니 젊은 층 인구가 두터운 편이다.
경제 규모는 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1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이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경제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규모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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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중산층의 구매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내수시장의 양
적 확대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의 교역 대상별 규모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역내 무역을
제외하고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총 교역액의 5.7%를 차지함으로써 단
일 국가로서 상당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라본 對 아세안
무역량은 2위(15.6%)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의 경제 협력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신남방 정책을
표명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아세
안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ODA 규모의 양적 확대를 통해 경제뿐만이 아닌 보
건, 교육, 교통 등 다른 분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개발 수요를 적극적
으로 파악하고 신규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국제기구 및 양자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한-아세안의 협력 강화 기조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아세안을 대
상으로 다양한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G2G 방식 등 정부 차원
의 지원이 동반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교통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
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ICT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시스템이 도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 회원국에서는 교통인프라 확충 단계에서 지속가능
및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국별 현실
에 적합한 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실증 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세안 회원국은 최근 PPP를 활용하여 인프라 개발수요를 충족하려는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ODA 대상국가가 아니거나, ODA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PPP를 활용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국가별로
PPP 전담 조직을 구축하거나 PPP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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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원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PPP 체
계가 아직은 미흡한 편에 속하고 있으나, 상기 국가들의 2008~18 연평균 증가
율이 최소 8.3%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향후 급성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
확대 요구가 커질 전망이며 PPP 체계 또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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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 대두
가. 중소도시의 도시화 현상 가속화
세계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ited
Nations(2018)13)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8년 42.2억
명에서 2030년 51.7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기간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55.3%에서 60.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50만 명에서 1백만 명 사이의 도시는 2018년 598개 도시에서 2030년
710개 도시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에 1백만 명에서 5백만 명 사이의 도시는
48개 도시에서 66개 도시로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증가 추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1. 세계 도시인구 전망
2018
인구규모
도시

도시개수

인구(백만)

2030
세계인구
비율(%)

도시개수

인구(백만)

세계인구
비율(%)

-

4,220

55.3

-

5,167

60.4

33

529

6.9

43

752

8.8

5백만~1천만

48

325

4.3

66

448

5.2

1백만~5백만

467

926

12.1

597

1,183

13.8

50만~1백만

598

415

5.4

710

494

5.8

-

2,025

26.5

-

2,291

26.8

-

3,413

44.7

-

3,384

39.6

1천만 이상

50만 이하
농촌

자료: United Nations(2018), p. 3.

13) United Nations. 2018, The World’s Cities in 2018(Data Boo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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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 현상이다. 아프
리카는 201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중소도시가 125개에서 192개로 1.52배
증가하고, 아시아 지역은 같은 기간에 583개에서 717개로 1.23배 증가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도시 중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중소도시 비중은 2018년 54.7%에서 2030년 54.8%
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지역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지역별 중소도시 변화 전망

주: United Nations(20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모든 국
가에서 도시인구 증가율은 전체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세
안 국가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 국가의 도
시화 현상은 장래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도시성장에 수반되어
야 하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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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아세안 국가별 전체인구 증가율과 도시인구 증가율 비교
(단위: 백만 명, %)

국가

전체인구
2008

2018

도시인구
연평균증가율

2008

2018

연평균증가율

브루나이

0.38

0.44

1.47

0.29

0.34

2.01

캄보디아

13.8

16.0

1.49

2.5

3.7

4.00

인도네시아

228.5

265.0

1.49

116.6

149.2

3.12

라오스

6.0

6.9

1.40

1.8

2.4

2.92

말레이시아

27.6

32.4

1.61

17.5

24.5

3.42

미얀마

49.7

53.6

0.76

15.2

16.4

0.76

필리핀

90.5

106.6

1.65

42.2

49.9

2.12

싱가포르

4.8

5.6

1.55

4.8

5.6

1.55

태국

66.5

67.8

0.19

22.5

33.8

4.15

베트남

85.1

94.7

1.07

24.7

33.8

3.19

주: 2008년 도시인구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2010년 자료를 사용함.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p. 3.

그림 3-2. 아세안 국가별 도시화율 변화

주: ASEAN Secretariat(2019)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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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눈여겨볼 점이 중소
도시에서의 경제규모 증가속도이다. 중소도시에서의 GDP 증가율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더 빠른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다.14) 특히 인구 100만 명에서 500백
만 명 사이의 대중도시(Large Middle City)에서 GDP 증가율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5.7%,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6.9%로 나타나고 있다. 반
면 같은 기간에 대도시에서의 GDP는 각각 5.0%와 5.5%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는 경제성
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아세안 국가 중소도시
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에 따라 중소도시의 교통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여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 GDP 증가 추이

주: ASEAN Secretariat(2018c)를 토대로 작성함.

14) ASEAN Secretariat(2018), “ASEAN Sustainable Urban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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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세안 도시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확대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교통분야의 경우에
도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로 발
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인
의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위협 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
고 있는데,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로 해마다 7백만 명이 일찍 사망하
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도시성장으로 인
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조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둔다. 교통분야에서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확충이나 물류수송에 필수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여객과 화물 이동이 증
가하는데, 이러한 여객과 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
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간선도로망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철도가 우선
적으로 건설되고 운행될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의 지역간 교통인프라가 정비
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도시 활동을 위해
도시인구가 급속히 늘기 시작한다. 급속한 인구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고안되고, 이에 따라 단
계적으로 도시 인프라 사업이 추진된다. 교통분야에서도 도시교통 중장기 계획
이 만들어지고 단계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장래에는 정보통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
표로 진행되고 있다.
15) WHO 홈페이지(https://www.who.int/health-topics/air-pollution#tab=tab_1, 검색일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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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제성장에 따른 단계별 인프라 확충
초기정비단계

공업화추진단계

효율화중시단계

양질추구단계

(2천 달러 미만)

(2천~5천 달러)

(5천~15천 달러)

(15천 달러 이상)

질적 향상을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단계

도모하는 단계

인프라

최소한의 인프라

전반

확보 단계

교통
분야

▸주요 도시 간
간선도로 정비
▸중심항만 정비

공업화에 대비한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단계

▸도시교통망 정비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간 철도 정비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구축
▸저탄소화 지향

▸첨단교통 시스템
▸국제 허브 공항
정비
▸기존 교통인프라
개량 및 보수

자료: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2017), 成長市場とASEANで起こる変化とビジネス機会の所在 みずほ銀行.

그림 3-4. ADB의 교통분야 원조실적 및 장래목표

자료: ADB(2016).

아세안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문
제로 도시교통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ADB에서 최근 내놓은 교
통분야 중기계획16)에서는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00~2009년 사이에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비중은 2%에 그쳤고 대부분의 사
업이 지역간 도로와 철도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도로부문에 대한 원조
16) ADB, 2016b, “Midterm Review of Sustainable Transport Initiative Operation Plan(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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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규모는 증가
하였다. 2025년에는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 비중을 28%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ADB의 원조정책과 유사하게 국제원조기구도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아세안 지역의
도시교통에 대한 원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도시교통사업도 다양
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7년 원조규모는 2007년에 비해 4.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전체 원조규모
에 대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원조비중은 2007년부터 20%에서 점진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한 원조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우리나라 전체 원조 규모 중 아세안 국가 원조비중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 온라인자료(검색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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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조규모 추이
(단위: 억 원)

국가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캄보디아

327.9
(23.8%)

217.2
(10.2%)

689.0
(19.1%)

698.9
(14.7%)

786.2
(13.7%)

804.2
(14.3%)

9.39

인도네시아

290.0
(21.1%)

404.4
(19.1%)

350.8
(9.7%)

428.8
(9.0%)

527.0
(9.2%)

654.3
(11.6%)

8.48

라오스

166.4
(12.1%)

320.3
(15.1%)

370.7
(10.3%)

296.9
(6.2%)

998.2
(17.4%)

635.5
(11.3%)

14.34

말레이시아

6.0
(0.4%)

13.6
(0.6%)

20.5
(0.6%)

1.5
(0.0%)

5.5
(0.1%)

4.5
(0.1%)

-2.84

미얀마

21.9
(1.6%)

50.0
(2.4%)

87.0
(2.4%)

162.0
(3.4%)

270.5
(4.7%)

877.5
(15.6%)

44.64

필리핀

279.2
(20.3%)

293.3
(13.8%)

416.1
(11.5%)

488.0
(10.2%)

526.4
(9.2%)

462.7
(8.2%)

5.18

태국

19.9
(1.4%)

29.5
(1.4%)

49.5
(1.4%)

36.5
(0.8%)

53.5
(0.9%)

58.3
(1.0%)

11.35

베트남

264.0
(19.2%)

792.6
(37.4%)

1,621.6
(45.0%)

2,653.9
(55.7%)

2,556.0
(44.7%)

2,122.6
(37.8%)

23.18

합계

1,375.3

2,120.9

3,605.2

4,766.5

5,723.3

5,619.6

15.11

주: 총 지출액 기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해당 없음.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 온라인자료(검색일: 2020. 4. 20).

그림 3-6.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조규모 비중

주: 총 지출액 기준으로 2007~2017년 자료를 합산하여 아세안 국가별 원조비중을 산정함.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 온라인자료(검색일: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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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별 우리나라 원조규모 증가세를 살펴보면, 미얀마에 대한 원조
규모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44.6%로 괄목할만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기
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3.1%와 14.3%로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국가별 원조규모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세
안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 중 44.0%가 베트남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뒤를 잇고 있는데 10~15% 정도의 원조비중
을 점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캄보디
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원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아세안 국가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나 원조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17)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원조정책을 수립하
고, 선별된 원조사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ADB의 원조전략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도시교통에 대한 지원확대는 불가피할 것이
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도시교통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차별
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는 ADB나 WB와 같은 MDB(다자개발은행)나 JICA
가 다양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
에 없다. 특히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대도시 중심의 교통사업은 우리나라 원
조규모로는 주도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주도권
을 갖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중소도시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7)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
화, 목표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등이 교통인프라 사업
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환경부(2011)(http://ncsd.go.kr/api/unsdgs%EA%B5%
AD%EB%AC%B8%EB%B3%B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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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시티 지원 요구 증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18)
최근 아세안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
고, 스마트시티 시행을 위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최
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주도하는 2020 스마트시티 지원 사업에는 개
발도상국 100여개의 도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왔다. 예산 제약으로 상당수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하였으나 스마트시티는 개발도상국에서도 향후 지
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2018년 3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SCN(ASEAN
Smart City Network,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이 제안되었다. 스마트시
티 개발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
을 발굴하여, 공공 혹은 민간 부분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구현해 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총 26개 사업이 시범도시로 선
정되었고, 교통, 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 에너지,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포
함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도시로 선정된 26개 도시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다양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도시의 경제수준
이나 처해있는 사회적 문제 등이 반영되어 있다. ASCN사업은 초기 단계로 향
후 진행성과에 주목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중
소도시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18)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제1장 제2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20년 현재 50개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http://www.molit.go.
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93, 검색일: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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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도시
국가명
브루나이

캄보디아

도시명
Bandar Seri Begawan 관광, 수자원 관리
Battambang

도시공간 관리, 폐기물, 폐수관리

Phnom Penh

인도(보행로) 개선, 대중교통 효율 개선

Siem Reap
Makassar
인도네시아

라오스

DKI Jakarta

ICT창업,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Luang Prabang
Vientiane

태국

도시관제센터, 수자원관리

Kota Kinabalu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폐기물 관리

Mandalay

스마트 신호체계 시스템, 홍수 관제대응 시스템
저비용주택, 국제대학 건설
교통 혼잡 관리 시스템, 폐기물/폐수 관리
도심지역보전, 저비용 임대주택 및 교통체계 중심 개발

Cebu City

자동화 교통 관리 시스템, 버스 환승 시스템

Davao City

통합 관제, 지능형 수송 및 교통 시스템

Manila

관제센터 개선, 온라인 교육

Singapore

전자 결제, 국가 디지털 ID

Bangkok

교통 허브 개발, 스마트시티 계획

Chonburi

스마트 그리드, 폐기물 에너지 처리 시설

Phuket
Da Nang
베트남

하수 시설 건설, 지속가능한 교통

도시관제센터, 인도 및 자전거도로

Yangon

싱가폴

자연유산 보전, 도로포장

Kuala Lumpur

Nay Pyi Taw

필리핀

보건 개선, 온라인 통합 세금 서비스
전자상거래 창업 교육, 관광 기반 개발

Kuching

미얀마

관광객 관리, 폐기물/폐수 관리

Banyuwangi

Johor Bahru
말레이시아

시범 사업 분야

Hanoi
Ho Cho Minh City

도시 데이터 플랫폼, CCTV빅데이터/
데이터 애널리틱스 치안 시스템
지능형 교통 관제 시스템, 스마트 수자원관리
지능형 통제소, 지능형 교통 시스템
통합 관제소, 통합 긴급센터

자료: 주한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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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ASCN의 시범도시

자료: ASEAN Secretariat(2018b), “ASEAN Smart City Network Concept Note.”

ASCN사업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
지만 아세안 국가에서 ASCN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측
면이 있다. 첫째는 아세안 도시의 현황에 맞는 스마트시티 개발이 필요하다. 열
악한 인프라 수준, 미흡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현지형 스마트시티 정
착이 필요하다. 둘째는 아세안 국가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표준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시
스템 도입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아세안 국가 간 협력
과 조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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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가. 아세안 중소도시 분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 대중도
시, 소중도시로 분류하였다. 대도시(Mega City)는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
주하는 도시로 대부분 아세안 국가의 수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중도시(Large
Middle City)는 인구규모가 1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의 도시로 인구와 경
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중도시(Small Middle City)는 인구규모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로 향후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의 인구규모별 도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orld DESA WUP
(2018)19)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도시별 인구 자료를 시계열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인구규모별 도시 현황
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대도시, 대중
도시, 소중도시의 기준에 따라 아세안 국가의 도시인구 자료를 수집하고 그 현
황을 정리하였다.
인구규모별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를 보면, 대도시는 7개 도시가 존재하는
데 해당 국가의 수도로 분류될 수 있다. 대중도시는 23개 도시가 분포하고 있
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상대적으로 많은 대중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소중도시는 아세안 국가에 걸려 36개 도시가 포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필
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중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반면 캄
보디아와 라오스는 50만 명 이상 도시가 소수에 그치고 있어 다른 국가와 차별
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 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UP(World Urbanization Prospect)
자료는 5년 단위로 도시 인구를 시계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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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아세안 국가의 인구규모별 도시 현황
인구규모

국가

도시

인도네시아

Jakarta

5백만 명 이상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7개 도시)

미얀마

Yangon

필리핀

Manila

캄보디아

국가

Phnom Penh

도시

싱가포르

Singapore

태국

Bangkok

베트남

Ho Chi Minh

필리핀

Davao

Bandar Lampung,
Bandung, Batam,
Bekasi, Bogor,
1백만 명~

인도네시아

5백만 명

(13개 도시)

(23개 도시)

Depok, Makassar,
Medan, Palembang,
Pekanbaru,

태국
(3개 도시)

Chiang Mai,
Chon Buri,
Samut Prakan

Semarang,
Surabaya,
Tangerang
미얀마

베트남

Mandalay

(4개 도시)

Balikpapan,

HaNoi, Hai Phong
Antipolo, Bacolod,

Banjarmasin,

Bacoor, Basilan City,

Denpasar, Jambi,
인도네시아

Can Tho, Da Nang,

Malang, Padang,

필리핀
(10개 도시)

(10개 도시) Pontianak,
Samarinda,

Cagayan de Oro City,
Cebu City, Dasmarinas,
General Santos City,
San Jose del Monte,

Surakarta,

Zamboanga City

Tasikmalaya

Chiang Rai, Kalasin,

50만 명~1백만 명

Nakhon Ratchasima,

(36개 도시)
라오스

태국

Vientiane

(9개 도시)

Nonthaburi, Pathum
Thani, Rayong, Samut
Sakhon, Songkhla,
Udon Thani

미얀마
말레이시아
(4개 도시)

Nay Pyi Taw

베트남

Bien Hoa

Ipoh, Johor Bahru,
Kota Kinabalu,
Kuching

주: 도시 인구는 2018년도 기준.
자료: UN DESA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https://population.un.org/wup/, 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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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를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
교통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교통사업은 재원확보가 쉽지 않고, 재원문제로 교통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훈기(2014)는 재정자립도20)와 교통수요 정도에 따라 어떠한 사업 추진방
식을 적절한지를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통수요가 다소 부족해도 재정자
립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수요가 충분하여 교통인프라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재정자립도
가 양호한 경우에는 다양한 추진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교
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업 추진방식 선택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도시와 같이 충분한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
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PPP사업 추진을 타진해 볼 수 있지만, 중소도시에
서는 대도시에서와 같은 충분한 교통수요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시철도
와 같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PPP방식을 활용한 사업추진도 용이하
지 않다.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추진이 가능
한 교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
여 PPP사업으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PPP와 ODA를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

20)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자체
수입의 충당 비율을 의미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세입에 의한 자립기반의 정도를 나타낸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용어사전, https://www.nabo.go.kr/Sub/01Report/04_05_Board.jsp, 검
색일 2020. 5. 12). 본 연구에서의 재정자립도는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예산규모 대비 해당국가 혹은
도시의 자체수입의 충당비율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 83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충분한 교통수요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
는 도시에서는 PPP방식의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대부분 ODA
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림 3-9.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사업 추진유형

자료: 이훈기(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도시의 사회경
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시 유형에 따라 현
실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유형에 속하는 도시
에서는 교통인프라 상황이나 교통수요 특징이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유형별에
적합한 교통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를 대
표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중소도시의 유형을 구
분하고 각각의 도시유형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와 교통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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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도시의 유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의 관계에 따라 개략적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와 교통수요를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아세안 국가의 도시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자립도를 대표하는 변수로 1인당 GDP를 선정하였고21), 교통수요
를 대표하는 변수로 인구규모를 활용하였다. 인구규모는 소중도시, 대중도시,
대도시로 분류하였고, 1인당 GDP는 WB의 기준22)에 따라 저중소득수준, 고
중소득수준, 고소득수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10. 아세안 국가 도시의 유형화

21) 해당 국가 혹은 도시의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충당비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수집
의 한계로 해당국가의 1인당 GDP자료를 활용한다.
22) WB(2018) 1인당 GNI에 따라 저중소득($1,026~$3,995), 고중소득($3,996~$12,375), 고소득
($12,376 이상)으로 분류하였다(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
-indicators/stories/the-classification-of-countries-by-income.html, 검색일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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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도시 유형별 분류
유형

국가

도시

유형

국가

도시
Bandar Lampung,

라오스

Vientiane

Bandung, Batam, Bekasi,
인도네시아

유형Ⅰ

미얀마

Nay Pyi Taw

Bogor, Depok, Makassar,
Medan, Palembang,
Pekanbaru, Semarang,

유형Ⅴ

Surabaya, Tangerang
필리핀
베트남

Bien Hoa

태국

Davao
Chiang Mai, Chon Buri
Samut Prakan

Balikpapan,
Banjarmasin Denpasar,
인도네시아 Jambi, Malang, Padang 유형Ⅵ

N.A.

Pontianak, Samarinda
Surakarta, Tasikmalaya
Antipolo, Bacolod
Bacoor, Basilan City

미얀마

Yangon

베트남

Ho Chi Minh

Cagayan de Oro City
유형Ⅱ

필리핀

Cebu City Dasmarinas

유형Ⅶ

General Santos City,
San Jose del Monte,
Zamboanga City
Chiang Rai, Kalasin,

인도네시아 Jakarta

Nakhon Ratchasima,
태국

Nonthaburi, Pathum
Thani, Rayong, Samut

유형Ⅷ

Sakhon, Songkhla,

태국

Udon Than
유형Ⅲ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유형Ⅳ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Manila
Bangkok

Ipoh, Johor Bahru
Kota Kinabalu Kuching
Phnom Penh
Mandalay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유형Ⅸ

Can Tho, Da Nang,

싱가포르

Singapore

HaNoi, Hai Phong

주: 도시 인구는 2018년도 기준.
자료: UN DESA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https://population.un.org/wup/, 검색일: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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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형 Ⅰ은 저중소득수준과 소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ODA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라오스와 미얀마의 수도
인 Vientiane과 Nay Pyi Taw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오스
는 전국 인구가 많지 않아 수도인 Vientiane의 인구도 소중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도시임에 틀림없다. 미얀마는
남부지역은 Yangon, 북부지역은 Mandalay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수
도인 Nay Pyi Taw는 행정기능에 치중하고 있어 당분간은 Yangon과 Mandalay
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유형 Ⅱ는 고중소득수준이면서 소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재정사업이
나 ODA사업이 주가 된다. 현실적으로 소중도시는 교통체증과 환경문제가 심
각하지 않고,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DA 지원도 소중도시보다는 대중도시에 집중될 여
지가 크고, 우리 기업의 PPP사업 추진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유
형에 속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유형 Ⅳ는 저중소득수준이면서 대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ODA사업와
PPP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도
시는 인프라 수요에 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ODA
지원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인구증가율
도 높기 때문에 PPP사업 추진 잠재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도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ODA사업과 PPP사업을 발굴하고 단계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유형 V는 고중소득수준이면서 대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재정사업,
ODA사업, PPP사업을 취사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재정을 동원할 수 있으면서 PPP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구규모도 확
보되어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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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속하는 도시유형 Ⅶ, 도시유형 Ⅷ, 도시유형 Ⅸ은 본 연구에서 제외
한다. 도시유형 Ⅶ과 도시유형 Ⅷ은 MDB나 JICA에서 상당량의 원조자금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인구 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도시는 개인교통수단으로 엄청난 양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주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투
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조규모로는 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도시유형 Ⅸ는 고소득국가로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싱가포르
Singapore가 여기에 속하는데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여 이미 양호한 교통체계
를 확보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그림 3-11. 도시철도가 운영 혹은 건설 중인 도시

주: 베트남 Hanoi와 Ho Chi Minh는 현재 도시철도 공사 중임.

고소득수준이면서 소중도시와 대중도시에 포함되는 도시(도시유형 Ⅲ과 도
시유형 Ⅵ)는 많지 않고, 또한 재정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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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스마트교통 정책과 기술은 우리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우리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특성과 교통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 Ⅰ, 도시유형 Ⅱ, 도시유형 Ⅳ, 도시유형 Ⅴ에 역점을 둔다.
특히 도시유형 Ⅳ와 도시유형 Ⅴ는 원조지원 당위성과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교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8.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 및 지원중점 도시유형
저중 소득 수준

고중 소득 수준

고소득 수준

소중도시

ODA

ODA

재정

대중도시

ODA, PPP

ODA, PPP

재정, PPP

대도시

ODA, PPP

ODA, PPP

재정, PPP

주: 중요도에 따른 음영처리(

: 매우중요,

: 중요,

: 보통,

: 취약).

3.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특성
가. 높은 이륜차 의존도
아세안 중소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륜차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
세안 국가의 4륜차와 2륜차의 등록대수를 보면, 4륜차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
이 높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싱가포르는 경제수준을 높지만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차량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4륜차의 등록대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륜차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라오스에서 높게 나타나고

제3장 아세안 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교통특성 • 89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4륜차와 2륜차가 공존하는 형태로 이용
되고 있고, 베트남과 라오스는 4륜차 보다는 2륜차 등록대수가 현저히 높게 나
타나고 있다. 4륜차 등록대수 대비 2륜차 등록대수 비중을 보면, 베트남, 캄보
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2륜차 의존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 인구 천 명당 4륜차 및 2륜차 등록대수

주: 2017년 기준으로 작성함(단, 2륜차 등록대수 중 미얀마는 2016년 기준 자료 활용).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표 3-9. 4륜차 대비 2륜차 비중
국가

인구 천명당 4륜차 대수(A)

인구 천명당 2륜차 대수(B)

B/A

브루나이

409

10

0.03

캄보디아

442

381

0.86

인도네시아

130,562

108,594

0.83

라오스

1,978

1,504

0.76

말레이시아

28,738

13,173

0.46

미얀마

6,801

5,123

0.75

필리핀

10,411

6,174

0.59

싱가포르

962

142

0.15

태국

38,309

20,501

0.54

베트남

2,902

54,063

18.63

주: 2017년 기준으로 작성함(단, 2륜차 등록대수 중 미얀마는 2016년 기준).
자료: ASEAN Secretaria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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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Da Nang과 미얀마 Mandalay에서의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살펴보
면,23) 오토바이의 이용 비중이 각각 86.5%와 91.1%에 달하고 있다. 도시 내
에서 이동하는 통행은 상당 부분은 오토바이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오토바이 이용이 높은 이유는 오토바이 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결과의 산
출물이라 할 수 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점유률이 작기 때문에 자
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2륜차 의존도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은 물론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연식이 오래
되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교통의 수단별 이용 비중을 균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서는 오토바이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화석연료 기
반의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3. Da Nang과 Mandalay의 수단분담률

주: 도보와 자전거 제외.
자료: 수출입은행(2019), JICA(2016).

23) 베트남 Da Nang은 수출입은행(2019)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계획 및 운
영지원』 자료를 참고하였고, 미얀마 Mandalay는 JICA(2016a) Urban Development Planning
for Regional Cities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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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 오토바이 이용이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문제는 오토바이에서 자
동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
아지면 자가용 보유률이 증가한다. 이는 오토바이 이용자가 자가용으로 전환하
는 계기가 되어 자가용 이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토바이에서 자가
용으로의 전환비중이 커지면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유
발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아세안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베트
남 Da Nang에서는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1.7배
증가한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6배 증가하였다.24) 아세안 국가에서도 최근
오토바이의 증가율보다 자동차 증가율이 더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여 오토바이 이
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여 오토바이 의존도 축소가 요구된다.

그림 3-14. 다낭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증가율

자료: Danang 내부자료.

24) DaNang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2010년 52만 대에서 2018년 89만 대로 증가하였고, 자동
차는 같은 기간에 3만 대에서 8만 대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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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4륜차와 2륜차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
(단위: %)

국가

2008~12 연평균 증가율

2013~17 연평균 증가율

4륜차

2륜차

4륜차

2륜차

브루나이

3.72

3.62

11.88

26.72

캄보디아

5.91

5.44

11.86

11.70

인도네시아

11.22

12.50

5.87

5.93

라오스

13.78

12.68

8.28

7.84

말레이시아

6.02

5.69

4.81

4.40

미얀마

16.03

18.32

14.07

14.43*

필리핀

6.09

8.39

7.87

9.78

싱가포르

2.03

-0.34

-0.31

-0.35

태국

5.36

3.90

2.54

0.64

베트남

13.83

9.92

14.83

8.76

주: 미얀마는 2017년 자료가 없어서 2013~16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함.
자료: ASEAN Secretariat(2017, 2019).

나. 다양한 준대중교통(Paratransit) 서비스
아세안 국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준대중교통(Paratransit)25)이다. 준
대중교통은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통수단으로 운행노선
이 일정하지 않거나 운행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영세하게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질서하게 도
로 공간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이 노후하여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곤 한다. 준대중교통은 아세안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교통 및 환경 문제
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아세안 국가에는 다양한 준대중교통이 존재한다. 우선 비동력 교통수단
25) 준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Phun V.k. and Yai T.(2016)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준대
중교통을 Locally Adapted, Modified and Advanced Transport(LAMAT)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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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otorized Mode)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나 3륜차를 이용한다. 지속가능한 교통 측면에서는 아세안 국가에서 이
용되고 있는 비동력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교통수단과 혼재하는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력을 이용하는 준대중교통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2륜차인 오토바이
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Ojek이나 베트남 Xe Om이 대
표적이다. 오토바이를 3륜차로 개조한 준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인도네시아
Bajai, 라오스 Jumbo, 필리핀 Tricycle, 태국 Tuktuk 등을 꼽을 수 있다. 4륜
차 기반의 준대중교통 중 아세안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Motorcycle
Rickshaw, Microbus, Minibus 등이 있다. Motorcycle Rickshaw는 마차를
오토바이가 끄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Remork을 들 수 있다. Remork
은 고정된 노선에 12~20명을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지만 운행이 일정하
지 않다. Microbus는 픽업(Pick-up)이나 밴(Van)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4~14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Angkot이나 태국 Songtaew
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12~24명 수송용량을 갖춘 Minibus를 이용한 준대중
교통으로는 필리핀 Jeepney가 유명하다.
아세안 국가는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준대중교통이 발달하
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
등의 외부효과를 발생하고 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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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필리핀, 비엔티엔, 인도네시아, 만달레이의 대중교통수단

필리핀 지프니(Jeepney)

비엔티엔 손떼오(Songthaew)

인도네시아 앙꼿(Angkot)

만달레이 트럭버스(Truckbus)

자료: 지프니·손떼오(Wikipedia), 앙꼿(https://www.travelblog.org), 트럭버스(https://commons.wikimedia.org).

표 3-11. 아세안 국가의 준대중교통 유형

엔진유형

바퀴 수

교통수단

좌석
수용량

경로

운행
시간

Bicycle Taxi

1-2

Flexible

Flexible

Animal-cart

2-6

Flexible

Flexible

2개
비동력
(Non-

지역의 LAMAT 이름(국가)
Kangdop(캄보디아)
Ojek Sepeda(인도네시아)
Andomg/Delman(인도네시아)
Calesa(필리핀)
Becak(인도네시아),

Motorized)
3개

Cycle
Rickshaw

Cyclo(캄보디아, 베트남),
1-2

Flexible

Flexible

Pedicap(인도네시아, 필리핀),
Samlor(태국), Sidecar(미얀마),
Trishaw(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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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계속

엔진유형

바퀴 수

교통수단

좌석
수용량

경로

운행
시간

지역의 LAMAT 이름(국가)
Habal-habal&Skylab(필리핀)

2개

Motorcycle
Taxi

1-2

Flexible

Flexible

Motodop(캄보디아),
Ojek(인도네시아),
Xe Om(베트남)

3개

Auto
Rickshaw

Bajaj/Bemo/Helicak(인니)
2-4

동력

Motorcycle

2-6

Rickshaw

(12-201)

Taxi
Microbus
(Pick-up, Van)
Minibus
Conventional
Bus2)

Flexible

Jambo(라오스), Tricycle(필리핀),
Tuktuk(태국)

(Motorized)

4개

Flexible

Flexible

Flexible

3-4

Flexible

Flexible

4-14

Fixed

12-24

Fixed

25-60

Fixed

Motorela(필리핀),
Remork(캄보디아)
Taxi or Taximeter(공통)

Semi-

Angkot(인도네시아), FX(필리핀),

Fixed

Selman(베트남), Songtaew(태국)

SemiFixed
Fixed

Jeepney(필리핀)
City bus or Public bus
(공통)

주: 1) 오토바이가 끄는 긴 마차 형태의 캄보디아 Remork는 교외에서 고정 노선(12-20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은
유동적임.
2) 택시 및 일반 버스는 준대중교통의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음.
자료: Phun V.k. and Yai T(2016), “State of the Art of Paratransit Literratur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아세안 국가에서 준대중교통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고중소득수준 국
가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높다. 인도네시아 Surabaya(1996)의 경우 준대
중교통의 이용 비율은 대략 24%에 달하고, 필리핀 Cebu(2019)는 Jeepney의
이용 비율이 대략 1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준대중교통은 아세
안 국가 도시교통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준대중교통을 포함
한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6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그림 3-16. Surabaya와 Cebu의 교통수단 비중

자료: Koizumi Y., Nishimiya N. and Kaneko M.(2013), “Urban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 and Urban Mass
Transit Introduction in the 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JICA(2019), “Project on Master Plan Stud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n Urban Transport System in Metro Cebu.”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는 간선대중교통이 부재하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서비스와 공급용량이 미흡하다. 때문에 간선대중교통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준대중교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로 도시철도나 BRT와
같은 간선대중교통이 도입되면, 준대중교통은 간선대중교통 역까지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선노선(Feeder Line)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나뭇잎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의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정비해
야 할지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도시철도나 BRT와 같은 간선대중교통은
중앙역이나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간선역할을 담당하고, 준대중교통은 주거지
역에서 간선대중교통의 역까지 접근하기 위한 지선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대
중교통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아세안 국
가 중소도시의 교통전략 수립 시 대중교통은 가장 중요한 개발수요이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대중교통과 기존에 운행되던 대중교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
합하고 연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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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개념설계

자료: Phun V.k. and Yai T.(2016), “State of the Art of Paratransit Literrature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다. 교통인프라 부족 및 체계적 교통관리 미흡
아세안 국가는 도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아세안 국가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 점수를 보면, 싱가포
르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나머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교통 인프라 상황은 열악한 편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3-18. 대상국가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 점수

자료: Klaus Schwab(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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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는 도시
화를 촉진하는 직접 혹은 간접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지
수26)와 1인당 GDP의 관계에 따르면, 인프라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그림 3-19.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지수와 1인당 GDP의 관계

자료: 고영경 외(2019), 『미래의 성장 시장 아세안』.

아세안 국가 도시의 교통인프라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하지만 GCI(Global Cities Index, 글로벌 도시 지수) 및
GCO(Global Cities Outlook, 글로벌 도시 전망)27)을 통해 아세안 도시의 교
통인프라 현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26) World Economic Forum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의 인프라 점수를 반영하였다.
27)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AT Kearney는 해마다 전세계 대표적 도시에 대한 GCI와 GCO를 발표하고 있
다. GCI는 비즈니스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등 5개 부분 27개 지표를 이용하
여 평가하고 있으며, GCO는 개인 웰빙, 경제, 혁신, 거버넌스 등 4개 부문의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미
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 부문에 인프라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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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100위 안에 태국 Bangkok,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인도네시아
Jakarta, 필리핀 Manila, 베트남 Ho Chi Minh 도시가 속해 있다. 그 외의 아
세안 국가 도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결
과를 보이고 있다. GCO 결과는 장래 아세안 국가 도시의 경쟁력이 더 퇴보하
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유
추할 수 있다.

표 3-12. GCI(글로벌 도시 지수) 및 GCO(글로벌 도시 전망)
글로벌 도시 지수

국가

글로벌 도시 전망

2018년

2012-2018 △

2018년

2016-2018 △

싱가포르

7

4

5

12

방콕

43

-

82

6

쿠알라룸푸르

49

-

61

-7

자카르타

59

-5

114

-4

마닐라

64

-13

85

-1

80

-19

83

14

105

-

120

-11

**

127

-

112

3

***

116

-

116

-5

호치민
*

수라바야
양곤
반둥

주: *2015년 109위, **2015년 118위, ***2015년 108위.
자료: 고영경 외(2019) 재인용.

미얀마 Mandalay의 도로연장과 포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도로연장은 서서
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율에 비교하면 그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도로포장률의 경우에도 단지 21%에 그치고 있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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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Mandalay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아세안 국가의 다른 중소도시보
다 열악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다른 중소도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열악하고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와 그
에 수반되어 유발되는 교통수요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
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림 3-20. 미얀마 Mandalay 도로연장 및 포장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교통인프라 부족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도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교통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비동력 교통수단과 동력 교통수단이 도로 공간을 혼재하여 점
유하고 있고, 불법주차는 도로 공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함께 효율적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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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미얀마 만달레이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의 부실한 교통관리

미얀마 만달레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자료: 만달레이(https://www.alamy.com), 마카사르(https://inipasti.com/makassar-menjadi-kota-macet).

라. 재원부족
ADB(2017) 연구보고서28)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6년과 2030년 사이에 22조 6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이 26조 2천억까지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ADB에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
은 1/10 정도로 나머지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8) ADB(2017a),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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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규모

자료: ADB(2017a),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위의 연구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에서 교통 인프라 확
충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은 재원부족이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소도시는 대도
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주로 대도시에 편중되다
보니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중소도시 자체 재원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대
규모 교통사업은 중소도시 예산규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도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는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제
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는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가 풀어
야할 요원한 숙제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원조달 대안
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
는 유무상 원조자금에 의존하거나 민간 자금을 활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
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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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가.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 선정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가 처해 있는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각 도시에 적합
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자가용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양질
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래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교통체
증과 환경문제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도시유형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정 대중교통을 선정하기 위한 요인은 다양하다.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필수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인구특성, 통행특성, 도시특성이라 할 수 있
다.29) 인구특성은 인구규모, 시가지 인구밀도 등의 요인을 고려할 수 있고, 통
행특성으로는 출퇴근 통행량과 시계 외 유출입 통행량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도
시특정 요인은 도시공간구조, 도시특성 등이 있지만 정량화에 어려움이 있다.
황상규 외(2014)는 인구규모에 따른 적정 대중교통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전철, 50만 명에서 100만 명은 경
량전철(Light Rail Transit), 50만 명 미만은 BRT나 노면전차가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아세안 국가의 도시에 적용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그 이유로 재정자립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 도시
의 재정자립도는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준을 아세안 국가의 중
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에 따른 적정 대중교통체계를 선
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9) 황상규 외(2004),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기준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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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평가기준

BRT

노면전차
(SLRT)

LRT

중량전철

5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인구
특성

시가화
인구밀도
(천명/㎢)

정량화
용이

출퇴근
통행량
(천통행/일)
교통
특성

50~100만

시계외
유출입
통행량
(천통행/일)

15 미만
15~30
30 이상
1,000 미만
1,000~3,000
3,000 이상
5,000 미만
5,000~20,000
20,000 이상
▸단체도시는 도시 내 핵을 연결하는 도시 내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필수

- 노면전차(SLRT)는 도시 내 순환 교통처리에 적합한 수단으로

고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BRT

항목

도시공간
구조

등은 외부 도시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고려 가능
▸다핵도시는 여러 개의 핵을 연결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도시 내 핵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노면전차(SLRT),
경량전철(LRT)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외부도시와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BRT, 중량전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신시가지형 도시는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BRT,

정량화

도시

어려움

특성

LRT 등이 교통수단이 요구되며, 특히 BRT는 기존 도로 용량과
도시유형

BRT 전용차선 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설치
▸신도시 유형은 도시의 독립성과 기존 모도시와의 연계 효율성을
고려하여 BRT, 중량전철을 제안
▸종합도시는 대규모 인구구성에 따라 다수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므로 BRT, LRT 및 중량전철이 적정함
▸산업도시는 통행 목적 중 업무통행 비율이 많고, 주변 도시에서

도시특성

출퇴근하는 통행량이 많으므로 BRT 및 LRT가 적정함
▸관광도시는 버스를 활용한 수송효율성보다 관광도시의 이미지
향상 측면을 고려하여 노면전차(SLRT), LRT 등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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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도시유형별 대중교통체계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측정

재정 및

가능

비용

세부항목

평가기준

BRT

노면전차
(SLRT)

LRT

중량전철

높음
재정 자립도

중간
낮음
높음

건설비용

중간
낮음
높음

운영비용

중간
낮음
높음

추가
환경성

고려
항목

측정
불가

교통

낮음

수단
특성

중간

높음
대중교통
접근성

중간
낮음
높음

토지이용의
영향

중간
낮음
높음

교통수단의
이미지

중간
낮음

주: 1) 각 교통수단 별 처리용량(시간당 편도)은 다음과 같음.
① BRT: 1,600~4,000, ② 노면전차(SLRT): 2,000~6,000, ③ LRT: 5,000~20,000, ④ 중량전철: 40,000 이상
2)
: 공급 가능한 범위의 교통수단,
: 권장되는 교통수단.
3) BRT와 노면전차(SLRT)는 운행 형태(도로 또는 궤도)만 다른 노면교통수단이며 처리용량이 유사한 관계로 같은 수준의
교통 수단으로 평가.
4) BRT와 노면전차(SLRT)의 공급기준 여부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도 도로여건(차선확보), 승용차 수요관리정책
및 다각적인 정책 공급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5) 하나의 교통수단에 동일한 교통수단 특성이 두 개 이상 표시된 경우(예, BRT의 환경성의 경우 중간 및 낮음에 표시)는
사용되는 연료, 건설 방식, 운행 형태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존재.
6) 접근성이란 정거장의 물리적 간격뿐만 아니라, 지상 또는 지하 등 접근용이성 여부도 포함.
7) 상기 표에 제시된 대중교통수단 공급 기준은 기존이론을 고찰하여 기본 방향 및 개략적 평가기준을 제시함. 그러나
개별 도시의 교유 특성, 상황 및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급기준의 부분적 조정이 요구되므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자료: 황상규 외(2004), 『도시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의 선택기준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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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
신규 대중교통수단 도입 시 기존 교통수단과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관이나 PPP사업으로 도입되는 대중교통은 간선기능을 담
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연계방안뿐 아니라 요금통합 등 소프트 측면의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DB 차관 사업으로 호치민에서 수행한 도시철도 2호선 투자 프로그램에서
는 대중교통의 통합요금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불하는 운임은 감소
하면서도 이용수요와 운임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
다. 새로 도입되는 도시철도와 기존의 버스의 요금을 통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대중교통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이용자의 운임부담
을 줄이면서 이용수요와 운임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 교통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물리적 기법과
소프트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4.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에 따른 이용수요와 운임수입 변화
이용수요(천 통행)

운임수입(백만 VND)

평균운임(VND)

현행요금체계

3,878

17,736

5,734

통합요금체계

7,901

25,688

5,728

주: KOTI(2017), 『HCMC Urban Mass Rapid Transit Line 2─Demand Forecasting Model and Integrated Ticketing/
Fare Study─HCMC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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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한 재원확충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정자
립도가 열악한 아세안 중소도시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원조기
구의 차관이나 민간부문 주도의 PPP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
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조기구의 차관이나 PPP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자체
적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원 확보 선순환 구조를 마
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3-23.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순환 구조

자료: 이훈기(2018), 『Korea’s TI Development and Its Lesson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V-K』.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도시철도 사업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초기 사업
은 사업비 상당 부분이 일본 차관이었다. 이후 교통세, 택지개발부담금, 개발이
익 등을 도시철도 사업에 투입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조달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순환적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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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ASCN의 사례와 같이 아세안 국가에서도 스마트시티 지원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의 요
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의 구현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30)는 전 세계
적으로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를 구성요
인은 기존의 ITS와 함께 한 단계 진일보한 C-ITS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중교
통수단을 통합하는 AFC(Automatic Fare Collection) 기술은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의 중소도시에 적
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또한 교통관리를 위한 ITS기술도 활용될 수 있는 여
지가 크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차량공유(Car Sharing)시스
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도시의 도시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중소도시의 교통전략 수립이 요
구된다.

30) 스마트 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되면서 보다 지능화되고, 스마트해진 미래 교통서비스의 총체적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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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3. 도시유형Ⅳ: 미얀마 만달레이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1.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선정
3장에서는 인구규모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도시유형을 9개로 분류하였다.
9개의 도시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시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4개 도시유형 중 도시유형Ⅰ은 저중소득수준과 소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대체로 ODA사업으로 추진자금에 의존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도시유형Ⅱ는 고중소득수준이면서 소중도시로 분류되는 도시로 재정사업이나
ODA사업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유형 Ⅳ는 저중소득수준이면서 대중
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ODA사업과 PPP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고, 마지막으로 도시유형 Ⅴ는 고중소득수준이면서 대중도시에 속하는 도시로
재정사업, ODA사업, PPP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유형별 사업추진 방식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시유형에 적합한 개발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시유형별로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를 선별하여 도시유형별 교통현황 및 현안과제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도시유형에 부합하는 개발수요를 파악해 본다.
도시유형Ⅰ에 속하는 대표적 도시로는 라오스 비엔티안과 미얀마 네피도를
들 수 있다. 두 도시 모두 국가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미얀마 네피도는 수
도이전에 따라 행정기능만을 담당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대상도
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도시유형Ⅰ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을
선정하였다.
도시유형Ⅱ에 속하는 도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
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인구 천만 명이 넘은 대도시가 존재하고, 더불어 인
구 10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의 대중도시도 여럿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소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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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더불어 도시유형Ⅱ의 개발수요는 도시
유형Ⅰ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현지출장에 한계가 있
어 도시유형Ⅱ에 속하는 사례 중소도시 분석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도시유형 Ⅳ에 속하는 대표적 도시로는 캄보디아 프놈펜,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칸토와 다낭 등 몇 개 도시가 존재한다. 이 중 베트남 다낭은 베트남 중
부지역의 핵심도시로 KOICA에서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스마트시티, 도시
교통 마스터플랜 등 몇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유사하게
캄보디아 프놈펜은 행정 및 상업 중심도시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양한 국제개발
기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다. 베트남 다낭과 캄보디아 프놈펜은 이
미 많은 원조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얀
마 만달레이를 사례 중소도시로 선정하였다. 미얀마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이고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제개발기구의 원조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원조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사례 중소도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유형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많은 도시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인구규모와 경제규모가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고,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선
정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를 사례 중소도시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인도
네시아에서는 교통 PPP사업이 수행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민자사업
추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유형Ⅰ의 사례 중소도시로는 라오스 비엔티안, 도시유형 Ⅳ
의 사례 중소도시로는 미얀마 만달레이, 도시유형 Ⅴ의 사례 중소도시로는 인
도네시아 마카사르를 선정하여 사회경제 특징,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수요
등을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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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유형Ⅰ: 라오스 비엔티안
가. 사회경제적 현황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태국의 농카이주와 메
콩강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위치해 있다.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
야에 걸쳐 라오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도로서 약 90만 명이 거
주하는 라오스의 유일한 특별시이기도 하다.
비엔티안 도시의 전체면적은 3,920㎢이고 찬타불르(Chanthabouly), 식호
타봉(Sikhottabong), 사이세타(Xeysetha), 시사타넥(Sisattaank), 나사이통
(Naxaithong), 사이타니(Xathany), 하드사이홍(Hadxayfong), 상통(Sangthong),
마이파크느굼(Mayparkngum)의 9개의 구로 행정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특
히, 9개의 구 중 찬타불르, 식호타봉 만이 현대화된 도시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곽지역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도시라기보다는 농촌과 유사하다. 도시 남쪽에 위
치한 메콩강으로 인해 도시면적의 약 40%인 약 1,500㎢가 강, 늪지, 소택지,
범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1)

그림 4-1. 비엔티안의 지리적 특성

자료: JICA(2011. 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 2, p. 5, 김설주 외(2016) 재인용.
31) 민동환(2015), 『이머징 씨티 비엔티엔』,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8호.

114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는 2018년 기준 907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라오스 인구의 12.9%에 해당한다.32) 비엔티안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8년 인구는 769천 명에서 907천 명으로 연평균
약 2%의 증가율을 보인다.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경
우에는 110만 명에 육박한다. 이 증가추세면 2025년에는 180만 명으로 정주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3)

그림 4-2. 연도별 비엔티안 인구 추세

자료: Laos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2020), “Population by provinces.”

비엔티안은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시가화 면적이 증가했으며, 도심
지역의 개발밀도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1995년에는 시가화 지역이 전체면적
의 3.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6%로 약 두 배 상승하였다. 그러나 급격
하게 증가하는 도시 인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적시에 확충되지 않아 주거공
간 부족 및 주거의 질,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 쓰레기 등 여러 도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34)

32) Laos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2020).
33)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34) 민동환(2015), 『이머징 씨티 비엔티엔』,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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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비엔티안 토지 이용 변화

구분

1995년

2005년

면적(㎢)

(%)

면적(㎢)

(%)

시가화 지역

133

3.4

221

5.6

논

655

16.7

660

16.8

고지대 농경지

53

1.3

65

1.7

산림

2,710

69.2

2,646

67.5

나대지

221

5.6

113

2.9

수체

147

3.8

216

5.5

합계

3,292

100

3,292

100

자료: 민동환(2015). 『이머징 씨티 비엔티엔』,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8호.

비엔티안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비엔티안은 라오스 국가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라오스 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라오스
계획투자부 발표에 따르면 2006~10년 기간 동안 비엔티안 경제성장률은
11.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라오스 5년 평균 경
제성장률인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35) 특히 비엔티안에 위치한 기
업체수가 라오스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은 비엔티안이 라오스의 경제 활동의 중심지임을 시사한다.36) 또한 라오스 내
외국인 기업체도 타 지역에 비해 비엔티안에 더 많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계 직
접 자본투자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시사한다. 이러한 비엔티안 경
제 활동의 효과로 인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1인당 GDP는 타 지역에 비해 약 2
배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35) 민동환(2015), 『이머징 씨티 비엔티엔』, 서울연구원, 세계와 도시 8호.
36) Hidetoshi Nishimura 외(2016), “Lao PDR at the Crossroad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2016–2030,”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116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그림 4-3. 라오스 주별 인구당 Gross Regional Products(US$, 2010)

자료: Nishimura 외(2016), “Lao PDR at the Crossroads: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ies 2016–2030,” “Econom
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나. 교통현황
김설주 외(2016) 에 따르면 비엔티안 도로는 도심의 경우 격자형과 순환형
의 도시 간선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방사형의 간선도
로가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고 있다.37) 또한 라오스 지역간 고속도로를 살
펴보면, 중국 국경에서 캄보디아까지 라오스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총 연장
1,426km의 국도 13호선이 비엔티안의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450번 외
곽순환도로가 국도 13호선을 우회하고 있다. 비엔티안의 총 도로연장은 588km
이며, 도심지 중심도로인 6차로의 랑상(Lane Xang)을 제외하고는 도시 내 간
선도로는 대부분 양방향 2~4차로 수준이다. 부족한 도로용량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간선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 내 주간선도로 평균속도
는 20km/h 내외 수준으로 도심지 교통혼잡은 심각한 수준이다.
37)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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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차로수별 도로현황(2011년)

자료: JICA(2011. 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Final Report
Summary, p. 17.

ADB(2014)38)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르면 비엔티안의 1일 총 통행은 2013
년 기준 약 59만 통행으로 1인 평균 0.73통행의 통행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비
엔티안 통행의 수단분담율을 살펴보면 오토바이 비율이 68%로 가장 높고, 승
용차 비율이 25%, 툭툭/점보와 같은 준대중교통 비율이 6.8% 수준이다. 특히
버스 수단분담율은 0.6% 수준으로 비엔티안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저조하
다. 또한 JICA(2012) 보고서39)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75%의 출퇴근 통행을 담
당하고 있어 비엔티안 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도보나 자
전거를 포함한 비동력 교통수단이 통행수요의 21%를 차지하고 있다.40) 비엔
티안 시는 2021년까지 오토바이 이용비율을 54%로 낮추고, BRT 시스템 도입
을 통한 버스 교통 개선사업을 통해 버스 이용비율을 6%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이나,41) 현재의 교통여건을 감안했을 때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38) ADB(2014).
39) JICA(2012).
40) ADB(2011).
41) ADB(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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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장래 연도별 통행수요

수단

2013

2021

2025

천통행/일

%

천통행/일

%

천통행/일

%

승용차

149

25.1

293

35.3

407

41.7

오토바이

401

67.5

453

54.7

471

48.3

툭툭/점보

40

6.8

33

4.0

39

4.0

버스

4

0.6

50

6.0

58

6.0

전체

594

100.0

829

100.0

975

100.0

자료: ADB(2015),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 Economic Analysis, 김설주 외(2016, 재인용).

비엔티안의 차량대수는 2018년 기준으로 90만대로 라오스 전체 등록차량
의 43%를 차지한다. 이는 비엔티안 수도 인구가 85만 명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등록차량 중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61만 대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차량대수의 68%를 차지한다. 가구
당 평균인원이 4인이라고 가정하면 가구 당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3대를 상회
한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엔티안에서 오토바이는 매우 중요한 교
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토바이에 편중된 이용으로 교통체증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오토바이 다음으
로 픽업 등록대수가 많은데 약 13만 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14%를 차지하고,
승용차 등록대수는 6.2만 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오토바
이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버스 등록대수는 2,322대인데 2005년에서 2018년 사이 평균
2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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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비엔티안 연도별 차량 등록 현황

차량 종류

2005

2010

2018

대

%

대

%

대

%

오토바이

144,507

73.2

309,659

73.9

615,759

68.3

툭툭/3륜차

3,695

1.9

3,439

0.8

3,403

0.4

승용차

9,437

4.8

17,683

4.2

62,662

7.0

픽업

24,353

12.3

51,618

12.3

125,905

14.0

Jeep

5,923

3

8,425

2

33,177

3.7

Van

3,507

1.8

15,955

3.8

25,063

2.8

트럭

5,405

2.7

11,482

2.7

33,136

3.7

버스

665

0.3

906

0.2

2,322

0.3

합계

197,492

100

419,167

100

901,427

100.0

자료: Lao Statistics Bureau(2020), “Statistical Yearbook 2018”(http://www.lsb.gov.la/en/).

비엔티안 시내버스 노선은 대부분 라오스 정부가 소유하고 비엔티안 교통국
이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VCSBE(Vientiane Capital State Bus
Enterprise)가 비엔티안 버스노선의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42) 비엔티안에
서 운영 중인 버스의 대부분은 JIC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무
상원조로 받은 것이다.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버스로는 45인승 신형버스, 25인승 미니버스, 관광버
스처럼 보이는 전기버스가 있다. 주로 일본에서 기증된 45인승 신형버스는 수
요가 많은 노선에 이용되고 있으며, 25인승 및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짧은 구
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이용되고 있다. VCSBE는 이용수요을 고려하여 운행 간
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외의 노선은 상대적으로 운행 간격이 크다.
비엔티안 시내버스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운행되며, 승객
42)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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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적은 일부 노선은 버스 수가 적고 운행 시간도 짧다. 최근에는 버스 위
치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버스정보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
다.43) VCSBE는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국가 전략, 특히 2008년 JICA
지원으로 설정된 비엔티안 도시 교통 마스터플랜에 따라 새로운 버스에 전자
지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비엔티안의 지속적인 버스 정책 시행
으로 버스 이용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206만 명에서,
2013년에는 339만 명으로 버스 승객이 증가함).44)

그림 4-5. 비엔티엔 시내버스 노선도 및 차량

신형버스

미니버스

전기버스

자료: Laos Guide 999(2020), “Commuting buses in Vientiane Capital”(https://www.laos-guide-999.com/citybus.html).
43) https://lao.busnavi.asia/.
44)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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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안과제
1) 도로 공급의 부족
급격히 증가하는 비엔티안 교통량 대비 도로망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것으
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엔티안 차량 보유대수는 연 평균 27%의 높은 증가율
을 보이는 반면, 도로 연장의 증가율은 약 6% 수준45)에 그치고 있다. 교통 공
급과 수요의 차이로 비엔티안 교통 혼잡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비엔티안 도
로의 전체 포장률은 52.8%이나, 콘크리트/아스팔트로 포장된 양호한 포장 도
로는 118km로 20.2%에 그치고 있다. 도로 포장률의 저조로 인해 일부 구간에
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비포장도로 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 외
곽지역은 보행자 도로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으로 보행자 통행 환경이 매우 열
악하다.46)

표 4-4. 비엔티안의 도로포장현황
비엔티안(2013)*

도로 종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포장

비포장

연장(km)

비율(%)

연장(km)

비율(%)

72

12.3

233

0.5

46

7.9

772

1.6

타르 포장

192

32.6

7,233

15.3

자갈비포장

179

30.5

16,380

34.6

98

16.7

22,700

48.0

588

100.0

47,318

100.0

비포장
합 계

라오스전체(2014)**

자료: * Inthavongsa, Phongsavanh(2014. 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 Lao Statistics Bureau(2016), “Statistical Yearbook 2014”(http://www.lsb.gov.la/en/).

45) 자료의 부재로 라오스 전체 도로연장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46)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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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대중교통시설 부재
비엔티안 시는 급격한 개인 차량 이용의 증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 공
급의 부족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낮은 도로 포장율과 버
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수용할 만한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버
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승하차
승객을 수용할 버스 정류장에서의 공간 부족, 이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버스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노선 계획의 부재,47) 상시 교통 혼잡과 가로변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버스 운행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이 비엔티안 대중교통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48)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 건설과 같은 공급 정
책은 막대한 사업비와 도로 건설을 위한 용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엔티안 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개인 차량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공급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비엔티안 시에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비엔티안 시의
여러 제약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엔티안 시민들은 오토바
이, 툭툭과 같은 원동기 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선호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의 낮은 대중교통 서비스 수
준이 이러한 낮은 선호의 원인으로 보이며, 시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물리적 시
설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버스를 운행하기 위
한 최소한의 도로 폭 확보가 어렵고 도로 포장율이 낮아 버스 노선을 비엔티안
전역에 단기간에 확대 보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더불어, 상
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버스 정시성 확보의 어려움, 기존 버스 운영회사의 비효
율성 및 관리체계 부실 등 버스 운영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다.
47) 시민의 수요보다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고, 시종점이 모두 도심에 위해 목적
지까지의 추가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8)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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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비엔티안의 준대중교통수단

오토바이택시

Tuktuk

Songthaew

Jumbo

Taxi

주: Tuktuk은 오토바이를 개조한 형태이며, Jumbo는 대형 Tuktuk임. Songthaew는 작은 트럭을 개조한 것임.
자료: Inthavongsa, Phongsavanh(2014. 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김설주 외(2016) 재정리.

현재 비엔티안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용량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소형버
스, 툭툭, 점보(Jumbo), 송떼우(Songthaew), 택시와 같은 소·중형 대중교통
수단이 주를 이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버스의 분담율은 0.6%, 준대중교
통수단은 6% 수준으로 비엔티안시의 대중교통 체계는 매우 열악하며, 신뢰성
이 낮고 이용수요도 적어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
렵다. 한편, 비엔티안 택시 산업은 주로 라오스 택시연합,49) LOCA,50) 그리고
자체적으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택시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엔티안 택시의 대부분은 운전자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택시
서비스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관리 및 안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51)
49) 라오스 공공건설부 산하로 현재 65대가 운영 중에 있다.
50) 2018년에 라오스 스타트업 기업인 Bizgital에 개발된 택시호출 앱이다. 현재 라오스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택시 어플리케이션이며, 거리, 시간에 따라 택시요금을 산정하고, 실시간 이동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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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차량사고, 차량정체 심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엔티안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 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보급대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은 열악하여 대중
교통 이용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토바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의
급격한 증가는 각종 대기오염, 교통사고, 차량정체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
하고 있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미흡한 신호운영체계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의 부재로 도심 내 차량정체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52)
비엔티안의 교통사고는 라오스 평균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에 191.7건이며, 이는 라오스 전체 교통사
고 건수 89.3건 대비 약 2.1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도 비엔티안이 23.3명으로 라오스의 13.7명과 비교하여
1.7배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엔티안의 교통사고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하고 있는데, 비엔티안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이에 비
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는 480명이었는데, 2017년 사망자수는 885명으로 약 10년 사이에 2배 가깝
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오스 및 비엔티안의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으로는 속도 및 신호 위반, 미비한 도로 체계(좁은 도로 폭, 보행자 도로와 일반
차량 도로의 구분 미비, 부족한 도로 연장 등)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신
호체계 부족 등으로 보인다.53) 향후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환경문제, 교통사고
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51) 김고은(2019), 『라오스, 건축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52) ADB(2014).
53)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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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비엔티안의 연도별 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엔티안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294
16.7
316
23.6
272
22.3
246
26.9
245
27.6
255
24.4
206
25.7
192
23.3

라오스전체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80
8.4
87
10.4
84
10.3
85
12.5
90
12.6
101
13.4
94
13.6
89
13.7

자료: Inthavongsa, Phongsavanh(2014. 7), “Current Status of Urban transport System in Vientiane Capital,”
김설주 외(2016) 재정리.

표 4-6. 교통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라오스 전체)

사고 유형
Motorcycle + Motorcycle
Motorcycle + Pushthewheel
Motorcycle + Tricycle
Motorcycle + Walker
Motorcycle + Animal
Motorcycle + Tractor
Motorcycle + Wall
Motorcycle + Car
Motorcycle + Truck
Motorcycle + Bus
Motorcycle Accident
Car + Car
Car + Bicycle
Car + Tractor
Car + Tricycke
Car + Walker
Car + Polished Rice
Car Self Reflexive
Truck + Truck
Car + Truck
Others

2017
사고건수
12
12
91
147
62
60
99
1,269
126
60
340
822
30
33
21
78
65
236
60
96
687

2018
사망자수
101
3
20
6
12
6
313
31
13
68
158
1
5
20
5
43
2
13
65

사고건수
7
23
173
73
83
36
1,093
251
59
247
970
48
46
21
148
66
164
272
117
475

사망자수
26
5
1
293
48
1
52
59
2
2
56
3
50
13
9
71

자료: Lao Statistics Bureau(2020), “Statistical Yearbook 2018,” Website(http://www.lsb.gov.l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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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주차 및 열악한 보행환경
주차문제는 비엔티안의 또 하나의 주요한 교통문제이다. 급격한 차량대수의
증가로 인한 시내 교통량의 증가와 노외 주차 시설 부족 등으로 비엔티안 시내
불법 주차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특히 도심의 노상 불법 주차문제는 비엔티안
도심의 차량속도를 저하시키고,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4)
또한 노상 불법 주차문제는 보행자 도로시설 부족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행자와 관련한 교통사고55)
가 비엔티안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비엔티안 주차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종합적인 주차시설 계획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토지 개발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주정차
관리 및 단속의 부재로 주차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시점에서
비엔티안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충분한 노외 주차시설 확보
와 불법 주정차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그림 4-7. 비엔티안 시내 불법 주정차 사례

자료: 2020년 10월 현지 촬영.

54) Hashino 외(2013), “Measuring The Carbon Dioxide Impacts of Urban Transportation
Projects in Vientiane, Lao PDR.”
55) 오토바이와 보행자, 승용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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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수요
1) 신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공급
비엔티안은 일본 JICA의 지원으로 『2030 비엔티안 도시마스터 플랜』을 수
립하였다.56) JICA의 계획은 역사보존지구, 내부도시지구, 외부도시지구, 부도
심지구, 외곽지구, 도시클러스터지구, 기타지구 등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용도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비엔티안의 공간구조를 다핵 구조로 재편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의 지정된 지구별로 계획 인구를 설정하였는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인구를 고려하여, 2020년에는 1,035천 명, 2030년까지
인구 1,439천 명을 수용하는 다핵 형태의 도시로 재편하고, 특히, 도심부 인구
는 전체의 약 62%인 895천 명을 수용하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57)
비엔티안은 자체적인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JICA와 같이 해외 원조 기관이 제시한 마스터플랜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인구와 다핵
도시를 지원할만한 체계적인 도로망 확장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는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중국자본들이 투입됨에 따라 비엔티안 도심지를 중심
으로 대규모 쇼핑센터, 신도시, 호텔, 테마파크 등 여러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
기 시작하면서58) 향후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엔티안의 도로망 구축 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
다. 면적당 도로연장은 0.15km/㎢로 몇몇 동남아시아 도시와 비교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59) 도로 포장율은 52.8%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포장이 양
호한 도로는 전체 도로의 20.2%에 지나지 않는다. 열악한 도로 포장률은 비엔
티안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
56) JICA(2011. 3), 『The Project for Urban development master Plan Study in Vientiane Capital』.
57)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58) 최은영(2016), 『요동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부동산 시장』.
59) 참고로 하노이는 1.55km/㎢, 다낭은 0.37km/㎢, 싱가포르는 4.9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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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2) BRT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비엔티안시는 자연증가와 외부유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해 대중교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비교적 저렴한 건설비용으로 대
량의 여객수송이 가능한 BRT 시스템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8
년 JICA에 의해 처음 제시된 비엔티안 BRT 시스템 구축 사업은 ADB의 협조
금융 등을 통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엔티안 BRT 사업 계
획은 11.5km의 BRT 전용차로와 24개의 폐쇄형 정거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BRT 시스템 운영센터 건설, 요금선지불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자지불시스템
도입,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제공 시스템, EURO Ⅳ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BRT 버
스 차량 도입 등 세부적인 BRT 운영안을 BRT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60)
BRT가 도입되는 구간은 비엔티안의 대표 도로인 Lane Xang도로와 이 도로
와 평행한 Nong Bone 도로, Settathirath 도로이다.
비엔티안에 계획된 BRT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BRT 노선이 들어서는 인접
지역간의 이동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BRT 연계 교통시스템이 부
재한 실정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순환선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계획된 BRT 시스템 도입 계획이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BRT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
를 명확히 하고 ADB 재정 지원과 더불어 라오스 정부 재원 확보 및 필요시 일
부 사업 분야에 대한 PPP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실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이 요구된다.
60) JICA(2015),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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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비엔티안 BRT 시범사업 구간 및 조감도

BRT 도로구간(Lane Xang 도로와 Settathirath 도로)

Lane Xang도로 BRT 조감도

자료: ADB(2014. 8), “LAO: Vientiane Sustainable Urban Transport Project,”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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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정책 추진
김고은(2018)61)에 따르면 최근 라오스는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전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재 전기에너지 개발 및 전기에너지 손실 감축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자동차
산업 육성에 이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전기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 및 소음을 줄이고, 자연, 문화·역사 유
적 보존 등 라오스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라오스 전기
자동차 산업은 전기 자동차 산업 선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및 제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가 라오스에 점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특히 소형 전기차, 소형 전기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여러 소형 전기 차종이 국
외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또는 대만에서 생산된 전기 자
동차이다.62) 다만 라오스에 보급된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A/S 및 부품교체의
어려움 등이 라오스 전기 자동차 보급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기 오토바이가 개발되고 있으며, 배터리 가격의
하락, 기술력의 향상 등으로 전기 자동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라오스 전기 자동차 보급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JICA의 조사에 따르면, 약 3~4%의 비엔티안 가구가 향후 전기 오토바이 구입
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63) 또한 JICA의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전체 전기 자동차 보급율은 2020년 40%, 2030년 80%로 전망되며, 보급된 전
61) 김고은(2018), 『라오스, 건축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62) 김고은(2018), 『라오스, 건축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63) JICA(2012), 『Basic Data Collection Study on Low-emission Public Transport System in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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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동차 중 전기 오토바이 비율이 2020년 78%, 2030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되었던 BRT 마스터플랜에서도 96대의 전
기버스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64)
전기자동차 보급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라오스 및 비엔티안 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
다. 또한 현재 라오스 또는 비엔티안 시의 전기 자동차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향후 전기 자동차 운영 및 등록, 면허 제도와 관련한 법령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 비엔티안의 전기차 보급 전망
전기자동차 비율(%)

구분

민간

전기자동차 수(천 대)

2015

2020

2030

2015

2020

2030

오토바이

10

50

100

109

698

1,875

승용차

-

10

50

-

45

454

트럭

-

-

-

-

-

-

3륜/미니버스

20

100

100

2

12

15

중형버스

-

10

50

-

4

34

대형버스

-

10

50

-

1

5

7

40

80

111

760

2,383

공공

합계
자료: JICA, 김고은(2018) 재구성.

4) 스마트시티
최근 라오스 정부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ASEAN 정상회의를 통해 ASEAN Smart City Network이 정식 출범
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라오스는 수도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을 스마트시티
로 육성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65) 특히 라오스
64) 김설주 외(2016), 『라오스 비엔티안 교통현황 및 대중교통사업 참여방안』, 한국교통연구원.
65) 김고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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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통신부는 2019년 5월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5G 통신 서비
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5G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6)
비엔티안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망 확장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현
실을 감안할 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port) 및 공
유교통(Shared mobility)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엔
티안 시에서는 LOCA67)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유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제반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계획된 BRT 시스템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계교통수단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비엔티안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
티 이용에 대한 선호가 높아,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과 BRT 수단 간 연계를 위해
BRT 정류장 주변에 Park & Ride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기자동
차 도입에 따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 전기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접목할
경우 전기자동차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시유형 Ⅳ: 미얀마 만달레이
가. 사회경제적 현황
만달레이는 지리적으로 미얀마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미얀마 마지막 왕조
의 수도였으며, 미얀마 제2의 도시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전 수도인
66) KOTRA(2020).
67) https://loca.la/(검색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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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으로부터 약 700km, 현재 수도인 네피도로부터 약 390km 떨어져 있으
며, 약 17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만달레이 시(District)는 7개의 구
(township)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909㎢이다.
양곤, 네피도, 미찌나 등 주요 도시들과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을 통해
연결되며, 북서쪽으로 인도, 동쪽으로 중국 등과 인접하고 있다. 또한, 양곤-만
달레이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철도역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교통시설의 거점도
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9. 만달레이 주(Region) 및 시(District) 행정구역 현황

Mandalay 주(Region)

Mandalay 시(District)

자료: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MIMU), United Nations.

만달레이시 7개 구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 90,954ha 중 개
발용지(Built-Up) 16.7%, 녹지(Vegetation) 78.1%, 강 및 하천(Water) 5.2%
로 구성되어 있다. 만달레이는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기존 시가지를 형
성하고 있는 5개의 구68)와 2011년 및 2015년에 각각 만달레이시로 편입된 2
개의 구69)로 구성되어 있다.
68) 5개 구는 Aungmyetharzan, Chanayetharzan, Maghaaungmye, Chanmyatharzi, Pyigyidagun
를 포함한다.
69) 2개 구는 Amarapura, Patheingyi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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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만달레이시 토지이용현황
구분

시가지(Built-up)

녹지(Vegetation)

수역(Water)

합계

면적(ha)

15,165.6

71,042.8

4,746.0

90,954.3

구성비(%)

16.7

78.1

5.2

100.0

자료: JICA(2016b), “Urban Development Plan for Mandalay 2040.”

만달레이시 지역총생산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58.5%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 38.0%, 1차 산업 3.5%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 통신, 무역 등을 포함하는 3차 산업이 만달레이시의 주요 산업
이며, 이러한 산업구성의 기조는 지난 3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4년 수행된 미얀마 인구 총 조사70)에 따르면 만달레이 시의 인구는 약
172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경제활동에 주요지표가 될 수 있는 도시인
구 비율은 76.4%로 나타나 만달레이 주(Region)71)와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달레이시를 구성하는 7개 구에는 각
각 20~30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며, 인구 규모로는 Chanmyatharzi가 28.4
만 명, Aungmyetharzan가 26.6만 명, Patheingyi가 26.3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달레이시의 인구밀도는 약 909명/㎢이며, 7개 구 중 Mahaaungmye와
Chanayetharzan가 각각 16,291명/㎢ 및 15,052명/㎢인 것으로 인구밀집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70)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2014),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Myanmar 2014.”
71) 2014년 기준 만달레이 주 도시인구 비율은 3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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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만달레이 주(Region) 및 시(District) 인구 현황(2014년)
도시인구
주/지역

합계

도시인구

비율

인구밀도현황

(%)
MANDALAY(REGION)

6,165,723 2,143,436

34.8

MANDALAY(DISTRICT)

1,726,889 1,319,452

76.4

Aungmyetharzan

265,779

265,779

100.0

Chanayetharzan

197,175

197,175

100.0

Mahaaungmye

241,113

241,113

100.0

Chanmyatharzi

283,781

283,781

100.0

Pyigyidagun

237,698

237,698

100.0

Amarapura

237,618

80,824

34.0

Patheingyi

263,725

13,082

5.0

1,001,945

281,784

28.1

PYIN OO LWIN
KYAUKSE

741,071

81,503

11.0

MYINGYAN

1,055,957

167,951

15.9

NYAUNG U

239,947

54,343

22.6

YAME`THIN

518,384

29,912

11.6

MEIKTILA

881,530

178,491

20.2

자료: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2014),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Myanmar 2014.”

나. 교통현황
만달레이시의 도로망은 격자형 패턴(Grid Pattern)으로 되어 있어, 지역 주
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목적지 위치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다. 격자형
도로망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오토바이와 대중교통 시
스템 부재, 무분별한 노상주차 등으로 만달레이시 다수의 구간에서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만달레이시의 도로포장율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도로상황이 열악하고,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도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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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별로는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비중이 15% 미만으로 매우 낮고 대부분이
접근기능을 담당하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간선도로가 부족
하여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10. 만달레이시 도로 포장현황
(단위: ㎞, %)

콘크리트
55(3.1)

역청
1,034(59.0)

쇄석
172(9.8)

자갈
0(0.0)

흙
491(28.0)

합계
1,752(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를 의미한다.
자료: ADB(2019), “Myanmar Transport Sector Policy Note: Trunk Roads.”

표 4-11. 만달레이시 도로 등급별 현황(2019년)
도로 등급

연장(㎞)

구성비(%)

주요간선도로(Trunk Road)

85.03

4.8

간선도로(Arterial Road)

157.63

8.9

집산도로(Collector Road)

617.12

35.0

국지도로(Local Road)
합계

902.50

51.2

1,762.27

100.0

자료: MCDC 내부자료.

만달레이시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픽업트럭이나 경량트럭, 철도 등
이 있으며, 승용차 이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향후 인구의 증가와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
교통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달레이시의 등록차량 기준으로 2016년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추정하면,
오토바이 이용 비율이 91.1%로 가장 높으며, 승용차 이용 비율이 6.2%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반해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이용률은 0.1%에 그치고
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합산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비율이 약 97%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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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어 개인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개인교통수단에 편중되는 통행행태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교통 및 환
경 문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에 편중된
이용행태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
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4-12. 만달레이시 교통수단 분담율(추정치)
구분

단위

1)

등록
차량 수

대

인구

명

승용차
보유 비율

대/천명

평균 통행
통행/인/일
비율
1일 통행수

승용차

통행/일

51,043
(6.2%)

오토바이
1)

749,310
(91.1%)

소형트럭
1)

21,213
(2.6%)

1,754,000 1,754,000 1,754,000

시내버스

도시철도

합계

807
(0.1%)

0
(0.0%)

822,373
(100%)

-

-

-

2)

29

427

12

-

-

-

23)

23)

23)

-

-

-

102,086
(6.0%)

1,498,620
(88.3%)

42,426
(2.5%)

55,020
(3.2%)

0
(0.0%)

1,698,152
(100%)

주: 1) RTAD 통계자료(2016), 2) RTAD 산정결과, 3) JICA.
자료: JICA(2016b), “Urban Development Plan for Mandalay 2040.”

MCDC의 자료에 따르면 만달레이시에는 57개의 버스노선이 등록되어 있지
만, 30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행노선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실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없는 경우가 12개 노선이고, 아예 운행이 중
단된 노선이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는
총 817대로 이중 승합차 및 소형 트럭을 개조한 버스가 전체의 97.8%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도심형 버스의 경우는 18대 만이 운영 중이다. 버스 서
비스는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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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만달레이시 버스 운영 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총 57개 버스노선 중 30개 노선 운영 중

이용자 수

44,000명/일, 만달레이시 150만 명의 약 3% 버스이용

관리 및

관리: 각 지역 교통부 산하 관리청에서 자동차 등록과 라이센스 관리

운영주체

운영: 비정부 조직으로 버스 개인 소유자와 운영자로 구성된 4개의 기관으로 운영

요금(Kyat)

거리비례제, 200~1,000MMK

운영대수
승객 수
(명/월)

City Bus

Dyna

Hilux

Light Truck

TOTAL

18대

383대

15대

401대

416

90,000

759,600

24,300

686,700

873,900

자료: ADB(2016a), “Myanmar Transport Sector Policy Note: Urban Transport.”

그림 4-10. 만달레이시 주요 버스 유형

City Bus

Dyna

Hilux

Light Truck

자료: ADB(2016a), “Myanmar Transport Sector Policy Note: Urban Transport.”

만달레이는 네피도, 양곤과 더불어 국가 내 교통거점으로 국가교통개발계획
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구분되어 있다. 만달레이는 양곤-네피도-만달레이-미
치나를 연결하는 Central North-South 노선, GMS Northern 노선과 만달
레이-타무(Tamu)-임팔(Imphal)을 연결하는 노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양곤, 미찌나, 바간과 같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은 만달레이 중앙역
(Mandalay Central St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만달레이시를 순환하
는 노선의 경우 Tha Ye Zay Station, Owebo Station 등이 운영 중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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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철도의 동부노선에 위치한 Thoe Gyan Station, Aung Pin Le Station
은 1일 승객수와 운임수입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표 4-14. 만달레이 철도역사별 운영 현황
역사 명

승객인원(명/일)

Mandalay Central Station

운임수입(MMK/일)
2,700

10,673,295

Shan Su Station

30

16,720

Myo Haung Station

83

37,675

Thoe Gyan Station

10

3,075

Aung Pin Le Station

7

1,240

Owebo Station

401

24,615

Tha Ye Zay Station

795

81,620

4,026

10,838,240

Total
자료: Myanmar Railway.

한편, 만달레이시에서는 1999년부터 오토바이 수입이 시작되면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오토바
이는 17배 가깝게 증가하였고, 승용차는 2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경제가 성장
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은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도시교통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승용차와 오
토바이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다양하지만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 일조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가 열악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약되다
보니 이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오토
바이 보유대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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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만달레이시 인구 및 차량등록대수 변화

자료: MCDC(2019a), “Transportation in Mandalay.”

그림 4-12. 만달레이시 오토바이 및 승용차 등록대수 변화

자료: MCDC.

다. 주요 현안
1)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유지관리 체계 미흡
격자형 구조를 갖는 만달레이시의 도로망은 유지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다른
아세안 도시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확장,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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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거용지의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은 부족하고, 더욱이 도로폭도 협소하여 다발적으로 교통체증
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여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정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JICA에서 만달레이 시내 주요교차로 4개소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따르
면 일부 도로구간에서는 이용 교통량이 도로용량에 근접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도로용량에 여유가 있는 도로구간도 향후 개인교통
수단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 만달레이시 주요도로 용량분석 결과

조사지점

유입

유출

합계

(대)

(대)

(대)

첨두시

도로

교통량

용량

(V)

(C)

포화율

(차로수)
차량
Corner of 35×63
(wider 4-lane)
Corner of 26×76
(wider 4-lane)
Sagain-Mandalay St.
(wider 4-lane)

오토
바이

차량

오토
바이

차량

오토
바이

(pcu/h) (pcu/h)

(V/C)

11,945 11,577 10,376 10,061 22,321 21,638 2,881

4,400

0.65

11,669 13,855 7,900 12,530 19,569 26,385 2,748

4,400

0.62

5,083 47,044 4,503 40,930 9,586 87,974 3,598

4,400

0.82

4,532

3,200

0.43

Corner of
62×Inn-Khyu

8,715

4,085

8,078

8,617 16,793 1,365

(wider 4-lane)
주: 도심 주요도로에서 택시를 포함한 영업용 차량(Tok-Tok, Grab 등)은 통행이 제한됨.
자료: JICA(2016), “Urban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Cities(Mandalay, Pathein and Mawlamy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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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설 및 운영 부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만달레이시의 버스는 총 817대로 조사되었으
며, 그 중 소형트럭 등으로 운영되는 버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심형버스는 18
대만 운영되고 있다. 이는 만달레이시의 1일 여객통행량인 약 170만 통행을 처
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차량은 매우 노후화되고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안전 및 청결 등 서비스 수준 또한 낮은 상황이다.
표준화된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버스노선 운행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안전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다. 예로 우측에 있어야 할 승하차문이 좌측에
달린 버스도 상당수 존재하여72)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버스노선 안
내 및 경유지 안내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편의성이 매우 낮
게 평가된다. 더불어 버스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이 빈번하며, 버스차
장이 요금 징수 및 승하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불친절하고 거스름돈 지불 거부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승객들의 차내 쓰레기투척이 빈번하고, 수화
물을 동반한 탑승객으로 차내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경우도 빈번하다.
버스 정류소 시설도 열악하다. 버스 쉘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며,
쉘터가 설치된 경우라도 차양막과 노후화된 의자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정도이
다. 더불어 노선정보 및 버스배차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가 없
는 상황이고, 버스정류장 인근에 가로수로 인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시인성이
저해되는 구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금은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250~1,000짯(약 200원~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시장 등 주요 시설을 경유하는 경우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
하고 있다. 더불어 운영자 수익을 우선한 운영으로 과도한 대기시간 발생 및 정
원을 초과한 탑승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72) 여러 국가에서 중고차량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다 보니 승하차문이 좌측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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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만달레이시 버스 운영부문의 문제점

버스 용량을 초과하여 탑승

정류장 용량 부족

도로인프라 부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미얀마 만달레이市 대중교통체계개선계획 수립지원』.

그림 4-14. 만달레이시 버스 인프라부문의 문제점

노후화된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미설치

버스정류장 미설치 및 정보 미제공

버스쉘터 미설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미얀마 만달레이市 대중교통체계개선계획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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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토바이의 급격한 증가
교통비용에 민감한 개발도상국 도시에서는 오토바이가 이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저렴한 구매가격, 경제적인 연
료비와 유지관리비, 뛰어난 접근성 및 이동성 등과 같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는다. 이에 반해 오토바이는 경제
적 및 사회적 손실이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하는 불법 주행,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불법주차 등으로 체계적인 교통 관
리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다.

그림 4-15. 만달레이시 오토바이 운영현황

자료: FASEP(2016), “Sustainable Development of Urba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in Mandalay City.”

만달레이시는 2011년까지 자전거가 통행의 주 수단이었지만, 저렴한 가격
으로 수입되는 오토바이가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오토바이 이
용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2018년 약 115만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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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9년 125만 대로 약 10만 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오
토바이 보유대수가 2.12대,73) 인구 천 명당 약 40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만달레이시의 등록된 차량 유형 중에서 오
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다른 차량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와 함께 승용차 등록대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교통수
단의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만달레이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인교
통수단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도시 및 교통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림 4-16. 만달레이시 차종별 차량등록대수 변화 추이(2018년, 2019년)

자료: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내부자료(2019).

4) 불법주차 및 열악한 보행환경
보행은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함께 여전히 중요한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만달레이시의 보행여건은 열악하다. 도심 내 주요가로망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
지만, 정비되지 않은 가로수 및 노점상 등으로 인해 보도 폭이 협소하고, 포장
73) 가구당 승용차와 자전거 보유대수는 각각 0.16대와 0.92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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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손되거나 단절된 보도, 그리고 오토바이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성과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다.

표 4-16. 만달레이시 통행목적별 주요 교통수단
통근(Work)

쇼핑(Shopping)

통학(School)

여가(Recreation)

1. 오토바이(Motorcycle) 1. 오토바이(Motorcycle) 1. 오토바이(Motorcycle) 1. 오토바이(Motorcycle)
2. 자전거(Bicycle)

2. Walk(도보)

2. Walk(도보)

2. Car(승용차)

3. Walk(도보)

3. 자전거(Bicycle)

3. 자전거(Bicycle)

3. 버스(Bus)

자료: Household survey; Asian Development Bank(2014), “Scoping Study for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for Mandalay. Manila(TA 8251).”

그림 4-17. 만달레이시 불법주차 및 보행환경의 문제점

노점상 및 파손된 보도

협소한 보도로 인한 위험

오토바이 불법주차

자료: ADB(2016a), “Myanmar Transport Sector Policy Note: Urban Transport.”

보도 단절로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교
통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으로 도로의 용량이 저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횡단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심 내 주요 간선
급 도로를 제외한 다른 도로의 경우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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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접근성과 어린이 및 청
소년들의 등·하교 통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주요가로에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주요 상업시설, 관광지, 관공서가 위치하여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도심 내 도로에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그림 4-18. 만달레이시 대중교통접근성 지표

자료: Su Pe Thu 외(2017), “Urban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for markets and wards: the case study of
Mandalay City.”

5) 관련제도 및 조직의 부재
만달레이의 경우 시의 교통부문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도
시교통 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및 법정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까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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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레이시 도시교통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고, AFD, ADB, WB, JICA 등의 원조
기관에서 제안된 비공식적인 계획 또는 컨설팅 사업들만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도시 및 대중교통 관련 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혼재되어 있어 전담기
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시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계획 실행
및 개선사업들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만달레이 주 장관(regional minister)이
위원장인 버스감독위원회(Bus Supervisory Committee)의 통제 및 감독 하에
민간에게 소유·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은 교통전
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4-17. 만달레이 도시 및 대중교통 분야별 역할

정책 수립
버스

철도

도시 및 고속도로

계획

관련 규제

관련 인프라
제공

차량 제공

주정부(Regional

버스감독위원회

합자 및 개인

government)

(Bus Supervisory Committee)

사업자

미얀마 철도청

교통통신부/
미얀마 철도청
건설부(Ministry

도로국(Department of Highways),

of Construction)

교량국(Department of Bridges), MCDC

도보 및 자전거

n.a

주정부, MCDC

n.a

교통경찰, 만달레이 주 및 시 정부

n.a

교통통신부,
교통관리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자료: World Bank(2020), “Urban Transport in Yangon and Manda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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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수요
1) 도로망 공급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앞서 언급한 대로 만달레이시의 도로망은 기본적으로 격자형 구조를 갖고
있지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간격이 커져 도시의 개발 및 확장에 요구되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요 주거 및 상업시설들을 연
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제외하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차로 신호운영 체계, 안
전시설, 노면표시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도로망 공급과 함께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최적 신호체계 운
영, 정온화 방안 시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만달레이시의
도시도로(urban roads)부문 예산은 시의 총 세출(total expenditure)에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17년, 2017/18년 도시 도로에 대한 지출이
약 26%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규모는 대략 200만
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 공급과 기존 시설의
개선 그리고 유지·관리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9. MCDC 도로부문 지출 추이
(단위: 백만 MMK)

자료: M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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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만달레이의 지방채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
익금 활용, 민자유치 사업 유치, 주행세제 개편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도로 공급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
한, 양곤 및 주변 아세안 도시들에 비해 인프라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
황임을 감안할 때 ODA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한
PPP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만달레이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버스체계를 개편하고, ITS 기술을 활용하여 버스 운영 및
이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만달레이시 현황에 부합하는 BR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MCDC의 만달레이 버스체계 개편연구74)에서는 총 연장 55.12㎞, 최
소 정류장 이격 거리 400m의 BRT노선과 함께 버스 우선신호 및 전용차로, 가
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횡단구성안 등을 제시하였다. MCDC는 기존
버스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BRT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을
고려하여 신규 BRT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만달레이시의 도로상황
과 물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버스차로가 아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중소도시에 BRT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BRT 시스템의 경우 선진국 시스
템을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기대만큼의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워 가능한 중앙
전용차로가 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4) MCDC(2019b), “Bus Reform in Manda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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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MCDC의 BRT노선계획

자료: MCDC(2019b), “Bus Reform in Manda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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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곤에서는 2016년부터 미얀마 양곤공공버스회사(Yangon Bus Public
Company Limited)가 BRT버스 운행을 시작하였다. 양곤공공버스회사는 한
국, 중국, 브라질에서 65대의 BRT 버스를 구매했으며, 해당 버스의 색깔은 모
두 노란색으로 운영 중에 있다. BRT노선의 경우 총 2개 노선이며, 첫 번째 노
선은 시내 지역을 제외한 도심외곽지역 23개의 정거장을 거쳐 운행되며, 이후
개통된 두 번째 노선은 첫 번째 노선과 동일하지만 Botahtaung Pagoda 도
로, Bogyoke Aung San 도로 등을 포함한 시내 지역 4개의 정거장이 추가되
어 27개의 정거장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75)

그림 4-21. 현재 운영 중인 양곤의 BRT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도 도시규모와 산업 및 관광 부문의 성장 가능
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BRT 도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BRT 계획, 설계, 운영 그리고 법·제도 부문 등 시스템 전반의 검토 및 기술이
전이 수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75) KOTRA 양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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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ITS 기술을 접속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5년
MCDC의 주도하에 만달레이시의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류 흐름 관측 및 신호
제어를 위해 SCATS(Sydney Coordinated Adaptive Traffic System)를 도
입하였다. 검지기, CCTV 등의 인프라와 만달레이 시청 내 설치된 관제센터와
담당인력 등은 ITS 기술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TS
기술을 접목한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운행관
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자동요금징수(AFC: Automated
Fare Collection) 시스템을 설치하여 만달레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
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8. SCATS 사업 개요
구분

설명

목적

▸도심 내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관리
▸시민 안전 및 치안 확보 등

주요
기능

▸교통 관제 및 신호체계 조정
▸통합 지능형 센서와 CCTV, 신호 등을 활용하여 교통상황 파악
▸24시간 도심내 상시 교통 관측 및 신호 제어

적용
기술

▸Sydney Coordinated Adaptive Traffic System(SCATS)
▸AI 기반 지능형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HIK iVMS-8600 platform software)
▸자동 번호판 인식(ANPR: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CCTV
▸중앙관제센터(24시간 운영)
▸교통법규 위반 경보서비스

재원

▸MCDC 자체 예산
설치 및 운영
년도

SCATS 제어
신호기

CCTV

비 용

2015-2020

65개소

79개소

총 사업비: 약 6,783백만 짯(약 5.2백만 불)

운영
현황

만달레이시 교통관제센터

SCATS 구동화면

자료: M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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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셋째,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와 함
께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교통수
단의 억제정책으로는 주차요금, 혼잡요금, 부제 운행 등을 뽑을 수 있으며, 이
러한 정책시행을 통해 기존 오토바이와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달레이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과 달리 오토바이로 인해 도
로의 용량이 포화상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에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할 수 있
는 충분한 기회가 존재한다. 우선 오토바이 비이용자와 기존 버스 이용자가 지
속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고, 개
인교통수단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
다. 특히 도심의 일정 구역에 진입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혼잡요금을
부과하던지, 부제 운행을 시행하던지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22. 아시아 주요도시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주: 미얀마 양곤은 도심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자료: ADB(2017b), “Urban Land Institute and Centre for Livabl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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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환경 정비 및 보행·자전거도로 개선
만달레이시에서는 불법주차를 단속하거나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
다. 도로 용량을 확보하고 BRT 등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차 관리 및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달레이시
의 현재와 장래의 주차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시설 공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상 및 부설 주차장의 규모와 적정 위치를
결정하고 적정 요금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CDC에서는 만달레이시의 주차문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및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만달레이시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대중교통의 접근수단이기도
한 도보 및 자전거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
다. 보행 및 자전거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도로, 안전시설, 표지판의 설
치와 기존 도로의 포장 개선 및 복구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
기 때문에 만달레이시의 보행 및 자전거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증대, 관광
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4-23. 만달레이시 보행자도로 개선안

자료: ADB(2016a), “Myanmar Transport Sector Policy Note: Urban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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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제도 및 조직의 체계적인 정비
만달레이시의 도시 교통계획과 실행을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관할할 수 있는
통합 교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만달레이시 조직 구성은
도시교통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주 정부에서 만달레이시 교통사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도로사업과
지역 연계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공
무원 및 관계자들의 기술적 역량 향상, 충분한 예산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교통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시교통 전담기관은 만달레이의 도
시교통과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
다. 도시교통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도시교통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 가운데 세
계은행76)은 만달레이시의 도시교통분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
와 같이 권고하고 있다.

표 4-19. 만달레이시 도시교통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단기(1~2년)
▸만달레이 주 차원의

공식적인
도시·대중교통
통합 기구 부재

중기(2~3년)

장기(3~5년)

▸만달레이시 지방교통청의 ▸법정 계획 및 전략에서

통합 교통기구인

만달레이시 도시교통

도출된 내용에 부응하는

만달레이 지방교통청

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 및 투자에 대한 투자

(가칭: Mandalay

적정 예산 및 인력 구조

집행 및 관련 법안 제정

Regional Transport

검토 후 실행

Authority)의 우선 설립
후 교통부문의 법정계획
및 전략 개발 착수

자료: World Bank(2020), “Urban Transport in Yangon and Mandalay.”

76) WB(2020), “Urban Transport in Yangon and Mandalay.”

제4장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의 개발 수요 분석 • 157

4. 도시유형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가. 사회경제적 현황
마카사르시는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남술라웨시주(술라웨시 술라탄)의
주도로서 2019년 기준 총 면적은 175.77㎢이며 1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지역은 해변에 접해있고, 이러한 도심지역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 인구는 2018년 기준 150만 명에 달하며, Java 섬
외에 위치한 도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자 인도네시아 동
부의 관문 또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24. 마카사르시 위치도

자료: Sihotang, Muhammad & Okajima, Keiichi.(2017), “Photovoltaic Power Potential Analysis in Equator Territorial:
Case Study of Makassar City, Indonesia. Journal of Power and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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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마카사르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2019년)
순번

행정구역

면적(㎢)

인구(천 명)

인구밀도(명/㎢)

1

Mariso

1.82

60.5

33,241

2

Mamajang

2.25

61.5

27,312

3

Tamalate

20.21

205.5

10,170

4

Rappocini

9.23

170.1

18,431

5

Makassar

2.52

85.5

33,935

6

Ujung Pandang

2.63

29.1

11,047

7

Wajo

1.99

31.5

15,806

8

Bontoala

2.10

57.2

27,237

9

Ujung Tanah

4.40

35.5

8,076

10

Sangkarrang Islands

1.54

14.5

9,436

11

Tallo

5.83

140.3

24,070

12

Panakkukang

17.05

149.7

8,778

13

Manggala

24.14

149.5

6,193

14

Biringkanaya

48.2

220.5

4,574

15

Tamalanrea

31.84

115.8

3,638

합계

175.8

1,190.4

8,684

자료: South Sulawesi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Central Bureau(BPS).

그림 4-25. 마카사르시 행정구역별 인구밀도

자료: http://fernandaprofilkota.blogspot.com/2017/03/kondisi-eksisting-kota-makas.html(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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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사르시는 지리적으로 술라웨시 지방의 남-북, 인도네시아 동-서 및 남북을 잇는 주요 교통축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ppenas)의 계획에 따르면, 마카사르(술라웨시
주)는 메단(북 수마트라 주), 자카르타(자카르타 주), 수라바야(동 자바 주)와 함
께 인도네시아의 4대 주요 경제성장 중심지이며, 주로 무역, 2차 및 3차 산업,
교통, 교육, 보건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카사르시의 경제성장률은 8.8%에 달하는데, 이는 남술라웨시주 6.9%와
국가 전체 경제성장률 5.0%를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이다. 또한 마카사르시 경
제 규모는 남술라웨시 주 경제의 34.17%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카사르는 술라웨시 주의 핵심 요충지로 향후 인구 및 경제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1. 마카사르 시의 사회경제 현황(2019년)
도시명

마카사르 시(남술라웨시 주도)

총 면적

175.77 km

행정구역

15개 구역(153개 마을)

인구

1,527.7천 명

2

연간 인구 증가율(2018~2019)

1,23%

평방 km당 밀도

8.686명/km

GRDP

12.600백만 USD

1 인당 GRDP

8.270USD

경제 성장률

8.8%

2

빈곤 격차 지수

0,60

빈곤 심각도 지수

0,15

고용률(경제적 활동이 노동 연령 인구에 대한 비율)

57.8%

자료: BPS-Statistics of Makass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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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 현황
마카사르시는 도시의 왼쪽 지역이 도심지이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교외 및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심 지역 도로망은 격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데 도심 지역을 오가는 차량수요를 처리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발생
하나 비첨두 시간에는 교통 흐름이 순조로운 경향을 띠고 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방사형 형태를 띠고 있다. 외곽에서 도
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방사형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외곽과 도심을 왕복
하는 차량수요에 비해 방사형 도로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그림 4-26. 마카사르시 도로망 현황

자료: https://www.skyscrapercity.com/threads/makassar-n-mamminasata-streetscape-citys-transportation
-images-and-issued-%E2%80%8E.1453031/#post-849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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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c)에 따르면 마카사르시에
서 관할하는 도로 총연장은 2018년 기준 3,050km에 달한다. 이 중 고속도로
연장은 17km인데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고속도로와 함께 국도와 주도가 마
카사르시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4-22. 마카사르시의 도로유형별 연장(2018 기준)
(단위: km)

국도
주도
지방도
고속도로
합계

35.6
19.5
2,977.5
17.0
3,049.7

자료: BPS, 2019, Statistics of Makassar.

마카사르시의 경제 성장과 함께 등록차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
년 차량등록대수는 1,574천 대로 2013년 1,154천 대에서 약 1.4배 증가한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4.8%, 버스 1.1%, 트럭 5.1%, 오토
바이 79.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전체 등록대수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저중소득수준의 도시와 비교하여 고중소득수
준에 속하는 마카사르는 승용차 등록대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중소득수준의 도시에 포함되는 라오스
비엔티안과 미얀마 만달레이의 승용차 등록대수 비중은 각각 7.0%와 6.2%이
다. 고중 소득수준에 속하는 마카사르는 저중소득수준의 도시와 비교하면 승용
차 등록대수 비중이 약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보인다. 즉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승용차 등록대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면
교통과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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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증가율은 9.0%인데 반해 오토바이의 연평균증가율은 6.1%로 상대적으
로 낮은 결과를 보인다. 향후 승용차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3. 마카사르시 차종별 등록 대수
(단위: 천 대, %)

구분

2013

2014

2015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승용차

151.3

172.8

190.4

221.6

233.1

9.0

버스

17.0

17.1

17.2

17.3

17.4

0.5

트럭

57.6

62.4

67.1

76.4

79.6

6.7

오토바이

926.1

1,000.1

1,062.9

1,190.1

1,244.2

6.1

합계

1,154.0

1,252.4

1,337.7

1,505.4

1,574.4

6.4

자료: South Sulawesi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Central Bureau.

그림 4-27. 마카사르시 차종별 등록대수 구성비

주: 2018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마카사르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BRT 버스, 준대중교통수단
(Pete-Pete), 택시, 삼륜차(Bentor), 삼륜 자전거(Becak), 이륜 오토바이(Ojek)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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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마카사르시 대중교통 수단

BRT

준대중교통수단(Pete-Pete)

삼륜 자전거(Becak)

삼륜차(Bentor)

택시

이륜 오토바이(Ojek)

Pete-Pete는 마카사르시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으로 시 전역을 운
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Pete-Pete 운행노선이 운영회사의 수익을 기반으로 결
정되어 특정 지역에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에 조례 103호를 발효하여 24개 노선을 확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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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 기준으로 5,140대의 Pete-Pete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수요를 고
려할 때 너무 많은 Pete-Pete 차량이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공
통된 견해이다.
Pete-Pete는 준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쾌적성이 양
호하지 못하고, 난폭한 운전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버스 쉘터를 포함
하여 관련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교통 서비스는 질적으
로 계속 악화되어 대중교통 이용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
인교통수단으로의 전환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필요하
였다.

그림 4-29. 마카사르시 Pete-Pete 노선

자료: Kalsum, Ummu & Jinca, M.Yamin(2017), “STRATEGI PENGEMBANGAN TRANSPORTASI MASSAL DI
WILAYAH SUBURBAN MAKASSAR. Jurnal Transportasi Multim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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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부는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BRT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BRT 시스템은 심각
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3개 대도시(수라바야, 덴파사르, 마카사르)를 대상으
로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예산을 지원한 대중교통 체계이다. 마카사르 시정부는
BRT의 정시성, 안전성, 편의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차량, 교통체계
및 시스템 계획, 버스 정류장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처음으로 BRT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마카사르 시정부는 당초 11개 BRT 노선이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5개 노선
이 개통되어 운행되었다. 마카사르에서 운행되고 있는 BRT는 BRT 노선이 통
과하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Mamminasata77)라고 부르고 있다. BRT 도입에
따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아 4개 BRT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고 현재는 단
지 1개 노선만이 운행 중에 있다. 약 30대의 BRT 버스와 63개의 버스정류장/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버스 수용인원은 79명이고 요금은 1인당 5,000
IDR이다.
BRT 시스템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형적
으로만 BRT 시스템이고 실제로는 BRT 시스템과는 동떨어진 운행방식으로 채
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느슨한 단
속으로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아 BRT 차량이 다소 크고 현대화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Pete-Pete와 별다른 서비스 차이가 없었다. BRT 시스템 중
가장 저급의 BRT 시스템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다시 대중교통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5
개 노선으로 시작한 BRT 도입은 악순환을 거듭한 끝에 현재 1개 BRT 노선만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77) Makassar, Maros, Sungguminasa, Takallar에서 BRT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 이름을 따
서 Mamminasata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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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마카사르시 BRT 노선

자료: Islamic State University of Alau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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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안 과제
1) 도로 용량 부족
2015년에 마카사르 시 정부가 실시한 교통흐름 분석에 따르면, 도로 인프라
를 확충하여 도로용량과 교통흐름을 개선하지 않으면 주요 교통 지표 중 하나
인 평균속도가 해마다 악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4-24]는 2014년에서
2033년 사이에 평균속도와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
여준다. 이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33년 사이에 평균속도는 35.84km/h에
서 13.99km/h로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에 0.83에서 1.78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표 4-24. 마카사르시의 평균속도와 포화도 변화
총 통행시간

총 통행거리

평균 속도

포화도

(PCE.hour/hour)

(PCE.km/hour)

(km/hour)

(Saturation Degree)

29,369

246,675

35.84

0.83

2018

81.873

322,616

30.97

1.07

2023

231.445

428,389

24.51

1.32

2028

622,843

563,389

17.35

1.54

2033

1,598,867

742,110

13.99

1.78

구분
2014

자료: Regional Planning Development Office of Makassar City 내부자료.

2013년 기준으로 분석한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에 따르면, 마카사르 시내의
대부분 도로에서 교통량이 용량에 다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
만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2개 간선도로(Urip Sumoharjo Street 와 Perintis
Kemerdekaan Street)에서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으며, 특히 첨두 시간에선 교통체증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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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마카사르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서비스 분석

자료: Regional Planning Development Office of Makassar City.

개발도상국 중소도시와 유사하게 마카사르에서도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충
족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
운영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혼재로 무질
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도로 용량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통과 환경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로 인프라가 공급되어야 한
다. BRT와 같은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도로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도심에서는 도로 인프라를 추가 확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 운영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도시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는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로 확충만으로
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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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시스템 미흡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카사르 지 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3부
터 구축한 BRT 시스템은 11개 계획 노선 중 5개 노선만 개통하여 운영하게 되
었다. 일부 개통하여 운영된 BRT 노선은 이용자 수요 감소, 운영 수익 적자, 인
프라 구축 예산 미확보 등 다양한 사유가 겹치면서 이용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
다. 이러한 결과 2019 년에는 1개의 BRT 노선만 살아남고 나머지 노선을 운영
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BRT 운영회사인 DAMRI사는 더 이상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관계로 2020년에 BRT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수익구조 문제로 BRT 운행이 중단되면 대중교통 서비스는 더욱 열악해지고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BRT 운행 계획이 실패한 이유로는 먼저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
반 차량 및 버스와 도로 차선을 혼용하여 운행함으로써 BRT의 장점인 정시성
이 저해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운행대수와 배차간격이 한 노
선 당 하루 3~5대가 2~3시간 간격으로 운행함으로써 신속성이 저해되었으며,
버스 정거장의 위치가 주거지역과 먼 거리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또한
열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BRT 노선 중 일부만 운행됨으로서
BRT를 탑승하여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한정되어 환승으로 인한 요금부담
이 증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은 BRT의 낮은 이용률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5개 BRT 노선 중 4개 노선이 중단된 이후 버스 정류소 등 BRT 관련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노후화되고,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1개 BRT 노선도 2020년에는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이용되고 있는 BRT 관련 시설도 향후 매몰비용을 수반한 노
후시설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관련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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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BRT 운영 중단 이후 BRT 정류소 현황

BRT

준대중교통수단(Pete-Pete)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BRT보다 배차간격이 짧고 다수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
으며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Pete-Pete를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
나 잠재 이용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Pete-Pete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
Pete-pete 운영회사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열된 경쟁은
노후차량 운행,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과격한 운전 행태 등으로 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문제가 야기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조직과 운영이 체계화되어 있
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열악한 상황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마카사르 시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기존 BRT 시스템보다 선진화된
BRT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마카사르 시 정부가 채택한 대중교
통 정책을 회고하면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만
한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이용수요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억제하고 개인교통수단의 가격정책을 통해 확보된 수
익을 대중교통에 재투자하여 선순환적인 이용 및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
가 있다.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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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 수요
1) 도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마카사르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차량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교통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공
급은 교통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교통수요와 교통공급의 차이로
교통체증이 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도로 용량을 증대할 필
요가 있다.
마카사르 시 정부에서 수립한 중장기 개발계획78)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5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은 2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는 교통시설 확충이고, 두 번째는 도로 인프라의 유지관리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는 단순한 도로용량을 확대하는 방안뿐 아니라 도시
전역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단계별 도로망
구축 계획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
규 도로망은 도시의 서부-동부 및 서부-북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확대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27개의 도로 개발 계획, 터미널 개발,79) BRT 8개 노선, 6
개 버스 노선, 자전거 도로 및 버스 정거장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는 교통신호, 교통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교
통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는 신규 교통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도로용량을 확대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요한 교통시책 중 하나
라 할 수 있다.

78) Makassar City’s Midterm Development Plan 2015-2019.
79) 기존 2개 터미널 개보수 및 신규 1개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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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마카사르는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 경제와 인구 규모에 비해 대중교통 시스
템이 미비하여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
재 운영되고 있는 BRT 및 Pete-Pete에 대한 노선 및 운영 계획, 재원 조달 방
안, 연계 방안 등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시 정부는 BRT 시스템을 재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9년 10월 스위스의 경제
사무국(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와 독일의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와 협력하여
SUTRI NAMA(Sustainable Urban Transport Indonesian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하였다.
SUTRI NAMA 프로젝트는 대중 교통 개선(시스템 개선, 네트워크, 관리, 운
영), 신규버스 차량 도입, 교통 인프라 투자(버스 정류장, 보행자 도로, 주차 미
터기 등), 대중교통 연계방안, 주차 관리 등 전반적인 도시교통 계획 수립을 목
표로 하고 있다. SUTRI NAMA 프로젝트 중 BRT 개발 계획은 인도네시아
BRT 노선개발 사업(INDOBUS, Indonesian Bus Rapid Transit Corridor
Development Project)에 포함된 계획으로 GIZ에서 BRT 구축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GIZ에서 계획하는 마카사르 BRT 시스템
구축 개발 비용은 39개 버스정류장 및 200개 지선버스 정류장을 구축하는 비
용을 포함하여 약 1.4조 IDR(9,400만 USD)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해
당 구축 비용은 중앙 및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GIZ가 수행 중인
BRT 구축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토
대로 2021~22년 동안 BRT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BRT 구축 계획 외에도 준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 정부는 “Smart
Pete-Pete”라고 불리는 최신 차량 도입 및 정류장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Smart Pete-Pete 차량은 12개 좌석, 4개의 입석 공간, 와이파이, TV,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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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애인 휠체어 공간과 같은 여러 편의 시설 및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준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 버스정거장도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Smart Pete-Pete 차량은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2019년까
지 해당 시범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ete-Pete는 마카사르
시민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노후화,
공급서비스 과다, 과격한 운전 행태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BRT 구축 계획과 병행하여 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개
선을 위한 도입 계획 수립, 재원 조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33. Smart Pete-Pete 및 방치된 정류장 모습

또한 장기적인 도시교통계획 측면에서 마카사르 시 정부는 남술라웨시 주
정부와 JICA와 함께 MRT 개발 계획 검토를 착수하였다. MRT의 도입 가능성
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MRT 구축에 필
요한 재원은 일본 차관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 및 주정부에서 각각
85%, 15% 차관 금액만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다. 마카사르시의 인구
및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MRT 도입을 검토하는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BRT 및 Pete-Pete 시스템의 보완
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MRT의 도입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은 시
정부의 재원 조달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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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마카사르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의 양적 확대,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ICT 기반의 스마트 교
통시스템 또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교통 관리 측면에서 마카사르시는 2015
부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시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관제센터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CCTV 59대, 적외선
CCTV 3대, SNS 추적기능, 기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대중교통 서비스를 추
적할 수 있는 T-drive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초부터는 인도네
시아 교통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11개의 CCTV를 주요 전략적 거점지역에 설
치하여 교통량을 모니터링 하는 지역교통관제시스템(ATCS: Area Traffic
Control System)을 도입하였다. ICT 기반의 교통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에
게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ITS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시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버스 운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Bus Inform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이용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마카사르 시 정부는 BRT와 함께 Pete-Pete
의 대중교통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기 BIS, BMS 시스템을 도입하
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MRT, BRT, Pete-Pete
등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통합요금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 대중교통 요금체
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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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세안 중소도시 사례분석 시사점
가. 도시유형별 차별화된 교통사업 추진 필요
아세안 사례 중점도시로 라오스 비엔티안, 미얀마 만달레이, 인도네시아 마
카사르 3개 도시를 선정하여 현안과제와 개발수요를 검토하였다. 3개 사례 중
소도시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의 사업을 분석하면 도시유형별로 추진
되고 있는 교통사업의 양상을 달리한다.
대중도시이면서 고중소득의 도시인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사업이 최우선 사업으로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고, 사례 중소도시에서 유
일하게 BRT 사업이 추진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다만 기대만큼의 이용수요
가 창출되지 않아 BRT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BRT 노선의 비효율적
인 운영방식, BRT 이용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 서비스 개선 실패, 타 대
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미흡 등이 실패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
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규 BRT나 도시철도 도입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데, 신규 대중교통 도입에 따른 잠재 이용수요가 존재하고 고중소득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력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반면 교통운영체계와 도로인프라
사업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반해 소중도시이면서 저중소득에 속하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교통
운영체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인구규모가 백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승용차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는 도로혼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교통운영
체계를 구축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다만 라오스 비엔티안은 수도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BRT 도입을 검
토한 사례한 존재하는데 ADB에서 제안한 BRT사업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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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BRT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ADB 내부에서 조차 비엔티안 현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수도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구 백만 명 미
만의 중소도시에서는 교통운영체계가 최우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인구규모가 백만 명을 상회하나 소득수준이 낮은 미얀마 만달레이는 대중교
통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대중교통
인프라보다는 현실적으로 교통운영체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 이
유로 버스 차량 자체가 부족하여 트럭이 버스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대중교통
이 정착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승용차 보급이 미미한 수준으로 대중도시
에서와 같은 교통체증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교차로나 주요거점에서 교통체증
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함으로 상당부분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중소도시 사례분석에서와 같이 인구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
사업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로 시의적절한 교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4. 사례 중소도시의 중점추진 교통사업

주: 원 크기는 현재 추진 중의 사업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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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 교통사업 추진 미흡
일반적으로 교통사업은 인프라 공급을 위주로 하는 하드(hard) 교통사업과
정책수립, 교통수요관리, 조직 및 제도 개선과 같은 소프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세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기존 자료를 통해 사례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업을 검토하면 인프라 공급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소프트 교통사업 추진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기구 원조사업으로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도시는 라오스 비엔
티안이 유일하다.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와 미얀마 만달레이의 경우에는 체계적
으로 수립된 도시교통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수립시기가 오
래되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기구의 원조지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중소도시의 도시교통 마스터
플랜 사업에 대한 원조지원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시책은 대중교통 인프라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우 유
용하다.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의 사례와 같이 BRT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는데, 교통수요관리시책을 병행함
으로 대중교통 인프라사업의 시행효과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유도
할 수 있다. 교통수요관리시책은 소중도시보다는 대중도시에서 도입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되며, 사회적 수용성은 저중소득도시보다는 고중소득도시에서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수요관리시책으로 발생한 재정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에 재투자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조직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이 요구된다. 미얀마 만달레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시행 주체와 재정 투입 주체가 상이하여 교통사
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행정구역의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교통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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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가 발생한다. 조직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은 소중도시보다는 대중도시에
서 더 강조되는데 인구집중에 따라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행정구역과 통행
생활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시행주체간의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효과
적인 교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야 한다.
이 외에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공유형 교통수단 확대 등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기존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
하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례 중소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시행이 추
진되지 않고 있다.

표 4-25. 사례 중소도시의 소프트 교통사업의 시행현황
소프트 교통정책

라오스 비엔티안

미얀마 만달레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

△

×

교통수요관리

×

×

×

조직 및 제도 개선

△

×

△

대중교통 요금통합

×

×

×

공유형 교통수단

△

×

△

주: ○ 양호, △ 보통, × 미흡.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는 인프라 중심의 교통사업이 추
진 중으로 소프트 교통사업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교통사업의 효과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사업과 함께 소프트 교통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업의 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소프트 교통사업의 통합시행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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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 및 혁신기술 접목 필요
정보통신 부분은 아세안 국가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라오스를 제외
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구 100명당 휴대전화 가입 수는 아세안 국가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 비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
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교통사업 추진 필요성
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 사례분석에서는 정보통신과 혁신기술을 접목한 교통사업
추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부 국제기구 원조사업으로 ITS 사업이 추진되어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극히 초보적 수준의 정
보통신기술 활용사례에 그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교통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기
업의 진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혁
신기술을 이용한 교통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실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하다. WB와
AD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을 접목한 원조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향후 혁신기술을 접목한 교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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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점
가. 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 문제점 도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도시유형의 대표도시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소도시에
대한 현안과제와 개발수요를 정리하였다. 도시유형별 사례 분석에서 정리된 현
안과제와 개발수요를 토대로 아세안 중소도시의 대표적 교통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첫째는 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둘째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
하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개인교통수단 이용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는 교통
운영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친환경교통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림 5-1.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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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 인프라의 부족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교통 인프라 부족은 만성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사례 중소도시인 라오스 비엔티안, 미얀마 만달레이,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도시민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특히, 재정확보 및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의견 충돌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 인프라의 적기 공급은 치밀한 계획과 도시개발 맥락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 성장과 더불어 교통 인프라의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동차대수의 지속적 증가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득증가 및 도시확장으로 인
해 이륜차와 더불어 일반 승용차의 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
다. 비록 현재까지는 등록차량의 80~90%가 2륜차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용량
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지만, 승용차 증가에 따라 현재와는 다른 교통
체계와 보다 확장된 도로용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도로 인프라 확충만으
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에
편중된 이용행태를 대중교통으로 분산하여 균형감 있는 이용행태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
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도 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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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적정한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
급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사례 중소도시에서는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반증하듯 만달레이의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6%에 머물러 있으며, 비엔티안의 버스 수단분담율은 0.6%에 그
치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의 악순환 고리(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 → 승객감소 → 버스 경영난 → 버스경쟁력 약화 →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
가 → 도로혼잡 →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
책 개입을 통해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운
영과 대중교통 인프라의 미비에 있다.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준대중교통 수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비효율
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BRT를 운영하고자 하
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구체적 사업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는 BRT 시스템을 야심차게 도입하였으나 5개 노
선으로 시작한 BRT 노선은 현재 1개 노선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
다. 이마저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
입하여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보완
적 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이 실
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대중
교통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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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운영체계 효율성 부족
효율적 교통 운영체계의 구축은 부족한 인프라 건설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
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
간 도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교통관제센터를 2015년부터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등의 관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오고 있으
며 교통혼잡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도 추진해 왔다. 라오스 비엔티안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일정한 성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운영 체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상당하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의 증진, 불법주차 해소를 통
한 도로공간 이용 효율성 증대, 주차정보 제공을 통한 배회차량 감축 등이 그러
한 예가 될 것이다. 비엔티안에서는 2020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81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1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80) 특히, 이 사고의 원인이 과속 혹
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준대중교통수단 운전자의 역량강화와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등도 체계적으
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시티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
는 최근의 상황에서 교통체계의 효율화는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운영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통정보제공, 불법차량 단속 등 단순한 기술부터 자동요금징수를 위한
기술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는 드물어 향후 이를 활용한 교통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80) The Laotian Times(2020. 10.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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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미흡
지구온난화에 범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
도시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교
통분야에서는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이용을 활
성화하자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교통체계 구축은 미비한 상황이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억제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용 촉진과 더불어 보행과 자전거 등 무동력 교통수단
이 단거리 통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례 중
소도시들의 교통사업은 주로 간선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커뮤니티
내부의 정비되지 않은 보도와 단절된 보행 네트워크 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라오스는 “아시아의 배터리(Battery of Asia)”로 부
상하겠다는 정부 목표 수립에 따라 비엔티안에 100여대의 전기버스를 보급하
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10만대의 전기
차 보급 목표대수를 설정하고 이 중 10%는 대중교통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와 같이 아세안 국가도 이미 전기차 보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도시수준에서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급전략
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시의 경우 국내에 전기차가 본격적으
로 보급되기 이전에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고민한 바가 있다.81) 서울의 사례와 같이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81) 서울특별시(2009), 『그린카 보급에 대비한 서울시 인프라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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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분야 및 우선순위
가. 주요 사업분야 선정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인구와 경제성장은 경제 및 여가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차량보유대수가 증가하게 되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 인프라
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
세안 중소도시에게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편이 절실한 상황
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스마트교통 시스템을 구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과 기회요인 그리고 앞서 살펴본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문제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의 주요 사업분야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도시교
통 마스터플랜 사업이다. 국제개발기구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교통 마스
터플랜 사업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도로 및 교통체계 개
편사업으로 도로 확충, 교통운영체계 개선, 무동력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이 이
에 포함된다. 네 번째는 전기모빌리티 도입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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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
로 교통정부 수집 및 관리, 공유형 교통체계 도입 사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
다. 마지막으로 조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 교통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5-2. 주요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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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교통체계 효율화 기반 조성
교통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문제점에 대
한 명확한 인식,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축 등 그 기반 마련이 우선되
어야 한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통체계의 개선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은 교통체계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그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도시의 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는 교통인프라 공
급의 경우는 문제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교통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는 물
론 국제개발기구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KOICA, EDCF, 국토교통부에
서 아세안 중소도시에 지원한 원조사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개발기구
의 원조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조효과를 제고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원조규모를 확대하여 도시교
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도시교통 문제를 경험했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통 마
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통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의 법체계에 근
거해 도로, 철도, ITS, 물류 등 도시교통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주기적으로 수립
하도록 한 제도도 벌써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20년 장기계획
인 교통정비기본계획을 1994년에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이후 2014년에 2
차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다. 이러한 국내 경험을 토대로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
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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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
다. 경제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국가의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서비
스의 악순환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
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적 개입은 대중교통 우선정책 시행, 대중교통 운영 보
조금 지급, 적극적 교통수요관리의 3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정책적 개입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내기 보다는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
는 패키지 형태의 사업추진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패키지 형
태의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유형별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을 도출하
여 성공적 대중교통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우선 정책과 관련해서는 BRT 도입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주의할 것은 도시규모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BRT 공급과
운영전략이 마련되어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구
축·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준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82)
소중도시에 속하는 도시유형Ⅰ과 도시유형Ⅱ는 이용수요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초기 투자비가 저렴한 소규모 BRT나 궤도형 노면 대중교통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중도시에 속하는 도시유형 Ⅳ와 도시유형 Ⅴ는 중대규모 대
중교통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수반되는 재원은 고중소득수준 도시는
지방도시 자체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중소득수준 도시는 국가나
원조자금을 최대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더불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강
도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교통수단으로부터 대중교통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82) BRT 도입 초기에는 준대중교통수단(Para-transit)의 BRT 노선이용을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BRT 노
선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등 단계별 연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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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소도시 유형별 대중교통 개선 정책의 시행 방법
도시
유형 I

대중교통 우선정책
▸소중규모 BRT

(저중소득/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소중도시)
유형 II

▸궤도형 노면 대중교통
▸소중규모 BRT

(고중소득/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소중도시)
유형 IV

▸궤도형 노면 대중교통
▸중대규모 BRT

(저중소득/ ▸궤도형 대중교통
대중도시)
유형 V

▸대중교통전용지구
▸중대규모 BRT

(고중소득/ ▸궤도형 대중교통
대중도시)

▸대중교통전용지구

대중교통 재정보조
▸국가+지방의 협력적
재정보조
▸대중교통 이용수요
기반 재정보조
▸지방정부 주도의
재정조달방안 마련
▸지방정부 주도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대중교통 연계강화
▸중강도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연계강화
▸고중강도 교통수요관리
▸가격기반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연계강화
▸고중강도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연계강화

대중교통 운영

▸고중강도 교통수요관리

전담기관 설치

▸가격기반 교통수요관리

그림 5-3. 대중교통 서비스의 악순환과 정책적 개입

자료: Ortuzar & Willumsen(2011), “Modelling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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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 및 교통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도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전거 등 무동력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체계와 교통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도시에서의 무동력 교통수단의
활성화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면서 도시민의 이동성을 증진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대량의 고속 수송능력을
갖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삶의 질을 강조하는
현대 도시에서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구성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동력 교통수단 지원정책은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
가 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는 보행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는데 20
년의 시간이 걸렸다.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견지해온 국내의 교통정책이 무동
력 교통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축적해온 교통계획 수립 경험과 노하우를 아
세안 중소도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건설하
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교통운영체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서울시의 보행정책 관련 변천 과정

자료: 서울특별시(2015), 『서울형 정책솔루션 모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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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모빌리티의 도입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혹은 도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해
진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향후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이동성 요구 증대는 자동차 대수
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 자동차가 현재처럼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기차 보급은 점점 심각해지
는 도시부에서의 대기질 악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최근 전력생산에 있어
서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성이 높아지는 아세안 도시에서 적절한 정책 방
향이 될 수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전력생산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Grid Carbon Factor)이 낮아,83) 전기차 전환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라오스는 전기 모빌리티 추진 잠재력이 ADB 회원국
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84)
이륜차의 비중이 매우 높은 아세안 중소도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
로 이륜차의 전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마
카사르의 경우 소형차 보다 이륜차/삼륜차 보급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85)
이륜차 이외에도 소형차와 버스차량의 전기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재 아세안 중소도시의 경우 버스차량에서 심각한 수준의 환경문제를 야기하
고 있어 전기화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전기버스
의 가격이 고가여서 전략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의 전기차 정책
및 시행 경험은 추후 해외사업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83) IGES(2020), “IGES List of grid emission factors;” ADB(2018), “E-mobility Options for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ADB”에서는 이 값을 0.00으로 보고하고 있음.
84) 이훈기 외(2020), 『미래 모빌리티 국제기구 연구협력사업(2): KOTI-ADB 아시아 개도국 전기모빌리
티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85) 이훈기 외(2020), 『미래 모빌리티 국제기구 연구협력사업(2): KOTI-ADB 아시아 개도국 전기모빌리
티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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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마트모빌리티 체계 도입
2018년 3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SCN(ASEAN Smart City Network,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이 제안된 후 여러 도시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
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스마트모빌리티
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시유형I에
속하는 비엔티안에서도 LOCA라고 불리는 택시앱이 2018년부터 사용되고 있
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교통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첨단교통관리 체계 구축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
는 교통정보 수집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후 정보수집 인프라를 적절하게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
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대중교통, 도로교통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미 교통정보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을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
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첨단교통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승객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BRT를 운영하고 있는 전세계 11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86)는 통합
교통요금체계와 실시간 버스이용정보체계를 갖춘 도시의 BRT 이용객수는 그
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플랫폼 기반의 준대교통수단 등 공유형 교통
체계를 도시유형에 맞게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MaaS
(Mobility as a Service)와 같은 통합대중교통서비스 적용방안도 검토하여 기
존 교통 인프라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86) Ko et al.(2019), “Determinants of bus rapid transit ridership: a system level analysis,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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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의 우선순위
앞서 제시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우선 순위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통분야 해외사업 경험이 있
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림 5-2]에 제시된 사업을 토대로 10가지 사업을 선정
하고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집행용이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때, 고려한 사업
유형은 [그림 5-2]의 6가지 사업과 이들의 세분류화된 사업인 도로인프라 확
충, 교통수요관리, 보행/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소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 교통사업이 차별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규모
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고려된 인구
규모는 인구 50~100만 명(유형 I, II에 해당하는 소중도시), 인구 100~500만
명(유형 IV, V에 해당하는 대중도시)이다. 전문가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시기: 2020년 12월 23일~27일(5일간)
 대상: 대학교수 3명, 연구원 5명, 업계 10명(조사대상자 22명 중 최종 응답자
18명)
 방법: 사업별 중요도 및 집행용이도에 대한 자기기입식 평가(10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교통전문가들은 대중도시에서의 교통사업의 중요도 및 집행
용이도가 소중도시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중요도에 비해 집행용이도가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교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
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교통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가
장 중요하면서도 집행용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E-모빌리티 도입
이 중요도 및 집행용이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시교통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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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수립과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와 교통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평
가되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교통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다. 교통수요관리의 경우는 소중도시에서의 중요도는 평균보다 낮은 4.9점을
받았으나, 대중도시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7.6점을 받아 대중도시에서 보다 중
요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집행용이도 또한 대중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
가되었다. 조직 및 제도개선의 경우는 소중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2. 교통사업의 중요도 및 집행용이도(10점 척도)

단계

소중도시

대중도시

중요도

집행용이도

중요도

집행용이도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8.6*

7.9*

9.3*

7.7*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7.8*

5.8*

8.6*

6.4*

도로 인프라 확충

7.9*

5.3

6.7

4.5

교통운영체계 개선

7.2*

6.2*

7.4*

6.6*

보행/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5.6

6.1*

5.4

5.4

교통수요관리

4.9

4.9

7.6*

6.1*

공유형 교통수단 도입

4.1

3.9

5.3

5.1

교통정보수집체계 개선

5.0

5.3

6.6

6.2*

E-모빌리티 도입

3.3

3.8

4.6

4.1

조직 및 제도 개선

6.6*

6.1*

6.4

5.4

전체

6.1

5.5

6.8

5.8

* 해당영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사업.

사업별로 도출된 값을 이용해 상대적 중요도와 시행용이성을 활용하여 아래
와 같이 시각화시켜 보았다.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중요도와 시행용이도는 양
의 상관관계(중소도시 상관계수=0.83, 대중도시 상관계수=0.86)를 보이는 것
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각 항목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분할해 보았
다. 이 방법은 중요도-성과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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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참고해 시도하였으며, 1사분면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가 상대
적으로 높은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3개 사업(도시교
통 마스터플랜 수립, 교통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 공통적으로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조직 및 제도 개선은 중소
도시에서, 교통수요관리는 대중도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 것으로 도출
되었다.
IPA 접근방법에서 3사분면에 위치한 사업은 그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
은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E-모빌리티 도
입 및 공유교통 사업이 3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규모 중소
도시에서는 이 2개 사업 이외에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정보수집체계 개선에 대
해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인구규모 대중도
시에서는 도로인프라 확충, 보행/자전거 이용환경개선, 조직 및 제도 개선이 3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소수의 전문가 집
단에 의해 평가된 결과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추진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7) Martilla, J. and James, J.(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 41, No. 1, pp.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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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교통사업의 중요도 및 시행용이도

인구규모 소중도시

인구규모 대중도시

주: 중요도와 집행용이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사분면으로 분할함. 교통사업명은 간결성을 위해 해당 이름의 키워드로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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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방식
가. 단계적 사업의 추진
도시유형별로 처한 도시환경과 재정여건이 다르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인프라 구
축 사업의 경우는 “건설 → 운영 → 운영고도화 →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이어
지는 발전 단계를 거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고 이용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도시유형I에서는 신규 인프라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
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운영고도화 사업을 추진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최근의 도시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추진되는 모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운영고도화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사업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
만 일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단계적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3. 교통인프라 구축의 발전단계 예시
단계

0단계: 건설

1단계: 운영

2단계: 운영고도화

3단계: 지속가능성 증진
▸교통수요관리

사업
내용

▸인프라 구축

▸안전 증진

▸스마트 기술 적용

▸공유교통 도입

▸요금체계정립

▸수단간 연계 통합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보행환경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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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키지형 사업의 추진
최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발주하는 ODA 사업의 발주경향을
분석해 보면 패키지형 사업의 발주 경향이 두드러진다.88) 인프라 구축이 사업
의 주된 목표라고 할지라도 운영에서부터 기존 교통수단과의 통합 및 이용수요
증진방안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인프라 구축만을 염두에 둔 사
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계사업과 소프트 정책 사업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고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훈기(2002)89)는 패키지 어프로치의 개념과 시행에 따른 잠재 편익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패키지를 조직과 지역의 통합, 교통수단간의 통합,
교통시책간의 통합, 교통정책과 토지이용정책과의 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만달레이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
직과 지역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
네시아 마카사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 교통수단과의 교통시책이 함께 추
진되지 않고 BRT 사업 단독으로는 충분한 교통수요 확보가 곤란하다.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 도시에서는 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통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시
스템 도입 등 개별적 교통사업 추진으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고
성공적 사업추진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패키지형 방식의 사
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패키지형 사업은 투자비용에 대한
편익효과를 높이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책과 연계하여 교통사업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며, 교통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아세안 중소도
시에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패키지형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88) 서울정책수출사업단(2019), 교통정책 수출 매뉴얼.
89) 이훈기(2002), 『패키지 어프로치를 활용한 교통정책 입안과 전략교통모형의 개발방향』, 국토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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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패키지 어프로치의 잠재 편익효과

수법B
수법A

대중
도로

교통

정비

시설
정비

Park
and
Ride

주차장 교통
정비

관리

도로정비

버스 Traffic 주차
우선 Calm- 억제
정책

ing

C

C

정책

C

주차장 정비

C

교통관리

C

버스우선정책
Traffic Calming

C

서비스 시스템
개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정보시스템

C

C

C

C

C

C

C

C/F

C/F

C

C

C

C

C

C

C

C

요금

C

C

억제

C

C/P

C/P

C/P

C/P

C/P

C/P

C

C

C

C

C

C

C

C/F

C

C/F

C/F
C/F

C/F

C/F

연료제

F

C/F

F

F

C/F

C/F

C/F

C/F

C/F

C

개발

C

C/P

C/P

도시

C
C/P

C

C/F

C

교통

C

C/F

C

연료제

정책

C

C/F

C

Pricing

C

F

도시개발억제

정책

C/P

Road Pricing

대중교통요금정책

요금

도시
Road

C/P

C

C/F

주차

C/P

C/P
C

주차요금정책

정보

C

C

주차억제정책

교통

C

대중교통시설정비
Park and Ride

대중

C

C/P

C/P

C

C

C

C

주: C-수법A가 수법B의 효과를 보강하는 관계.
F-수법 A가 수법 B의 재원을 조달하여 조기실현을 도모하는 관계.
P-수법 Ark 수법 Bdp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조장하는 관계.
자료: The Institute of Highways and Transportation(1996), “Guidelines for Developing Urban Transport Strategies,”
HMSO.

패키지형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 전분야의 사업내용에 대한
체계화 작업을 통해 “정책 상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사업내용에 따라 재구성
해 쓸 수 있는 일종의 “툴킷(tool kit)”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서울시의 교통
관련 일부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시스템 사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사례에서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
템은 아세안 중소도시에서도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에
서의 활용 경험을 토대로 아세안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이외에 국내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
양한 교통사업들도 체계화하여 도시유형별로 적용할만한 사업 리스트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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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
식 이외에도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식의 다양한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국내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에 부합하는 패키
지형 사업추진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업 추진효
과를 높이고 나아가 국내 기업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6. 서울시 빅데이터분야 관련 시스템(예시)

자료: 서울시의회(2019)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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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아세안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추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 자국의 재
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ODA와 PPP가 현실적인 재원조달 대안
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거나 교통인프라의 이용수
요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중도시의 경우는 ODA 재원이 주가 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의 이용수요가 예상되는 대중도시는 ODA와 더불어 PPP
사업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
원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도시교통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통서비
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 ODA 자금, PPP 사업 이외에 재원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연료세, 자동차세, 거리주행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는 연료세를 부과하여 교통사업에 요구되는 재원을 마련하
고 있어, 아세안 국가에도 연료세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
되면 연료세 도입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
라 주행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연료세에 기반한 교
통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사실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
라 판단해 볼 때도 도로를 많이 사용한 이용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합
리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거리주행세의 도입은 부과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자동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를 관리하는데도 유리한 측
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중소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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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연료세, 자동차세, 거리주행세의 비교
구분

연료세(탄소세)

자동차세

거리주행세

장기적 재원확보 안정성

X

O

O

O

X

O

X

X

O

O

O

X

온실가스배출
외부효과
관리

기타 외부효과
(교통혼잡, 대기질,
교통사고, 소음 등)

실행을 위한 행정 비용

자료: OECD/ITF(2019), “Tax revenue implications of decarbonising road transport: Scenarios for Slovenia.”

교통수요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이 가능한 도심부 혼잡통행료의 부과 또
한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교통사업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약 150억 원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교통관
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기준 일일 약 90만 통행이 이루어지는
서울 도심부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경우 연간 1,625억 원의 순 재정수입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 바도 있다.90)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는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혼잡통행료 등가 같은 가격정책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확대
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개별정책으로
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세안 지역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따
라서 혼잡통행료와 같은 가격정책은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대중교통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90) 서울특별시(2014),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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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분야 지원방향
가.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의 지원예산 확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분야 ODA 사업은 KOICA, EDCF, 국토
교통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KOICA와 국토교통부는 무상원
조 방식으로 교통사업이 추진되고, EDCF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통분야에 대한 ODA 예산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KOICA
의 경우에는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91) 그 이유로는 KOICA에서
시행하던 교통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92)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분야에 대한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ODA 지원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KOICA 발주 교통분야 ODA 사업은 2009
년에서 2018년 사이에 34건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 중소도시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시행된 사업이 유일하다. EDCF 발주 교통분야
ODA 사업도 같은 기간에 약 50개의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중소도시에 대한
ODA 지원은 그 규모가 매우 낮다. 국토교통부 발주 교통분야 ODA 사업은 최
근 콜롬비아 메데진, 캄보디아 시엠립, 페루 아레키파 등 중소도시에서의 도시
교통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1) 교통분야에 대한 KOICA ODA 사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을 정점으로 감
소하고 있다. 반면 EDCF와 국토교통부의 교통분야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교통분야 ODA 규모는 2019년 기준 전체 ODA 규모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다.
92)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부터 수원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교통, 신도시, 물 산업 분
야에 대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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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교통분야 ODA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기관
1)

KOICA

1)

EDCF

2)

국토교통부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사업금액

10.4

15.8

18.2

16.8

9.1

사업건수

121

138

125

139

125

사업금액

141.2

234.9

225.5

256.9

285.3

사업건수

21

29

27

32

28

사업금액

-

-

-

63.7

127.7

사업건수

-

-

-

11

18

자료: 1) OECD Stats(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6. 10).
2) 2014~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모든 분야를 포함한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분야에 대한 ODA 사업 특징은 과도하게 국가 및 대도시 교
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조형태는 WB, ADB, JICA 등의
국제기구에서 취하는 형태로 다양한 교통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마스터플
랜을 수립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
고 있다. 예로 JICA에서는 최근까지 60여개 이상의 대도시에서 도시교통 마스
터플랜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통조사
를 시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93) 이러한 교통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교통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사업에 대한 원조사
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국가 및 대도시 교통사업에서 주도권을 갖고 교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
약이 뒤따른다.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국가와 대도시의 교통사업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국내 원조기관은 여전히 국가와 대도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원조사업을 선정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사업은 국내 원조기관의 관심이
높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원조사업으로 신청해도 선정비율은 높지 않다. 앞서

93) JICA(2018), 『開発途上国における交通調査および交通需要予測にかかる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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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의 원조실적에서도 아세안 중소도
시에 대한 원조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중소도시는 사회경제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
화를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원조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점
이라 판단된다.
국가 및 대도시 교통사업에 비해 중소도시에서는 국제기구의 원조사례가 많
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사업이 존재하며, 도시
교통 정책 및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러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가 및 대도시 교통사업에 집중하던 기존의 원조방
식에서 탈피하여 중소도시 교통사업에 대한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다양
한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 JICA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
한 교통조사를 시행하여 교통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원
방식이 아세안 중소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형별
추진방식과 개발수요를 검토하였는데,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도시
유형별 우선사업을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사업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교통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축
적된 교통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전략을 수립하여 우선순위 교통사업에 ODA
자금을 투입하고, ODA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아세안 중소도시 진출 확
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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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선택적 지원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요구되는 교통정책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은 인구규모
와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유형별로 차별화 될 수 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교
통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의 경우는 저중소득 도시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도시와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시급성도
높고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저중소득 도시는 재정소요가 크지 않은
교통운영체계 효율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문제의 경우는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나, 도시활
동량이 많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도시에서 보다 중요시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은 도시에서는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중소도시 유형별로 교통
정책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 5-7.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정책 시급성 및 실현가능성

교통정책

유형Ⅰ

유형Ⅱ

유형 Ⅳ

유형 Ⅴ

(저중소득/소중도시) (고중소득/소중도시) (저중소득/대중도시) (고중소득/대중도시)

교통인프라

*

***

**

***

대중교통

*

**

***

***

교통운영체계

***

**

***

**

기후변화대응

*

*

**

***

주: * 낮음, ** 보통, *** 높음.

도시유형Ⅰ(저중소득/소중도시)에서는 교통운영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통신호체계 정비, 불법주차 단속시책

208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교통시책이 주가 된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
로 활용하면서 투입되는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유형 I에 적합하다.
도시유형Ⅱ(고중소득/소중도시)에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개선, 교
통운영체계 개선 등의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사업으로 적합하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사업과 ODA사
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유형 Ⅳ(저중소득/대중도시)에서는 대중교통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인구규모
를 확보하어 PPP 방식으로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다만 보다 많은 이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통수요관리 시책 등을 통합한
패키지형 방식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아세안 중소도시의 사례를
보면, BRT나 도시철도 등의 개별사업으로는 PPP 방식의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용수요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관리 시책
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시유형 Ⅴ(고중소득/대중도시)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 교통 인프라 확
충, 대중교통 개선, 기후변화대응 관련사업 등 다양한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또한 재정사업뿐 아니라 PPP 방식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유형 IV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합
한 패키지형 방식의 사업추진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PPP 방식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PPP 제도와 조직이 선행조건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술과 경험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조 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교우위에 있는 국내 저비용 고효율 교통사업으로는 ITS 사업, 저비용 고
효율 교통사업, 친환경 교통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94) ITS 사업에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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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운영체계, 도로 ITS 기술,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기술, 대중교통 정보 및
관리 체계, 자동요금징수 기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동요금징수 기술을 활용
한 대중교통 통합요금방식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저비용 고효율 교통사업으로는 BRT, 경량전
철, 복합수송체계, 회전교차로나 2+1차로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 도로시설 등
을 포함한다. 특히 국내 BRT 시스템은 저비용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
발도상국 현지에 적합하고 투자 대비 효과도 클 수 있다. 친환경 교통사업으로
는 보행 및 자전거 시설 및 운영, 전기차 기술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사업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러한 사
업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그림 5-7. 국내 비교우위 교통사업

94) 이훈기(2010),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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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DA와 PPP 연계형 교통사업 개발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의 BRT 사례와 같이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PPP 사업은 실패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
안이 ODA와 PPP 연계형 교통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개발도상국 중소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교통사업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교통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면,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교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ODA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이미 ODA와 PPP를 연계할 수 있는 방
안을 유형화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기회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ODA와
PPP 연계방안을 주변환경 정비형, PPP 인프라형, 신 프론티어형으로 유형화
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도사업을 위한 토목공사를
ODA 자금으로 지원하고, 철도운영을 PPP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도로사업 일
부구간을 ODA 자금으로 지원하고 도로 전체구간의 운영을 PPP 방식으로 추
진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세안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다양한 ODA와 PPP 연계형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신규 대중교통 시스템을 PPP 방식으로 추진하고 기존 버스노선 개편 및
요금지불 시스템은 ODA 자금으로 지원하여 신규 대중교통 시스템의 이용수
요를 제고하고 민간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TS 시범사업을 ODA 자금
으로 지원함으로 후속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도
시유형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ODA와 PPP 연계형 교통사업을 개발하
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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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일본의 ODA와 PPP의 연계방안
유형

민관 연계 적용사례
▸하드 환경 정비(인프라 정비)
- 원료·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항만·철도 등 건설 지원
- 공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설비 지원

주변 환경 정비 형
(기업 활동에 관련된
주변 요구에 대응)

- 공업단지 물 공급을 위한 수도 정비 지원
▸소프트 환경 정비
- 무역·투자 환경 제도 개선 지원
- 수원국 관계 기관(세관 등) 능력개발지원
- 무역·투자 환경 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혁프로그램 지원
▸인재양성 환경 정비
- 산업인재육성 등
▸상하 분리 방식
- 철도건설사업이나 토목 공사를 ODA로 지원하고 차량, 신호 등은
민간업자가 BOT 방식 등으로 투자하여 운영
▸전후 방식

PPP 인프라 형
(민간 활용
인프라 지원)

- 발전소 계획 수립이나 선행 발전소·기반 시설을 ODA로 지원하고
후속 발전 설비 건설은 민간업자가 BOT로 실시
▸운영권 양도 방식
- ODA로 항만시설을 지원하고 완공 후 민간부문에서 운영
▸TSL(TwoStep Loan) 방식
- PPP 사업에 대해 수원국이나개발금융기관을 경유하여 자금을 제공
(현재 제도개선 검토)
▸CSR·사회 공헌 활동과 협력
- 기업에 의한 주변 커뮤니티 지원이나 국제협력 활동(생계 향상,
보건 위생, 교육 등 기본 서비스 제공)과 협력
- 식품 안전, 품질 확보 등의 활동과 협력

신 프론티어형

- 환경·노동 문제에 관한 활동과 협력
▸BOP 비즈니스와 협력
- 빈곤층 대상 상품 판매, 각종 서비스 제공 등 BOP 비즈니스 협력
▸민간 기업에 의한 Scale-up 등
- JICA의 기술 협력 사업 등의 성과를 민간 기업의 활동·자금으로
Scale-up

자료: 이훈기(2014),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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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1. 결론
아세안 중소도시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아세안 대도시와
비교하여 인구증가율도 높고 경제성장 속도도 빠르다. 아세안 중소도시에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교통수요도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요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개발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원조자금은 대도시에 집중되
어 왔다. 막대한 원조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국제개발기구는 대도시를 중심으
로 다양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는 막대한 자
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조자금 상당량을 대도시에 투입하
였다. 막대한 원조자금을 수반하는 국제개발기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도
권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조기류에서 탈피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에 새로운 관심을 가
져야 한다. 아세안 중소도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에 손색이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아세안 중소
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
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교통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하
고 우리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아세안 중소도시로의 진출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아세안의 중소도시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가 50
만 명에서 500만 명까지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인구, 경제규모, 교통·에너지·정보통신 인프라,
PPP 정책 등을 검토하였다. 아세안 지역은 사회경제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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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인프라 구
축 사업이 국제기구 및 양자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ICT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의 기조변화에 따라, 아세안 회
원국은 교통인프라 확충 단계에서 지속가능 및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려
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ODA 자금뿐 아니라
PPP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측면에서 도시교통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아세안 중소도시는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국제개발기구를 중심으로 도
시교통에 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며, 스마트시티 지원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3장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를
유형화하여 도시유형별 사업 추진방식과 교통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을 위해서는 도시유형별 대중
교통체계를 선정하고,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재원확보와 스마트시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유형별 사례 중소도시를 선정하고 각 도시유형별 사회경제
현황, 교통현황, 현안과제, 개발과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 중소도시로
는 사회경제 측면에서의 도시 중요성, 교통특성 대표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유형Ⅰ은 라오스 비엔티안, 도시유형 Ⅳ는 미얀마
만달레이, 도시유형 Ⅴ는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를 선정하였다. 도시유형별 검토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수립 방향 설정
에 활용하였다.
아세안 사례 중소도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중소도시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교통 인프라 부족,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운영체
계 효율성 부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미흡 등 4가지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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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교통문제에 근거하여 주요사업 분야를 선정하였고, 도시교통 마
스터플랜 수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도로 및 교통체계 개편, 전기모빌리티
도입,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도입, 조직 및 제도 개선이 주요사업 분야에 해당
한다. 특히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효율화 기반을
조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지원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
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단계
적 사업추진 방안, 패키지형 사업추진 방안,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
였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소
도시 교통사업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하고,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도
시유형별로 선택적 교통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DA와 PPP 연계형 교통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2. 정책제언
국제개발기구는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교통의 폐
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합류하
여 우리나라도 상당부분의 원조자금을 대도시에 투입해 왔다. 하지만 반복적으
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조자금이 제한적인 우리나라가 대도시에서 주도권을 갖
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원조 효율성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달
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 중소도시는 빠른 속도로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과 함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지속가
능 개발이라고 하는 범지구적 과제에 부정적 영향을 더해가고 있다. 아세안 중
소도시의 개발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국제개발기구의 원조기조와 방향을 같
이하는 우리나라는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원조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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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효과적인 원조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조기조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원조지원을 확
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교통전략을 수립
하기 위한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대중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100만
명에서 50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잠재적 개발수요, 원조 효과성, 우리기업
진출기회 확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
안한다.
아세안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국제개발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원조지원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
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개발기구의 원조기조를 뒤좇는 형태에서 아
세안 중소도시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
로 선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중소도시의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존
재하였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국가 단위의 자료 입수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중소도시의 자료는 현지 정부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분석자료 입
수가 매우 어렵다.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현지 정부 관계자의 면담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아세안 중소도시 자료입수에 한계가 있었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에 출판된 보고서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
례 중소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료취득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
에 없었고, 도시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도시 선정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중소도시 분석에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 상황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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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중소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중소도시 유형별 교통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함으로 아세안 중소도시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주고 원조지원을 확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본 연구결과가 아세안 중소도시의 효과
적이고 성공적인 교통사업 추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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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tudy on Transport Strategy for the Smalland Medium-sized ASEAN Cities
Hun Ki Lee, Hee Kyung Kim, Hyun Jung Lee, and Seung Hwan Chung

With a population of 640 million, ASEAN is a young and dynamic
growth region including the rapidly increasing middle class, as the major
consumer group. This trend is also prominen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However,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experience traffic congestion due to an imbalance between
an increasing transport demand and insufficient supply of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traffic congestion problem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have been gradually indicated to noticeable
issue, and the demand for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s been
shown with increasing trend.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s have tended to be concentrated on the
spatial scope of whole country and/or metropolis. Despite the relatively
small aid scale, the Republic of Korea has followed the general trend and
Korea has limitations on aid effectiveness and aid leadership.
Accordingly, i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 reflect preemtive
response to development demand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utilizing establishment experience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ICT know-how, not only the aid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e effect of supporting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will be
max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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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city type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transport statu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to illustrate case studies of major city type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ransport strategies by city types for
supporting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he Chapter 2
illustrates the population, economic scale, transport, ener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PPP policies of ASEAN member
countries. The Chapter 3 categorizes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nd reviews the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s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by each city type. The Chapter 4 includes
selection of representative cities of major city types and review of their
socio-economic and transport status, pending tasks, and development
issues. The Chapter 5 derives transport proble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nd propose major transport project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ing a stepwised plan, package-type plan,
and various financing plans. Moreover, selective transport projects by city
types are described in consideration of urgency and feasibility of
transport projects.
This study derived from the awareness of the current issue that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are
insufficient even though their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This
study highlighs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suggests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ransport strategies for each typ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utcome will contribute to conduct the effective
and successful transport project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ASE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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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부록 표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인구규모

5백만 명
이상

국가

도시

장래인구
(천 명)

연평균 증가율
(%)

Indonesia

Jakarta

10,517

13,688

1.56

Malaysia

Kuala Lumpur

7,564

10,467

1.93

Myanmar

Yangon

5,157

7,039

1.85

Philippines

Manila

13,482

18,649

1.93

Singapore

Singapore

5,792

6,480

0.66

Thailand

Krung Thep(Bangkok)

10,156

12,680

1.31

VietNam

Thành Pho Ho Chí Minh
(Ho Chi Minh City)

8,145

12,236

2.42

60,813

81,239

1.72

1,952

3,224

3.00

총계

1백만 명
~5백만 명

현재인구
(천 명)

Cambodia

Phnum Pénh
(Phnom Penh)

Indonesia

Bandar Lampung

1,047

1,431

1.85

Indonesia

Bandung

2,538

3,239

1.44

Indonesia

Batam

1,401

2,230

2.77

Indonesia

Bekasi

3,159

4,677

2.34

Indonesia

Bogor

1,115

1,513

1.81

Indonesia

Depok

2,503

3,847

2.56

Indonesia

Makassar
(Ujung Pandang)

1,530

2,050

1.74

Indonesia

Medan

2,285

2,966

1.55

Indonesia

Palembang

1,665

2,227

1.73

Indonesia

Pekan Baru

1,138

1,619

2.10

Indonesia

Semarang

1,800

2,423

1.76

Indonesia

Surabaya

2,903

3,683

1.41

Indonesia

Tangerang

2,222

3,112

2.00

Myanmar

Mandalay

1,374

1,936

2.04

Philippines

Davao City

1,745

2,499

2.14

Thailand

Chiang Mai

1,135

1,381

1.16

Thailand

Chon Buri

1,361

1,656

1.16
1.16

Thailand

Samut Prakan

1,272

1,547

VietNam

Can Tho

1,444

2,540

3.38

VietNam

Da Nang

1,064

1,603

2.44

VietNam

Hà Noi

4,283

7,044

2.97

VietNam

Hai Phòng

1,219

1,879

2.58

42,155

60,326

2.13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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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아세안 국가의 도시 분포 현황 (계속)

인구규모

50만 명
~ 1백만 명

국가

도시

현재인구
(천 명)

장래인구
(천 명)

연평균 증가율
(%)

Indonesia

Balikpapan

655

891

1.83

Indonesia

Banjarmasin

709

943

1.69

Indonesia

Denpasar

944

1,298

1.89

Indonesia

Jambi

606

808

1.71

Indonesia

Malang

872

1,114

1.45

Indonesia

Padang

949

1,265

1.71

Indonesia

Pontianak

644

868

1.77

Indonesia

Samarinda

948

1,373

2.20

Indonesia

Surakarta

521

658

1.38

Indonesia

Tasikmalaya

943

1,563

3.02
2.26

Laos

Vientiane

665

972

Malaysia

Ipoh

786

1,027

1.59

Malaysia

Johor Bahru

983

1,306

1.69

Malaysia

Kota Kinabalu

523

712

1.83

Malaysia

Kuching

594

766

1.51

Myanmar

Nay Pyi Taw

500

989

4.09

Philippines

Antipolo

837

1,218

2.23

Philippines

Bacolod

592

827

1.99

Philippines

Bacoor

651

953

2.27

Philippines

Basilan City
(including City of Isabela)

502

748

2.37

Philippines

Cagayan de Oro City

721

1,029

2.11

Philippines

Cebu City

956

1,298

1.82

Philippines

Dasmarinas

710

1,032

2.22

Philippines

General Santos City

628

883

2.02

Philippines

San Jose del Monte

593

803

1.80

Philippines

Zamboanga City

894

1,217

1.83

Thailand

Chiang Rai

535

651

1.16

Thailand

Kalasin

504

613

1.16

Thailand

Nakhon Ratchasima

756

911

1.10

Thailand

Nonthaburi

937

1,140

1.16

Thailand

Pathum Thani

889

1,082

1.16

Thailand

Rayong

524

637

1.16

Thailand

Samut Sakhon

563

685

1.16

Thailand

Songkhla

940

1,144

1.16

Thailand

Udon Thani

557

670

1.09

VietNam

Bien Hoa

949

1,469

2.60

26,080

35,563

1.84

129,048

177,128

1.88

총계
총계

주: 현재 인구는 2018년도 기준이며 장래인구는 2035년 추정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UN DESA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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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표 2.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사업명

국가

2019

아시아

베트남 도로 중온아스팔트 기술 최적화사업

2018~2020

7.5

2019

중남미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교통 기능향상사업

2018~2020

70

2019

중남미

콜롬비아 국가지능형 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2019

9

2018

아시아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사업

2018~2020

5

2018

중남미

페루 아레키파 도시 교통(ITS 등) 개발

2018

8.2

2018

중남미

콜롬비아 메데진시 도심지교통 기능향상 사업

2018~2020

10

2017

아시아

2017

9

2017

아시아

2017

9

2017

아시아

2017

8

2017

중남미

2017

9.4

2016

중남미

2016

8

2016

아시아

2016

8

2015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국가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5

7

2015

중남미

페루리마 및 까야오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15

7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남부 고속도로교통센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시엠립 녹색 도시교통
및 도로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하노이시 도로교통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파라과이 Gran Asuncion
도시교통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도로분야): 몽골 간선
도로망

주: 사업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임.
자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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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예산

연도

(억 원)

부록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부록 표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사업명

지원 금액

2018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Detailed Feasibility Study for Upgrading National Road
No. 8 Project in Bolikhamxai Province

2.86

2018

Myanmar

FS for the Central Backbone expressway in Myanmar:
F/S on Yangon~Mandalay, Yangon~Ngayokekaung
Expressway

1.69

Feasibility Study for a Railway Construction between
Vientiane in Lao and Vung Ang in Vietnam

1.81

2018 Asia, regional
2018

Viet Nam

Deep Program for transport sector in Vietnam

3.95

2018

Viet Nam

Pre-Feasibility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Hanoi Metro Line No.8

0.77

2017

Viet Nam

The technical assistance for Pre-FS and FS for Ho Chi
Minh city urban railway construction, metro line
No.5-stage2

2.82

2017

Paraguay

Establishement of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Asuncion, Paraguay

0.01

2017

Georgia

PUBLIC BUS SERVICE MODERNIZATION

0.21

2017

Sri Lanka

the Project for the Technical Assistance for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in Colombo
Metropolitan Region

0.63

2017

Algeria

Metropolis Transportation System Improvement(Algeria)

0.34

2017

Myanmar

Road an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Myamar)

0.25

2016

Myanmar

The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Arterial
Road Network D

1.69

2016

Egypt,
Cameroon,
Ethiopia,
Ghana,
Kenya,
Rwanda,
Tanzania

Road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African Countries

0.06

2016

Paraguay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ement of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6.86

2016

Ghana

The transport master plan project in Great Accra Regio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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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계속)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사업명

지원 금액

2016

Indonesia

The Project for feasibility study on toll road 1st phase
in bakauheni-pa

1.91

2016

Colombi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Colombia)

0.28

2016

Indonesia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AND PILOT
SYSTEM FOR ROAD DATA CENTER OPERATION IN
INDONESIA

1.90

2015

Paraguay

Feasibilit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Road No. 1, 2, 6, 7

2.45

2014

Paraguay

PROJECT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RAILWAY NETWORK IN
PARAGUAY

2.17

2014

Cambodia

Master Plan for Railway Network Development in
Cambodia

2.93

2013

Myanmar

The Project on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Arterial Road

1.48

2013

Viet Nam

The Feasibility Study on Bus Rapid Transit(BRT) System

0.05

2013

Indonesia

Project for feasibility study on Toll road in Sumatera

1.95

2013

Indonesia

Feasibility study(including basic plan) for Jabotabek
railway

1.97

2012

Bangladesh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program

0.17

2012

Cambodia

Extension of Siem Reap Bypass Road(Korean Ring Road)

12.76

2012

Philippines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C-6 Expressway Project

1.35

2012

Cambodia

Road Safety Promotion for National Road No. 3 and No.
48 in Cambodia

0.78

2011

Azerbaijan

Feasibility Study on Bku Bay Marine Bridge Construction
in Azerbaijan

1.43

2010

Indonesia

Establishment of Master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in Sumatra Island, Indonesia.

1.55

2010

Algeria

Advaced Railway Operation(Algeria)

0.12

2009

Cambodia

The Project for the pavement of Siem Reap Bypass
Road, Cambodia

2.14

2009

Bangladesh

Feasibility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 linking
between Dhaka and Jessore(Except Padma Bridge)

0.04

주: 사업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임.
자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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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2018

Egypt

2018

Ethiopia

2018

Ethiopia

사업명
The Supply of Train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 3) Project - Phase 3 and 4(Group G5)
Modjo-Hawassa Highway Project - Phase 1
Modjo-Zeway Lot 2 Meki-Zeway
Gore-Tepi Road Improvements Project
Nampula-Nametil City Section Road Improvement

지원 금액
76.08
54.07
28.91
18.88

2018

Mozambique

2018

Mozambique

Nacala Road Corridor Upgrading Project - Phase I

21.21

2018

Tanzania

New Selander Bridge Construction Project

34.18

2018

Nicaragua

2018

Cambodia

2018

Cambodia

2018

Cambodia

2018

Cambodia

2018

Cambodia

2018

Bangladesh

2018

Bangladesh

2018

Bangladesh

2018

Myanmar

Project

Construction of Bypass Managua Project
[Ticuantepe-Santo Domingo-San Judas-Nejapa]

1.53

Rural Roads Improvement Project II

28.50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21

51.41

National Road No.2 and No.22 Improvement
Project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21 Project Supplementary Loan
Upgrading of National Road No.48 Project
Replacement and Modernization of the Existing
Railway Signaling System at 11 Stations of BR
Procurement of 150 nos. Meter Gauge Passenger
Carriages Project
Procurement of 20 nos. Meter Gauge
Locomotives Project
Korea-Myanmar Friendship(Dala) Bridge
Construction Project

2.14
6.61
1.58
17.14
0.08
11.67
3.99

2018

Philippines

Samar Pacific Coastal Road Project

3.43

2018

Philippines

Panguil Bay Bridge Project

1.18

2018

Viet Nam

Vam Cong Bridge Connecting Road Construction
Project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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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계속)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2018

Viet Nam

2018

Viet Nam

Lo Te - Rach Soi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79.81

2018

Viet Nam

Hung Ha Bridge Construction Project

64.63

2018

Viet Nam

Thinh Long Bridge Construction Project

10.50

2018

Viet Nam

Vam Cong Bridge Construction Project

184.91

2018

Bolivia

Banegas Bridge Construction Project

40.24

2018

Myanmar

Myanma Railways Modernization Project

4.07

2017

Tanzania

Malagarasi Bridge Associated Roads Project

54.19

2017

Viet Nam

2017

Viet Nam

2017

Viet Nam

2017

Viet Nam

2017

Viet Nam

GMS Southern Coastal Corridor Project

54.48

2017

Indonesia

Padang Bypass Capacity Expansion Project

37.59

2016

Cambodia

2016

Philippines

2016

Viet Nam

2016

Mongolia

The Renewal of Intercity Bus Fleet Project

3.00

2016

Mongolia

The Renewal of International Bus Fleet Project

3.00

2016

Pakistan

Malakand Tunnel Construction Project

0.93

2016

Sri Lanka

2015

Cambodia

사업명
Thanh Hoa C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ject

The Section of Thu Bay - Kenh 14 Bridge of
GMS Vietnam Southern Coastal Corridor Project
Construction of Hanoi-Haiphong Expressway
Project
Construction of Rach Gia Bypass Project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 for Ho
Chi Minh-Trung Luong Expressway

GMS Cambodia Northwest Provincial Road
Improvement Project
Gapan~San Fernando~Olongapo Road Project,
Phase II
Construction of Hanoi-Haiphong Expressway
Project, Ex-10

Hatton~Nuwara Eliya Road Improvement Project
Supplementary Loan

지원 금액
35.05

58.44
96.11
94.00
20.78

33.02
21.04
113.26

17.87

Improvement of National Road No. 31 and 33,
Provincial Road No. 117 and Kampot Bypass

32.52

Project
2015

Cambodia

Rural Roads Improvement Project

234 •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23.64

부록 표 4. 수출입은행(EDCF) 교통분야 ODA 사업 목록 (계속)
(단위: 2018 USD millions)

연도

대상국가

사업명

지원 금액

2015
2015

Viet Nam

Construction of Vinh Thinh Bridge Project

101.39

Sri Lanka

Hatton~Nuwara Eliya Road Improvement Project

42.58

Lao People's
2015

Democratic
Republic

2013

Sri Lanka

2013

Madagascar

Northern GMS Transport Network Improvement
Project
Improvement of Padeniya~Anuradhapura Road
Project : Supplementary Loan
Toliara Province Road No.35 Rehabilitation Project
Malagarasi Bridge & Associated Roads Project

28.27

12.81
11.08

2012

Tanzania

2012

Philippines

2012

Indonesia

2012

Sri Lanka

2012

Bangladesh

Procurement of Single Decker CNG buses Project

35.17

2011

Cambodia

National Road No.3 Rehabilitation Project Phase II

26.94

2011

Bangladesh

Procurement of Locomotives, Phase III

33.28

2010

Mongolia

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 Project

31.37

SEA Game Stadium Road Improvement Project

2.28

(supplement)
Widening of GSO Road and Emergency Dredging
Project
Manado By-pass Project Phase?
Improvement of Padeniya~Anuradhapura Road
Project

9.36
14.36
5.30
77.29

Lao People's
2010

Democratic
Republic

2010

Turkey

32 Set Commuter Train Project

46.55

2010

Philippines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PHL-7)

12.85

2009

Bolivia

Pailon-San Jose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Component 2)

2.24

주: 다개년 사업의 연도는 그 사업의 최신연도를 사용함.
자료: OECDStats(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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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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