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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 예산 분석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시민사업팀장)

1. 서울시의 주요 교통 현황과 문제점

서울시 주요교통 지표

구 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및

교통

현황

서울인구 천명 10,575 10,529 10,442 10,388 10,369 10,297

수단통행인구 천통행/일 31,156 31,885 32,150 32,516 32,689

수단분담률

%

　 　 　 　 　

대중교통 64.3 65.1 65.6 65.9 66.0

(버스) (28.1) (28) (27.4) (27.1) (27.0)

(지하철) (36.2) (37.1) (38.2) (38.8) (39.0)

승용차 24.1 23.5 23.1 22.9 22.8

택시 7.2 7 6.9 6.8 6.8

기타 4.4 4.4 4.4 4.4 4.4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수)
천대

2,981

(2,434)

2,978

(2,443)

2,969

(2,448)

2,974

(2,463)

3,014

(2,511)

3,056

(2,560)

통 행 속 도 ㎞/h
24

(17)
… …

26.4

(18.7)

25.7

(17.4)

25.2

(17.9)

교통

기반

시설

도 로 연 장 ㎞ 8,142 8,148 8,174 8,197 8,214 8,215

도 로 율 % 22.02 22.06 22.24 22.32 22.42 22.43

지하철연장 ㎞ 316.9 316.9 327.1 327.1 327.1 331.6

중앙버스전용차로 ㎞ 100.4 114.3 115.3 115.3 117.5 119.3

자전거도로 ㎞ 844.6 804.2 666.0 707.6 724.6 775.9

주차면수 천면 3,404 3,595 3,584 3,760 3,822 3,877

주차장확보율

(주택가)
%

114.2

(96.6)

120.8

(98.3)

120.7

(99.1)

126.4

(99.8)

126.8

(101.1)

126.9

(100.3)

○ 서울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이미 승용차를 1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50%를 넘어섰다.

2015년 현재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3,056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가 약

2,560천대로 전체 자동차의 약 8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울의 수단분담률(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66.0%, 승용차 22.8%로 대중교통

의 분담율은 늘고는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고, 승용차의 경우는 줄고 있으나 역시 그

폭이 크지 않다.

○ 2012년 9월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전체 교통량의 81.1%가 승용차이며 이중에 나홀

로 승용차가 80% 이상에 이르고 있어 수단분담율이 20%대에 불과한 승용차가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용도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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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나홀로 차량 비율, 서울시 보도자료(2013.2.18.)

○ 승용차의 도심 일일 평균 운행속도는 2015년 기준, 20km/h 미만으로 버스 19.5km/h 에

도 못 미칠 만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에서의 교통수요관

리가 필요한 시점이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일평균 통행 속도 변화 추이

(단위:km/h)

구 분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2015

승용

차

전

체
21.7 22.9 22.9 23.4 24.4 24.0 24.0 26.4 25.7 25.2

도

심
18.3 14.0 14.4 14.4 16.7 16.0 17.0 18.7 17.4 17.9

외

곽
21.9 23.5 23.5 24.0 24.9 24.5 24.5 26.6 26.0 25.4

버스 18.8 17.6 17.9 19.6 19.7 19.6 19.8 20.0 19.6 19.5

○ 서울시는 2014년 5월 서울교통 2030 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도시철도계

획, 보행증진계획, 도로정비계획, 대중교통계획 등 교통정책 내 다양한 계획의 상위계획

으로서 20년간 장기 계획이다.

○ 서울교통 2030 은 과거 개인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으로, 즉 보

행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우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승용차 통

행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평균 통근시간을 현재 53분

에서 30% 더 줄이며, 녹색교통수단 이용면적도 현재의 14.7%정도에서 30%까지 높이겠

다는 것이다.



- 3 -

2. 2017년 서울시 도로·교통예산 개요

○ 2017년 서울시 예산규모는 29조 6,525억 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2조 1,487억원

(7.2%)증가하였다. 회계간 전출입에 의한 중복분인 3조 2,872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 증가하였는데 이중 도로·교통예산은 1조 7,451억

원으로 5.89%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부문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예산인 1조 7,451억은 2016년에 대비 1,903

억 감소(-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예산서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의 도로, 교통부

문 예산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부문 예산이 증가하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로교통 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대 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로교통 예산(A) 17,088 17,113 18,113 18,514 19,354 17,451

도로교통 예산 증감액 632 25 1,000 401 840 -1,903

도로교통 예산 증감율 3.70% 0.15% 5.52% 2.17% 4.34% -10.9%

주 : 도로교통 예산(A) 해당연도 당초예산, (자료출처 : 서울시 각 년도 예산개요)

○ 2017년도 도로·교통 부문의 예산 감소는 2017년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하철 양공사의 매출

공채 원리금 상환 규모가 감소하여 양공사(도시철도, 메트로)로 넘어가는 전출금 감소(2016

년 3,369억원 → 2017년 794억, △2,575)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도로·교통 분야 사업비는 전

년 대비 67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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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 서울시 도로·교통예산 세부내역

1) 예산회계별 도로·교통예산

○ 도로·교통예산을 예산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예산회계별 서울시 도로·교통 예산

(단위 : 천원)

회계구분
2017년

예산(A)

비율

(%)

2016년

예산(A)

비율

(%)

증감액

(A-B)

증감율

(%)

일반회계 7,281,500 0.4% 7,628,542 0.4% -347,042 -4.8%

교통사업특별회계 835,644,715 47.9% 824,374,868 42.6% 11,269,847 1.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27,516,629 30.2% 711,194,627 36.7% -183,677,998 -34.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7,226,768 5.0% 78,545,000 4.1% 8,681,768 10.0%

도시개발특별회계 287,429,542 16.5% 313,704,808 16.2% -26,275,266 -9.1%

계 1,745,099,154 100.0% 1,935,447,845 100.0% -190,348,691 -10.9%

○ 2017년 서울시 도로․교통 예산은 2016년 대비 약 1,903억(10.9%)이 줄었으며, 회계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356억원(47.9%)로 가장 높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별회계가 5,275억원(30.2%)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회계별로는 앞서 설명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내의 양공사 전출금 감소분이 반영된

1,837억 감소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2) 회계별·본부별 예산안

○ 도로·교통예산을 예산 회계별-각본부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이 4.8%감소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이 57.8%(약90억)

증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도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이 70.2%(약179억) 증가하였

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내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193.8% 로 큰 폭 감소하였다.

○ 본부별로는 도시교통본부와 교통방송의 예산이 각각 약 2,470억, 144억이 감소한 반면 도시

기반시설본부는 약 703억, 안전총괄본부는 약 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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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회계별-본부별 서울시 도로·교통 예산

(단위 : 천원)

회계구분 본부 2017 예산안 2016 당초예산액 증감 증감율

① 일반회계 합계 7,281,500 7,628,542 △347,042 △4.8

　 도시교통본부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교통방송 - - - -

　 안전총괄본부 7,281,500 7,628,542 △347,042 △4.8

② 교통사업특별회계 합계 835,644,715 824,374,868 11,269,847 1.3

　 도시교통본부 776,550,838 761,070,170 15,480,668 2.0

　 도시기반시설본부 23,566,000 22,380,000 1,186,000 5.0

　 교통방송 19,876,550 34,324,698 △14,448,148 △72.7

　 안전총괄본부 15,651,327 6,600,000 9,051,327 57.8

③ 도시철도건설 합계 527,516,629 711,194,627 △183,677,998 △34.8

사업비특별회계 도시교통본부 136,290,517 400,450,535 △264,160,018 △193.8

　 도시기반시설본부 391,226,112 310,744,092 80,482,020 20.6

　 교통방송 - - - -

　 안전총괄본부 - - - -

④ 광역교통시설 합계 87,226,768 78,545,000 8,681,768 10.0

　 특별회계 도시교통본부 37,176,000 35,049,000 2,127,000 5.7

　 도시기반시설본부 24,559,000 35,900,000 △11,341,000 △46.2

　 교통방송 - - - -

　 안전총괄본부 25,491,768 7,596,000 17,895,768 70.2

⑤ 도시개발특별회계 합계 287,429,542 313,704,808 △26,275,266 △9.1

　 도시교통본부 1,887,000 2,400,000 △513,000 △27.2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교통방송 - - - -

　 안전총괄본부 285,542,542 311,304,808 △25,762,266 △9.0

본부별 합계 도시교통본부 951,904,355 1,198,969,705 △247,065,350 △26.0

　 도시기반시설본부 439,351,112 369,024,092 70,327,020 16.0

　 교통방송 19,876,550 34,324,698 △14,448,148 △72.7

　 안전총괄본부 333,967,137 333,129,350 837,787 0.3

　 합계 1,745,099,154 1,935,447,845 △190,348,69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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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국·부서별·정책사업별 예산

○ 2017년 서울시 도로, 교통예산의 정책 사업별 예산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 서울시 도로, 교통예산의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실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2017예산 2016예산 증감

도시

교통

본부

도시교통본부 951,904,355 1,198,969,705 △247,065,350

교통

운영과

소계　 95,259,984 67,861,034 27,398,950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개선분담금사업 11,600,000 4,316,000 7,284,000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33,798,000 10,162,000 23,636,000

교통안전시설물관리 40,765,084 43,574,384 △2,809,300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9,096,900 9,808,650 △711,750

도시고속도로 소통 강화 - - -

교통

정보과

소계 26,201,498 28,831,498 △2,630,000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24,655,453 27,108,125 △2,452,672

교통소통개선(주차장관리계정) 1,546,045 1,723,373 △177,328

교통운영시스템 구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 -

교통

정책과

소계 168,640,598 428,834,533 △260,193,935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 소통 개선 8,789,299 10,639,479 △1,850,180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3,071,602 524,125 2,547,477

광역철도 건설부담금 20,452,000 17,176,000 3,276,000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도시철도특)
136,290,517 400,450,535 △264,160,018

일반예산

(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교통정책과) 37,180 44,394 △7,214

주차

계획과

소계 81,937,187 82,781,960 △844,773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장관리계정)
55,111,372 56,581,628 △1,470,256

환승주차장건설 및

운영(주차장관리계정)
4,513,000 3,512,000 1,001,000

차고지 매입 및 운영관리(교통관리계정) 5,588,815 4,815,332 773,483

환승주차장건설 및

운영(교통개선분담금계정)
- - -

공영차고지 신규 확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6,724,000 17,873,000 △1,149,000

버스

정책과

소계 218,795,651 205,129,880 13,665,771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2,817,200 7,498,800 △4,681,600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경영개선 215,978,451 197,631,080 18,347,371

보행

정책과

소계 19,004,018 24,919,200 △5,915,182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11,157,018 14,615,000 △3,457,98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960,000 7,904,200 △1,944,200

보행환경 개선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1,887,000 2,400,000 △513,000

자전거

정책과

소계 32,362,900 18,831,629 13,531,271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32,362,900 18,831,629 13,531,271

택시

물류과

소계 305,454,633 337,265,851 △31,811,218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305,454,633 337,265,851 △31,811,218

교통

지도과

소계 4,247,886 4,514,120 △266,234

교통흐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주차장관리계정) 4,247,886 4,514,120 △26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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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2017예산 2016예산 증감

도시

기반

시설

본부

기획

예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439,351,112 369,024,092 70,327,020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325,550,000 222,398,000 103,152,000

도시철도 건설관리 360,112 203,092 157,020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65,316,000 88,143,000 △22,827,000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23,216,000 22,380,000 836,000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350,000 - 350,000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

계)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4,559,000 35,900,000 △11,341,000

교통

방송

기획

조정실

교통방송 19,876,550 34,324,698 △14,448,148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제작 14,283,137 14,768,576 △485,439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3,920,349 17,629,328 △13,708,979

방송정보제공 1,673,064 1,926,794 △253,730

안전

총괄

본부

도로

계획과

안전총괄본부 333,967,137 333,129,350 837,787

도로 건설

도시고속도로 확충 15,000 16,500 △1,500

간선도로망 확충 7,266,500 7,612,042 △345,542

도시고속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76,699,000 132,700,000 △56,001,000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 208,843,542 178,604,808 30,238,734

광역도로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5,491,768 7,596,000 17,895,768

도시고속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2,787,000 - 2,787,000

간선도로망 확충(교통사업특별회계) 6,835,000 3,600,000 3,235,000

광역도로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6,029,327 3,000,000 3,029,327

합계 1,745,099,154 1,935,447,845 △190,348,691

(표 계속)

○ 실국·부서별·정책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교통본부의 예산이 약 2,470억이 감소되었고,

교통정책과의 도시철도특별회계(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지출이 약 2,641억원이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버스정책과의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및 버스 경영 개선 예산이

약 183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보행 정책과와 분리된 자전거 정책과의 경우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 확대로 인하여

예산이 약 135억 정도 증가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예산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확대로

인하여 약 1,031억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방송의 경우 약 144억의 예산이

감소 할것으로 예상되었다. 도로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안전총괄본부의 예산은 간선도로와

광역도로의 확충으로 인하여 약 8억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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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서울시 도로, 교통 예산 분석 및 제언

1) 2017년 예산안 평가

○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서울시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로 지속적 전환이 이루

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핵심이슈 목표 계획지표 2013 2020 2030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직주균형지수

(권역별 최소치,동북권)
71 77 90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녹색교통수단 분담율 70% 75% 80%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주택 비율 5% 10% 12%

※ 자료 :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 2017년 교통 정책 키워드는 「걷는 도시 서울」 (전체 도로·교통 예산의 4%인 751억)

주요 목표 주요사업 예산(단위:억)

걷고 싶은

도시 보행 공간 확보

보행전용거리 확대 운영 14

보행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
11

‘서울두드림길’ 확대 조성 및 운영 내실화 42

‘걷기 쉬운’ 도시 구현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지속 조성 26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174

7017연계 및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38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인프라 확충

보행자 우선도로 20개소 조성 22

보행환경개선지구 확대시행 31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44

교통약자 보행권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8

보도상 점자블럭 정비 및 턱낮춤 22

대중교통과 연계한

생활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과 연계한 생활교통수단으로서 ‘따릉이’ 시 전역

구축운영
243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등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66

※ 서울시 2017년 예산(안) 보도자료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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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확대 및 개선투자는 9호선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등 제한적.

주요 목표 주요사업 예산(단위:억)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3,144

지하철 9호선 4단계 기본계획 수립 9

신림선 경전철 건설 647

동북선·면목선 경전철 건설 6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등 104

하남선·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478

도로 이용편의 증진
천호대로 확장공사(’17.12월 완공) 193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17.10월 완공) 55

도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강남순환도로고속도로, 월드컵대교 689

밤고개로 확장(150억 원), 한남2·구로 고가차도 철거 245

대중교통 이용 효율성

제고

종로·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169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헌릉로, 동작대로, 한남대로
264

○ 전체 예산에서 녹색교통수단에 직접투자되는 예산 비율은 적으나, 정책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 예산 투입은 매우 고무적이다.

2) 보행환경 개선의 주체는 ‘주민’

○ 서울시는 1997년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2016년 ‘걷는 도시 서울’ 등을 선포하며, 보행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 시청 앞과 광화문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만들어졌고, 로드 다이어트를 통

해 걷기에 쾌적한 보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육교와 지하보도 대신 횡단보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청계천이 보행자에게 돌아왔다. 보행전용거리는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숨어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과가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정작 우리삶의 터전인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은 어떠한가?

- 간선도로의 보행권이 신장되는 동안 생활도로의 보행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확보가 보행과 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확보보도 우

선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걷는 도시 서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체 도로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도로를 보행자우선 공간으로 재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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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의 개선은 관 주도형이나 시설물 중심이 아닌 주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주민 동의나 요구 없이 진행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큰 효과가 없다는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보행환경개선 민 관실행사업단」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이릍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 협치의 좋은 사례를 만들고 타 지역 주

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이 주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생활도로 교통안전 확보 - 속도, 주차

○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하철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보

수를 위한 도시안전 예산은 10.7%(1,363억원) 증가하였다. 지하철 노후시설과 전동차 교

체 등은 1,761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교량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유지보수에는

4.112억원이 책정되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속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진행중

인가.

○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중 약 56%가 생활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

다. 서울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54%가 보행자 사고(400명 중 214명)이며, 13m 이하도

로 사망자는 53%에 달한다. (400명 중 211명, 2014년 기준)

○ 생활도로의 차량속도의 감소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차량

50kmh 주행시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은 80%이지만, 30kmh인 경우 20%로 매우 낮아진

다.

○ 법적으로 정의 안 된 「생활도로」문제, 생활도로 내 도로 중 일부 구간만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혼란을 준다. (대표사례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 생활도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된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2014년 주택가 주

차장 보급율은 100%를 이미 넘어섰다. 산술적으로 넘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도로가

아닌 건물 안으로 주차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 전부터 차고

지증명제가 시행되어 현재의 골목길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

○ 생활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 주차문제 해결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동단위 또는 블록단위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등을 통한 시

범사업 진행,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입 논의를 재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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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정착, 안전확보

○ 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환경 문제

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가 계속되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서울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검증이 필요하다. (2014년 기준 2012년 대비 16.5% (666km→

775.9km)가 증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등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66억)은 비

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신규로 설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도로는 자전거 이용 실태 분석(빅 데이터)을 통해 자

전거 이용자가 많은 곳에 먼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생활 자전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학로나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지하철역 주변

등에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개선·공급해야 할 것이다.

○ 440대로 시범운영을 거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6년 5,600대로 증대 설치되었다.

2017년 예산은 243억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공공자전거에 투입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공공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전거 수

요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투입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대당 소요예산은 감소할 지라도 전체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확대를 고민 할 때지만,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등에 대한 해결책을 항상 준비하

고 있어야 한다. (버스운송비 재정지원 같은 매년 부담을 안고 가야 함). 공공자전거-대

중교통 환승혜택이 있는데 이를 일반 자전거 이용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행

은 어렵겠지만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는 효과는 공공자전거 보다는 높을 것이다.

○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면이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7,463건의

사고가 발생해 18,356명이 부상당하고 1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자전거

사고는 2,861건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4,062건이 발생해 5년 새 29% 증가했다.

- 자전거를 타는 것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2020년

까지 10%로 올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 자전거 출퇴근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

안 마련이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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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 6월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서울시 양 지하철공사와 버스준공영제하의

운영적자 문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

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실 지하철 안전 및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 지속가능한 서울 지하

철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누

적 적자로 인해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에만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들이 근본적인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

인할 수 있었던 진상조사단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민 소비자단체의 공통

된 의견은 현재까지 제시된 지하철 안전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요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전 업무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안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지하철 안전에 정

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도외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구의

역 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울도시철

도공사의 안전 업무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달 19일에는 김포공항역

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문제로 획기적인 안전 인

력 확충과 시설 개선은 쉽지만은 않다.

○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철 운영의 당사자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

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전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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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심지역 교통수요관리 방안 - 교통혼잡 해소, 녹색교통 활성화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위 : 천원)

단위사업 2017년예산 2016년예산 증감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1,648,800 1,994,000 △345,200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퇴계로) 1,887,000 2,400,000 △513,000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및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사업은 혼잡통행료 제도 확대를

대신하여 도심의 도로공간 재편 및 이용수단 제한을 통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작년 한해 지속적으로 문제 되었던 미세먼지 관련하여 교통부문에서는 경유차가 많은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녹색교통

진흥지역, 한양도성안 도로공간재편 등이 도심의 오염차량 통행제한인 LEZ (Low

Emission Zone) 와 같이 논의 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