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그간 정부는 산업 활동 지원 및 국가 교통기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공급 위주의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양적 측면
에서는 도로 철도 연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앞으로 교통 인프라는 신규 건설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질 제고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확대투자 경향을 감안하여 도로 철도 등 건설 사업은 사업
여건을 점검하여 차질없는 완공 지원을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간 빠른 연결과 대도시권 주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해 국민편의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속화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핵심 기간망 구축을 지원하고 교통수단 노선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편익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알뜰카드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노후

등 선제적 안전투자 확대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건설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년대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도입된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시설은

년대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후 포장도로 철도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분야의 투자를

등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도로 개선 자동차 안전도 강화 및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지원
그간의 균형발전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성장거점을 중심
으로 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이

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그동안 발전이 늦었던

투자에서 더욱 불리해지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경제적 상황과 주민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와 중소 거점도시를 청년 기업이 모이는 메가시티와 강
소도시로 육성 연계하는 초광역권 경제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물류 간선기능 확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 철도 신규
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혁신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노후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노후 공단을 새롭게
재정비하며 기업이 선호하는 도시 인근의 첨단 산업단지를 공급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투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은 국가
드론산업 발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지속하고
은

도시교통문제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및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환승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기반 마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테스트베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고도화 도심지 도로 실증 차세대
정밀도로지도

제작 등을 통해

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차량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정비 검사 인증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교통 범죄예방 헬스케어 쓰레기 처리 등
기존 대도시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업
제안을 유도하고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산업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및 시설개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