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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신교통수단도입의미

‘새만금’지역내신교통수단도입은녹색성장의새로운

문명발상지이자‘새만금=산소(O2)도시’‘새만금=명품녹색

도시’로서의이미지제고에기여

신교통수단 도입은 녹색성장시대에 국내·외 트렌드로

필연적 선택이며, 첨단의 신교통수단을 새만금지역 방문객

은물론도민에게제공함으로써상징적인의미는물론쾌적

성과정시성등의서비스혁신을제공하는데기여

이에따라6차새만금위원회(2011.3.16)에서‘새만금종합

개발계획(Master Plan)'과‘새만금유역제2단계수질개선종

합대책’을심의·확정하고, 명품녹색도시이미지실현에기

여할필연적교통수단으로신교통수단도입을반 한상태

무엇보다도신교통수단도입은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

량과 직결되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녹색교통 추진

전략(2009.11.5)을 발표하면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타 부문보다도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큰

의미를가짐

전라북도신교통수단시대를열자

신교통수단도입과녹색경제효과의미

Chapter 1

새만금내최초신교통수단도입제안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상 신교통노선

<그림 1> 새만금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기본계획(국토해양부(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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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경제효과란?

녹색경제효과는신교통수단도입을통해누릴수있는온

실가스감축효과와석유대체효과를계량화한편익을의미

따라서 새만금지구내 발생될 교통량가운데 신교통수단

이용자를 추정하고 이들 신교통수단 이용자가 화석연료인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승용차 이용을 대신하여 신교통수단

을이용할경우얻을수있는편익을효과로산정

온실가스절감에따른편익대상은이산화탄소(CO2), 메

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8), 과불화탄

소(PFC8) 그리고육불화황(SF6) 등이해당됨

다만, 국토해양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9. 12)의

기준에따르면수송부문에서의온실가스절감편익은이산

화탄소(CO2) 만이대상이됨

다만, 온실가스 감축효과산정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수송부문 CDM사업은 현재(2010.9 기준) 등록된 국내·외

CDM사업총2,400개가운데단지3건(0.13%)에불과한실

정이어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산정하는데한계가있음

이들온실가스감축효과산정방법을검토해본결과, 대

중교통을대신할신교통수단도입관련수송부문CDM사업

분석방법으로는적정하지못한것으로검토됨

<그림 2> 신교통수단이도입될명품복합도시토지이용구상(↖)과 조감도(↑) 

<표 1> 수송부문 CDM 사업현황

등록일 사업명 개최국가 참여국 방법론 감축량 (tCO2e)

BRT Bogota Columbia TransMilenio Phase Ⅱ to Ⅳ

Installation of Low Green House Gases (GHG) emitting

rolling stock cars in metro system

Cable Cars Metro Medelin, Colombia

BRT Chongqing Lines 1-4 China

2006/12/07

2007/12/29

2010/4/26

검토중

콜롬비아

인도

콜롬비아

중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스위스

AM0031

AMSⅢ.C.

AMSⅢ.U.

AM0031

246,563

41,160

17,290

21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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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을정리한보고서임

AM0031 (Bus Rapid Transit Projects)

- 도심교통수단을위한BRT 건설과운 을통한배

출량 감축사업에 적합. 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적용

이가능하므로, 경량전철, 모노레일등의신교통수

단적용에한계

AM0090 (전환교통[Modal Shift] 도로→선박/철도)

- 특정화물(승객제외)에대해도로수송에서선박내

지 철도 수송으로의 전환을 통한 배출량 감축사업

에 적합. 화물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승객을 중심

으로하는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ACM0016 (Mass Transit Projects)

- 레일기반의MRT 또는도심/근교의분리된버스노

선의 건설 및 운 (BRT포함)을 통한 배출량 감축

사업에 적합. 도시전철 및 버스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론이며, 경량전철, 모노레일등의신교통수단

적용에한계

AMSⅢ.AA. (기술개선을통한수송부문에너지효율

화사업)

-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의 엔진 개선 등을 통해 에너

지효율을통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사업에적합.

친환경 자동차 도입 및 전환교통 사업은 포함하지

못하고 기존 교통수단 기술개선 중심이므로 신교

통수단적용에한계

AMSⅢ.AK. (수송부문에서바이오디젤생산과사용)

- 바이오디젤을이용한운송수단을중심으로소규모온실

가스배출량감축사업에적합. 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AMSⅢ.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의한

배출량저감)

-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용한 소규모 온

실가스배출량감축사업(연간배출감축량60,000

톤CO2 이하)에적합. 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AMSⅢ.S. (상업용및화물차량을위한그린카교체사업)

- AMSⅢ.C.와 유사하며 상업용 차량 및 화물 차량 등

의운송수단에적합. 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AMSⅢ.T. (수송분야에서식물성기름의사용)

- 운송수단에서식물성기름을이용하여온실가스배

출을감소시키는방법으로기름채취를위한식물의

재배에서식물로부터기름채취, 운송수단에식물성

기름을사용함으로써감소되는온실가스배출량산

정에적합. 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AMSⅢ.U. (케이블카를이용한MRTS에서사업)

- 일반도로를 이용한 통행 대체를 위해 케이블카 사

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사업

에적합. 신교통수단적용에한계

그외 IPCC 가이드라인1)을 토대로 2030년 예측교통량

과도로연장을제공하고있는국토해양부(‘새만금광역연계

교통체계구축계획’, 2010.3) 연구보고서를활용하여, 온실

가스 실제 발생량 산정은 운행거리(VKT)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것으로검토

동시에국토해양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9.12)

지침과 유럽의 탄소잠재가격(2007년)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15만원/tCO2’활용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검토

※구체적 내용은 전북발전연구원 2010 정책과제 (‘새만

금지역내신교통수단도입방안’) 연구보고서참조



1. 개요

녹색경제효과분석전제

새만금지역내도입하고자하는신교통수단(현‘새만금

종합개발계획’상- 바이모달트램)에의한석유소비및

온실가스배출량은발생되지않는것으로전제

녹색경제효과산출근거

승용차이산화탄소배출량

- 유럽의승용차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규제규정안2)

에 따르면 엔진기술로 130g/km, 보충적으로 타이

어, 바이오연료 및 혁신적 기술에서 10g을 추가 감

축하도록함(2015년이후100% 적용)

- EU집행위는 향후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95g/km, 2025년까지70g/km을주장하고있음

- (적용) 새만금계획이 2020년을 1차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논

의되고있는95g/km를기준으로함

신교통수단이용자추정

- 유사도시 비교법 활용(김해권 인구 대비 새만금권

인구 비중 적용 / 김해경전철 실수요

35,000~52,900인/일→새만금권 13,100~19,900

인/일환산·적용)

- 전라북도 승용차 평균제차인원 1.37명/대3)을 적용

하여대상이용자를승용차단위로환산함

수요자평균이동거리

- 수요자 평균이동거리는 최근 3년 평균이동거리를

사용함(계획목표연도까지변동없는것으로가정)

- 전라북도 승용차(비사업용) 1대당 1일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43km를적용 (자료 : 자동차주행거리실

태조사4)의최근3년평균)

탄소배출권가격

- 온실가스절감편익은국토해양부(‘교통시설투자평

가지침’, 2009)의150,000원/tCO2를적용

휘발유가격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의 2020년

고유가실질가격102.1 US$/배럴을기준으로적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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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COM(2007) 856 final

3) 국토해양부, 2007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2008)

4)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2007~2009)

5) 산업지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2007)



- 2006년 전라북도 무연휘발유 가격5)이 1,474원 (유

가 66.0 US$/bbl) 대비 산정결과에 따라 2020년

휘발유가격2,280원으로추정하고이를적용

연비

- 95g/km 기준일 경우 24.7km/ℓ(휘발유 원단위

2.347kgCO2/ℓ) 적용

2. 녹색경제효과분석결과

녹색경제효과는‘온실가스 감축효과’와‘석유대체효과’

를합산하여분석

온실가스감축효과

새만금 지역내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량은연간9,635~14,453 tCO2로산정됨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은 연간

2,155~3,232백만원으로추정됨

석유대체효과

새만금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석유대체효과는연간13,956~20,938 백만원으로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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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실가스감축효과산정결과

항 목 산출근거단 위
최 소 최대

범 위

2020년 EU 승용차이산화탄소배출규제

13,100~19,900인/일로환산적용

전라북도승용차(비사업용) 1일/대 주행거리

A × B × C × 365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09)

(D × E) / 1,000,000

95

9,635 14,453

43

14,366 21,549

150,000

2,155 3,232

g/km/대

대/d

km

tCO2/y

원

백만원/y

차량거리당탄소배출량 (A)

신교통수단수요추정(승용차환산값) (B)

추정된수요자평균이동거리 (C)

온실가스감축량 (D)

탄소배출권가격 (E)

연간편익

<표 3> 석유대체효과산정결과

항 목 산출근거단위
최 소 최대

범위

13,100~19,900인/일로환산적용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추정

2020년 EU 승용차이산화탄소배출규제, 휘발유원단위 2.347kgCO2/ℓ

전라북도승용차(비사업용) 1일/대 주행거리

(A × B / C × D × 365) / 1,000,000

9,635 14,453

2,280

24.7

43

13,959 20,938

대/d

원/L

km/L

km/대

백만원

신교통수단수요추정(승용차환산값) (A)

휘발유가격 (B)

연비 (C)

평균이동거리 (D)

연간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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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내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녹색경제효과

를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석유 대체효과로 구분하고

이를합산한 결과, 연간최소 16,114~최대 24,171 백

만원의편익이발생할것으로추정됨

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녹색경제효과의구성은석유

대체효과가 87%,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3%의 비율

을각각차지하여석유대체효과가절대적으로나타남

1. 새만금지역 SOC사업개요

‘새만금종합개발계획(2011.3.16)’에 포함된 주요 SOC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 육·해·공로에 걸쳐

사업계획이포함됨

(도로) 주간선도로망체계를3×4에서3×3체계로전환

(철도) 새만금~군산(대야) 단선철도를 KTX가 운행·

가능한복선전철로전환

(신교통및수상교통수단) 신교통수단(Bimodal Tram)

도입과수상교통(수상버스·택시) 운

(공항) 군산공항국제선취항추진및수요에맞춰공항

확장검토

- 장래군산공항확장에대비하여신설활주로용지(6

㎢) 기확보

(항만) 20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 규모, 인공섬 방식

의신항만건설

- 기존 연접형 항만개발 방식을 친수공간확보, 미항

(美港)조성, 해수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인공섬 방식

으로변경

- 1단계 4선석, 2단계 14선석 추가, 장래 총 33선석

부지확보및대수심항지향

새만금과전북내륙권연계광역네트워크구축(안)

Chapter 3

<그림 3> 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녹색경제효과종합



9 | Issue Briefing 2011 vol.33

전라북도신교통수단시대를열자

2. 새만금내부신교통수단확대방안

2020년 이내

명품복합도시내 신교통수단(트램)도입 전 저상버스보다

는친환경적인원격식저상전기버스도입필요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시급도시 버스의 전체 저상버스 보

급을목표로하고있다는측면에서신교통수단이아닌

일반교통수단에해당에불과함

다만, 2020년이전에수요가확보될경우계획된신교

통수단우선도입

<그림 4> 3*3 내부간선도로망체계

<그림 6> 새만금지구내신교통수단도입사업의기반구축

■현재~2020년이내
명품복합도시내 - 원격식 저상전기
버스도입
남북 1축, 동서 2축 - 전기교통수단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
입 도로제원확보
특히, 새만금방조제(L=33km), 동서2
축(새만금~전주 고속도로구간
54.3km) 녹색전력도로화사업추진

<그림 5> 새만금~군산복선전철(KTX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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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명품복합도시내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계없이

대규모 교통량 발생이 예상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

역의 산업단지와 기존 국가산단, 군산공항 등을 연계하는

도로(남북2축)에 신교통수단(전기버스 등) 남북축 도입을

위한 도로제원(현재. 6~8차로 → 8~10차로)을 사전에 확

보해야함

남북1축(새만금방조제)과 남북2축 도로에 신교통수단

인 전기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한 충전시스템 도입 및

장래원격식전기버스도입에대비

동서2축중 새만금방조제로부터‘새만금~전주고속도

로’새만금기점(심포항 일원) 도로와‘새만금~전주고속도

로’의녹색전력도로화사업추진

새만금 방조제 및 새만금내부 동서2축(새만금~

전주고속도로포함)에 실현필요

- 도로시설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접목하여

도로변방음벽, 가드레일 등을 이용하여태양

광에너지를 생산하는‘녹색전력’생산으로 도

로시설에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에서 탈 화석

연료인친환경에너지로대체하며, 전기자동차의배터리충전기반구축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의 메카이자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명소화 사업일환이며, 새만금지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방음벽에태양광집전판을설치하여방조제도로및고속도로의‘스마트그리드’도로화사업추진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 에너지 저소비·탈 화석연료사회로 전환-수송·산업 등 각 부문별 에너

지절약목표수립및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

- 정부 100대 국정과제 (2-7-32),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2-734), 2011년 기획재정부-태양광 등 녹색기술산업의 집

중육성과관련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방조제 도로, 새만금 동서2

축<새만금~포항(새만금~전주)고속도로포함>

- 사업규모 : 방조제(Ｌ=33km), 새포(새만금~

전주)고속도로(Ｌ=54.3km)

녹색전력도로화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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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후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내 간선기능의 신교통수단(무가선

저상트램)의 정착과 필요시 명풉복합도시활성화와 게이트

웨이 연계 등을 고려하여 지선기능의 신교통수단(PRT) 도

입을적극검토

2020년내 건설이 완공될 새만금신항의 지원시설 기능

발휘가가능한새만금~군산철도를활용하여명품복합도시

의 신교통수단(무가선저상트램)과 연계되는 저상트램(가능

한한무선저상트램) 운 필요

명품복합도시내 신교통수단과 새만금~군산철도를 이

용한궤도형신교통수단의원활한연계가용이한수단

으로무가선저상트램을적극권장

새만금~군산철도가 새만금명품복합도시~(새만금-군

산철도)~군산을잇는중간허리역할수행에중요한노

선이라는점에서2020년내건설완료필요

3. 새만금과 전라북도 주요 거점지역간 연계
신교통수단도입(안)

새만금명품복합도시내반 된신교통수단도입과새만

금~군산철도 건설사업, 군산·익산 중심의 군산선과 장항

선, 그리고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호남선(남북간) KTX, 전

라선(동서간) KTX, 익산 복합환승센터 등 전북 지역내 우

수한철도인프라를활용하여새만금과전라북도주요거점

지역을신교통수단에의해광역적네트워크형성이이루어

져야한다는점에서제안

2020년 이내

새만금~군산철도사업은 설계속도 230km/h의 KTX운

<그림 7> 새만금지구내신교통수단도입사업의단계별추진

■ 2020년
1단계 - 명품복합도시내 간선-무가
선저상트램 + 지선 연계 신교통-
PRT(명품복합도시 신교통 도입수단
바이모달트램 → 무가선저상트램으
로변경검토)
2단계 - 남북2축(새만금~군산철도
활용) 궤도형신교통수단(유·무가선
저상트램방식)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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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가능한철도로이를활용하여익산~대야및군산산단

인입철도와 연계시킬 경우 새만금~전주간 표정속도

150km/h 유지가능

이에 따라 새만금~(군산~익산)~전주간 30분대 도달

가능한광역네트워크형성계기가마련

명품복합도시 신교통수단 무(유)가선저상트램 운행으

로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무가선저상트램)~새만금-군

산철도(복선전철 : 유가선저상트램)~익산~전주(복선전

철: 유가선저상트램)간환승없이광역적연계가가능

<그림 8> 새만금과전주(익산)간 30분대접근과전북내륙순환궤도시스템구축

<그림 9> 한국형무가선저상트램

■ 2020년(전북순환망)  
새만금~군산철도(2020년내 건설)
제원(230km/h)을 이용한 전주~새
만금간 30분대 도달(표정속도
1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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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주요도시이자철도인프라기반이우수한전주

시와 익산시 역사를 기종점으로 하는 신교통수단에 의한

시내구간 순환선(최단연장, 최대이용효율 발휘구간 우선)

을 설치. 지역내 통근자 및 지역간(전주~익산 15,000명/

일)에게 무환승 교통수단을 제공 → 본격적인 전북 신교통

시대전개

2020년 전후

중·장기적으로새만금및군산, 익산, 전주등전라북도

서부, 서북부, 중부권 중심의 신교통수단 연계시스템을 남

부지역으로연계(새만금~정읍KTX 정차역연계철도사업)

되도록 하여 전라북도<(전주)익산~군산~새만금~정읍~익

산(전주)>를순환하는녹색교통의광역궤도시스템을구축

전라북도신교통수단시대를열자

<그림 10> 새만금과전주(익산)간 30분대접근광역네트워크구축

<그림 11> 전북거점도시내부순환궤도시스템구축

익산시내순환노선 전주시내순환노선

■ 2020년
새만금~군산철도(2020년내 건설)
제원(230km/h)을 이용한 전주~새
만금간 30분대 도달(표정속도
150km/h) 및 주요 도시순환노선
(전주시내 순환구간 + 익산시내 순
환구간) 개설로 지역내·지역간 통
근·통학트립에 기여 →본격적인
전북신교통시대

<그림 12> 전라북도광역궤도순환시스템구축(안)

■ 2020년전후(전북순환망)  
새만금(명품복합도시)~정읍 KTX역 정차역 연계철도 건설로
전주(익산)~군산~새만금~정읍을 잇는 전라북도 광역 궤도
순환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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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점시설준공에부합하는새만금내부 SOC
사업완료

새만금명품복합도시내신교통수단도입을계기로전라

북도주요거점지역의신교통수단도입을검토하고환승없

이순환할수있는광역네트워크체계구축은매우중요함

따라서새만금주요거점사업의성공적추진과광역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SOC사업의

2020년 이전 건설·완료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함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공항과 1단계 4선석

규모의항만건설을목표로하는새만금신항, 이들거점시설

을 내부에서 원활히 네크워크화 할 동서 2축과 남북 2축도

로,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L=54.3km) 등은2020년이내

준공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고 탄력을 부여해

야만이SOC사업의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것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상 명시된 거점시설(항만, 산업

단지 등)에 연계될 새만금~군산철도(L=45.0km)는 2020

년내 준공될 때 물동량 수송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측면,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상 도입사업의 경제성 확보에도

지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 동시에 명품복합도

시내 도입예정인 신교통수단 노선의 전북 내륙권 확장의

가교역할도수행한다는측면에서사업완료시기가중요함

새만금~군산철도는 금번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거점지

역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으로부터 새만금까지의 도달시간

을1시간10분대로구축해낼수있는관건이되는사업임

2. 신교통수단도입의경제성확보검증

전라북도신교통수단도입·확대방안은기존철도인프

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며 특히, 전북 광역적 연계방

안은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존 노선에 신교통수

단 차량만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경제성 확보에 큰 무리

가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 새만금~정읍구간의 철도신설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치 한준비가요구됨

정책적제언

Chapter 4

새만금내부개발사업별조성시기(2020년이전건설완료) 

새만금~군산철도

새만금신항

군산공항(국제선취항) 

※공항확장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내부동서2축

새만금내부남북2축

새만금명품복합도시내신교통수단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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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논리로 새만금

~군산~익산~전주간 궤도를 이용하여 새만금으로의 진

출·입과 광역네트워크 형성은 새만금사업 성공의 핵심사

안 중 하나이자 정부 정책과 부합한다는 측면 등을 편익항

목으로활용한논리개발과계량화된경제편익산정이필요

무엇보다도 신교통수단 도입사업은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 도입을 통해 녹색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

면과 별도 환승을 최소화 내지 무환승 운 시스템에

따라시간단축효과등의편익등으로낙관적인결과를

낳을수있을것으로전망됨

따라서신교통수단도입에따른편익항목으로

①탄소배출 저감에 따른 녹색경제효과(새만금내부 확

대도입시또는새만금과전북내륙부신교통확대도

입시 년간 약 500~1,000억원 이상의 편익효과 발

휘전망) 

②전통적으로우리나라대표연담도시인전주~익산~

군산은도시간긴 한네트워크가유지되고있어현

재에도 3개 도시간 1일 약 35,000명의 통근·통학

이이루어지고있고새만금유입인구를고려하면이

용편익과이에따른시간단축효과가높을것으로전

망됨

아울러 정성적 항목으로‘정부정책이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의녹색교통수단을선호하는추세이며향후에도지

속될 녹색정책에 부합한다는 점’, ‘친환경교통수단 이

용과보유에따른도민의자부심’등을고려할수있음

특히비용측면에서철도부문지역보유잠재력에따라

철도의 신설보다는 전주~익산~군산(대야) 철도 등 주

요 구간이 기존 노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

제성확보에유리한여건을보유한점을판단됨

→따라서 상기 명시된 효과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내부

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내륙부 신교통수단 도

입방안에 대해 교통투자평가지침상 면 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시에 새만금내부 신교통수단 확대방안

도 2020년이내완료되어야함을제안함

전라북도신교통수단시대를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