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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푸리에 함수형태의 다수산출물 총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해 7개 대도시의 시내버스운
송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비용보완성) 및 최소효율규모를 분석하였다. 시내버스
업체는 노동, 연료, 정비 및 자본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일반버스-㎞, 좌석버스-㎞의 두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다. 비용함수와 요소점유율방정식으로 구성된 방정
식체계는 7개 대도시의 159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2008년의 자료와 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을 사
용해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시내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제성과 범위의 경제성은 업체규모와 산출
물 구성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산출물 구성비율이 평균일 때, 즉 일반
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중이 90:10인 경우 290대까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400대 이상에서
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중이 유사할 경우에는 두 서비
스 간의 범위의 불경제 때문에 70~80대 이상에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업체의 총비용은 증가하며, 운전기사의 임금 및 자본가격은 상
승하는 반면 정비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시내버스운송업, 푸리에 비용함수, 규모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 준공영제.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cost complementarities),
and minimum efficient scale of the urban bus industry in seven large Korean cities. To examine
these issues, the cost-share equa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a multiproduct total cost equation
and four input share equations, is estimated using the Fourier flexible functional form and data
from 159 urban bus firms for the year 2008. The assumption is that the urban bus firms
produce two outputs; intracity bus-㎞ and seat bus-㎞, using the input factors of labor, fuel,
maintenance, and capital. Our research suggests that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depend on firm size and output mix. For the same mean of output mix (intracity: seat = 90:10),
overall economies of scale are found in urban bus firms operating less than 290 vehicles.
However, for the equal output mix (intracity: seat = 50:50), diseconomies of scale are found in
firms operating more than 70 or 80 vehicles because of scope diseconomies between the two
services. We also find that total cost and the prices of labor and capital are higher under
quasi-public operations.
￭ Keywords: Urban bus industry, Fourier flexible cost function, Economies of scale, Economies of
scope, quasi-public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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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의 경우 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제 존재 여
부는 실증 연구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왔기 때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

문에 상당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으나, 그 결

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90년대 후반 들

과는 분석방법이나 분석대상에 포함된 버스업체들

어 승용차의 증가 및 지하철의 확장으로 점차 수요

의 산출량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국내의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2004

경우는 1990년대부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

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국내 대도시에서는 운영적자

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1) 시내버스운송업에는

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 및 수요 감소의 악순환을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서비

존재하는 산출량 규모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것으

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로 나타났다.

운영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준공영제의 실효
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새로이 대두된 상황이다.

한편 국내외를 막론하고 버스운송업을 다수산출
물산업으로 상정하여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시내버스의 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들

(Dalen and Gomez-Lobo, 2003; Di Giacomo and Ottoz,

중 하나는 업체규모를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2010; 김성수․김민정, 2001; 송지영․김성수, 2014). 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를 포

는 다수산출물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성은 산출물별

함한 대도시 시내버스업체의 평균규모가 약 92대인

규모의 경제성뿐 아니라 범위의 경제성의 영향도

데, 현재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형

받기 때문에 단일산출물 비용함수에 비해 추정 및

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과의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여건 하에서 대형화 방안의 타당성을 논

시내버스운송업에서 산출되는 버스유형별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내버스운송업에 규모의 경

즉 도시 내부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서비스와 주

제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규모

로 도시간을 운행하는 좌석버스서비스와 같이 현실

의 경제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비용함

적으로 산출물 특성이 다르다면 이를 각각 반영하

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규모의 경제성 지수를

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2)

산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정된 비용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제

함수를 이용하면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구조의 특

성은 버스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성, 예를 들면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평균비용 및

Williams and Dalal(1981)과 Walter(2008)는 소형업체에

최소효율규모, 범위의 경제 존재 여부 등도 알 수

서는 규모의 불경제를, 대형업체에서는 규모의 경

있다.

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1)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해 비용함수를 추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해
비용함수를 추정한 연구인 신동선(1997), 김성수(1997), 김성수․ 민정(2001)은 모두 서울시의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종학․양시훈(2011)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는 도시에 따라 구분 방식이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내부를 운행하는 간선, 지선, 순환버스
와 도시들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로 구분하지만, 인천시는 간선버스, 순환버스, 좌석버스, 공항버스, 광역버스로 구분한다.
한편 다른 광역시들은 시내버스를 일반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로 구분한다. 즉 노선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차량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노선의 기능에 따른 구분은 도시별로 같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일반버스와 좌
석버스로 구분하였다. 이때 좌석버스는 대체로 광역노선을 운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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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형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보이다가 점점 규

나 버스업체에 대한 대형화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

모수익불변, 대형업체는 규모의 불경제를 보인다고

는 단순히 몇 개의 특정점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

주장하고 있다(Viton, 1981; Tauchen et al., 1983;

하는지 여부에서 나아가 평균비용이 가장 최소화되

Karlaftis and McCarthy, 1999; Ottoze et al., 2009; Cubukcu,

는 산출물 구성비율과 규모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2008). 반면 De Rus and Nombela(1997)와 Dalen and

본 연구는 산출물 구성비율과 산출량 규모에 따

Gomez-Lobo (2003)는 규모수익불변의 특성을 갖는

라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

을 검증하고, 만약 그렇다면 산출물 구성비율 및 규

제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국

모에 따른 평균비용을 분석하여 시내버스업체의 최

가별 또는 지역별 운행 여건 및 운행 형태 등에 따

적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추정하는 비용함

라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는 7개 대도시의 시내버스운송업에 가장 적합한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분석을 위해 구축한 표본

함수형태로 선정하되, 현실을 반영하는 더미변수들

평균에서의 규모의 경제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 산

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요소별 가격탄력성

출량의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변화는 고려하지

추정결과를 통해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구조 특성

않았다.3) 특히 다수산출물산업의 규모의 경제는 산

을 분석하고, 준공영제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출물별 규모의 경제성과 산출물간 범위의 경제성의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산출물 구성비율에 따라
서도 규모의 경제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표본평균점에서의 규모 및 범위

Ⅱ. 모형의 설정

의 경제성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산출량
규모와 산출물 구성비율에 따라 규모 및 범위의 경

1.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

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시내버스업체가 운행하는 버

결국 선행연구들은 버스운송업의 특정한 산출물

스의 유형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로

구성비율과 규모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해당 버스운송업에서

를 동일한 산출물로 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좌석

산출물 구성비율과 산출량에 따라 규모의 경제성이

버스와 직행좌석버스의 용량과 요금수준이 유사한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소효율규모가 어떻

반면, 일반버스와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4) 또한

게 결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분석한 바가 없다. 그러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노선 측면에서도 비슷

3) 일부 연구에서는 표본평균점 외에 1사분위수, 3사분위수에서 규모의 경제를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나아가 표본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는 제시한 사례가 없다. 단, 송지영․김성수(2014)는 한국시
외버스운송업에 대해 산출량 규모 및 산출량 구성비율에 따라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추정하였으나,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4) 일반버스의 대당 차량가격은 80,390,755원이고 좌석버스의 가격은 80,681,564원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차이가 나고, 대당
일평균운행거리는 각각 226㎞, 294㎞이다. 요금수준 역시 2013년 카드요금 기준(www.tago.go.kr)으로 일반버스 요금과 좌
석버스 요금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일반버스는 1100원이고 좌석버스는 1800원이며, 부산시의 경우도
일반버스는 1080원이고 좌석버스는 1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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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직행좌석버스는 광역노
선에 투입되고 있으며, 좌석버스 역시 직행좌석버

여기서,  : 총비용
 : 생산요소  의 가격 (  은 노동,  는

연료,  은 정비,  는 자본)

스와 거의 유사한 광역노선 또는 간선노선이더라도
광역 기능이 강한 노선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5)

 : 산출물  의 산출량(  =일반버스-

㎞,  =좌석버스-㎞)

즉 일반버스가 대도시의 내부를 주로 운행한다면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광역버스와 유사하게

  : 삼각함수항에 이용되므로 ln   가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0, ] 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한 값6)

차량가격과 일일 운행거리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라

 : 준공영제 미시행=0, 시행=1 7)

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함

ln  : 준공영제 시행더미와 요소가격의

수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구분하는 다수산출물

교차항
 :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는 더미변수

비용함수가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함수형태, 종속변수 및 산
출물 변수는 푸리에(Fourier) 함수형태, 총비용 및 공

식 (1)에 Shephard의 정리를 적용하여 요소점유율

급관련 지표(버스-㎞)로 한국 시외버스운송업의 비

방정식(input share equation)을 도출하면 식 (2)와 같다.

용구조를 분석한 송지영․김성수(2014)와 같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일반버스-㎞와 좌
석버스-㎞를 산출물로 하는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
으로 식 (1)과 같다.
ln    
















 ln ln
 ln ln
 ln ln
       ln 
   
   cos    sin  
    cos     











































   ≠  



(식 2)



ln 
 ∙  


ln 

 ln   ln


 

     ∙ 




(식 1)



  

 ln  








 ln 

 



여기서       







한편 추정을 위한 비용함수는 경제이론에서 도





출되는 조건들, 즉 식 (3)과 같은 요소가격에 대한 1
차동차성(homogeneous of degree in input prices)과 대
칭성 조건(symmetry)을 만족하여야 한다.8)







 sin  

   

5) 일부 좌석버스는 광역기능뿐만 아니라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체별 보유차종과 노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좌석버스 전체를 광역버스로 가정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ln  가 0과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해 Humphrey and Vale(2004)와 같이 [0.1×, 0.9×]가 되도록 조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7) 2008년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경우  =1, 시행하지 않는 인천과 울산은 
=0의 값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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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만약 양(+)의 부호를 가지면 해당 요소 투입이 비효
율적임을 의미하고, 음(-)의 부호를 갖더라도 추정치









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비탄력적이라면 이 역시



 





 for       





 for     

경직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임을 의미한
다. 또한 교차가격탄력성이 양의 부호를 가지면 생
산요소  와  는 서로 대체재이고 음이면 보완재에
해당한다. 만약 유의하지 않다면 두 생산요소는 독

2.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립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시내버스운송업의 요소 투입과 관련된 비용특성

3. 비용보완성 및 규모의 경제성 지수

은 생산요소의 편대체탄력성(   ) 및 요소수요의 가
격탄력성(   )으로 생산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

비용보완성(cost complementarities) 지수, 산출물별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편대체탄력

(product-specific) 및 방사형(ray) 규모의 경제성(economies

성(partial elasticities of substitution)은 산출량과 다른

of scale) 지수, 그리고 방사평균비용(ray average cost)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요소의 가격이

을 구하는 식들은 송지영․김성수(2014)에 제시되어

변함에 따라 다른 생산요소의 이용량이 변화하는

있는 식들과 거의 또는 완전히 같으므로 여기서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Allen의 자기 및 교차

생략한다.

편대체탄력성을 이용한다.9)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요소가격이 1% 변할
때 요소수요가 몇 % 변하는 지를 나타내며, Allen의

Ⅲ. 자료 및 추정방법

자기 및 교차편대체탄력성에 요소점유율을 곱하여
식(4)와 같이 계산한다.

1. 자료의 기술적 분석
      

자기가격탄력성:    ×    (식 4)


시내버스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한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2010)이 버스운송산업 발



전방안 연구를 위해 수집한 서울을 포함한 7대 특

교차가격탄력성:    ×   

별 ․ 광역시 시내버스업체 자료를 본 연구에서 재구
자기가격탄력성은 비양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축한 것으로, 2008년 기준10) 159개의 시내버스업

8) 1차동차성과 대칭성은 식 (1)의 모수에 선형 제약조건으로 미리 부과된다. 그 외의 연속성 조건은 모형의 설정단계에서 이
미 부과되었고, 비감소성과 오목성 조건은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을 추정한 다음 사후적으로 검증된다.
9) Allen의 교차편대체탄력성은 대칭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10)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에 포함된 159개 업체들 중 약 38%를 차지하는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에 적용되는 2008년과
2014년의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한 결과 대당 원가는 약 26% 증가하였으나, 요소점유율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물가 상승이나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운송원가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였으나, 비용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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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11)에 대한 횡단면 자료이다.

수 자료를 사용해 총비용함수모형을 추정하였다.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을 추정할 때 사용된 변

한편 산출량 지표로는 버스유형별 운행거리(버스-

수는 총비용, 두 산출물인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 즉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연간 총운행거

㎞의 측정치, 요소가격이고, <표 1>은 이 변수들의

리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을 각 산출물별 산출량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각 변수들의 값은 모두 연

평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간 기준이고, 총비용(  )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총비용함수모형을 추정하였다.

의 운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노동비용, 연료비용,

<표 1>은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

정비비용, 자본비용의 합으로 산정된다. 노동비용은

통계량을 보여준다. 노동비용은 총비용의 62%를 차

운전기사와 관리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합이고,

지하며, 연료비용까지 포함하면 83%로 노동비용과

CNG, 잡유비용 및 카드수수료

연료비용이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

의 합, 정비비용은 정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비와 타

다. 따라서 시내버스운송업은 노동비용, 즉 시내버

이어비, 차량정비비, 세차검사비의 합이다. 정비비

스 운전자 임금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용은 정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비와 타이어비, 차량

산출량의 경우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일반버스

연료비용은

경유12) ,

정비비, 세차검사비의 합이다.
마지막으로 자본비용은 버스유형별 차량가격(취
득가격13)-잔존가액14))에

서비스(6979.98천버스-㎞)에 비해 좌석버스서비스
(756.26천버스-㎞)는 약 10%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

자본회수계수(capital recovery

다. 또한 운행거리의 중간값(median)이 평균값(mean)

버스유형별 보유대수를 곱한 값에 차량

과 비교할 때 적은 것은 표본에 소형업체가 다수 존

보험료, 사고보상비, 차고지 임대료, 기타 관리비 등

재하고 대형업체가 소수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분포

을 더하여 산정된다.

임을 의미한다.17)

factor)15) 와

업체별 요소점유율은 각 요소비용을 총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또한 각 요소가격은 요소비용
을 요소 투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16) 이들
을 각 요소가격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한 지

11)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업체수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전수자료로 보
아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순경유비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13) CNG버스와 경유버스의 가격이 다르지만, 그 차액을 매칭펀드(정부:지자체)로 지원해주므로 시내버스업체의 관점에서 차
량가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4)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자료 구축시 적용한 차량 잔존가액은 대당 2,879,487원이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차령과 차의 상태
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고철값 정도로 산정된 금액이다.
15) 업체별 자본회수계수는 시내버스의 평균내용년수 9년과 국토교통부(2013)의 시내버스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직전 3개년
간의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을 육상여객운송업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에 대해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8.3%를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0.162로 도출되었다.
16) 노동요소가격은 운전기사와 관리원수, 연료요소가격은 운행거리, 정비요소가격은 정비원수, 자본요소가격은 차량대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17) 표본에 포함된 시내버스업체들 중 100대 이하의 버스를 보유한 시내버스업체가 112개로 약 70%를 차지하고, 200대 이상
을 보유한 시내버스업체는 6개에 불과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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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내버스업체 자료의 기술적 특성(2008년)

<표 2> 시내버스업체들의 운행유형별 특성

변수

단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비용

억원

45.47

597.87

177.00
(98.60)

-

0.316

0.701

0.617
(0.055)

노동

요소
점유율

연료

-

0.146

0.383

0.208
(0.033)

정비

-

0.017

0.089

0.047
(0.012)

자본

-

0.072

0.303

0.132
(0.031)

버스 일반
유형별
산출량 좌석
1)

천버스-㎞
천버스-㎞

총산출량

천버스-㎞

총보유대수1)

대

요소
가격

2050.42 21318.32
0

13640.84

756.26
(1810.03)

7736.24
2767.70 24200.39
(3969.34)
302

92
(47.71)

백만원/운전
노동 기사및관리
직원·년

22.45

55.58

39.44
(5.23)

연료

300.22

639.05

465.70
(70.41)

46.99

209.83

84.35
(27.35)

15.15

45.73

24.17
(4.25)

백만원/정비
정비
직원·년
자본

백만원/
대·년

업체수

산출물
구성비율
(p1)

차량
대수

연평균
운행거리
(천버스-㎞)

일반버스만
운행

105

1.00

92

7,447.15

둘 다 운행

54

0.76

90

8,298.36

전체 평균

159

0.90

92

7,736.24

주: 1) p1=(일반버스 운행거리)/(총버스 운행거리)이므로 일반버스
만 운행하는 경우는 1.00의 값을 가지며, 좌석버스의 비중
이 높을수록 낮은 값을 가짐.

6979.98
(3559.04)

32

원/버스-㎞

운행유형

주: 1) 총비용함수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는 아니나, 표본에 포
함된 시내버스업체의 규모를 보다 잘 보여주는 지표로 사
료되어 제시하였음.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운행거리의 분포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좌석버스-㎞의 경우 왼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 특
성은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할 때, 산출물에 대해
삼각함수항을 도입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총비용
함수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평균점이 그 변수값
들을 잘 대표한다면 굳이 전역적 근사함수인 푸리
에 함수형태가 아니라 국지적 근사함수인 초월대수
함수형태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변수값의
분산이 크거나 분포의 형태가 정규분포와 크게 상
이하다면 초월대수 함수형태를 이용한 비용함수의
추정결과는 해당 자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좌석버스 운행거리의 경우 다른 변수들에 비해

<표 2>와 <그림 1>에서 산출물 구성비율별 산출

표준편차와 왜도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19)

량과 차량대수를 알 수 있다. 전체 159개 업체들 중

이는 시내좌석버스의 경우 도시간을 운행하므로 인

에서 105개 업체가 일반버스만을 운행하고, 좌석버

허가 절차가 시내일반버스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스만을 운행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일반버스 운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운행업체의 수도 많지 않기

행거리에 비해 좌석버스 운행거리의 유형별 차이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크다.18)

18) 심지어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수가 작아 좌석버스서비스의 중간값(median)은 0이다.
19) 좌석버스 운행거리의 표준편차(1810.03)는 평균값(756.26)보다 크고, 왜도(4.15) 역시 오른쪽 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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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내버스업체들의 산출량 분포

한편 본 자료는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서울시

하고 그 계수값의 차이에 대한 Wald 검정을 각 더미

를 포함한 7개의 대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의 쌍별로 모두 수행하여 그룹화하였다. 그 결과 대

업체들의 자료이므로, 도시 더미변수를 설정해 도

구-광주-울산, 인천-대전을 각각 그룹화하였고, 서울

시간 이질성을 제어하였다.

과 부산은 개별 더미로 하여 모두 4개의 도시 더미
변수를 설정하였다.20)

<표 3> 시내버스업체 자료의 도시별 특성
도시 업체수

버스보유대수
최소

최대

평균

산출물
준공영제
구성비율
시행여부1)
(p1)

2. 추정방법

서울

60

45

299

122

0.91

○

총비용함수와 요소점유율방정식의 오차항이 상

부산

32

38

133

76

0.93

○

관관계를 가지는, 즉 결합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대구

23

32

116

60

0.82

○

광주

10

48

302

95

0.72

○

울산

3

73

81

79

0.86

×

(ITSUR, iterativ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이용

인천

19

45

113

71

0.98

×

해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을 추정한다. 이와 같이

대전

12

39

107

73

0.98

○

전체

159

32

302

92

0.90

-

비용함수를 요소점유율방정식21) 과 함께 추정하는

주: 1) 2008년 기준임. 인천시는 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음.

가정 하에 Zellner의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

방법은 자유도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앞의
식 (1)과 같이 설정한 완전모형을 추정한 후 동조성
(homotheticity), 동차성(homogeneity) 및 콥-더글라스

본 연구에서는 도시더미를 그룹화하였는데, 먼저
7개 도시들의 더미변수를 포함한 비용함수를 추정

(Cobb-Douglas) 생산기술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여
설정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0) 실제 모형 추정시에는 서울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1) 실제 추정에서는 요소점유율의 합이 1이 되므로 자본요소의 점유율방정식을 제외하였다. 이때 어떤 요소점유율방정식을
제외하더라도 추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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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시 프로그램은 STATA 10.0을 이용한다. Stata
의 nlcom이라는 명령어는 비용보완성 지수와 같은
계수들 간의 비선형산식에 대해서도 delta method로
표준오차를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표 4>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
독립변수







Ⅳ. 추정결과
1.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
식 (1)과 같이 설정한 완전모형을 추정한 후 월드
검정(Wald test)를 통해 동조성(homotheticity), 동차성
(homogeneity) 형태의 생산기술에 대한 가설을 검정
한 결과 한국의 시내버스운송업은 동조적, 동차적
이지 않은 푸리에 함수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22)
최종적인 총비용함수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수추정
치들 중 대부분은 1% 수준에서 유의하며, 조정결정
계수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요소가격과 산출물
1차항의 계수들은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비용함수의 전제조건을 만족
하고 있으며, 삼각함수항들이 대체로 유의한 값을
가지므로 한국의 시내버스운송업에 적합한 함수형
태는 초월대수가 아니라 푸리에 함수형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좌석버스-㎞의 삼각함수항 계수추정
치 절대값이 일반버스-㎞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좌석버스-㎞의 삼각함수항들이 일반버스-㎞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수
일반버스-㎞( ln   )
좌석버스-㎞( ln   )
노동가격( ln   )
연료가격( ln   )
정비가격( ln  )
자본가격( ln   )
준공영제 더미(   )
부산 더미(   )
광주, 대구, 울산더미(   )
대전, 인천 더미(   )
lnpl×lnpl
lnpl×lnpf
lnpl×lnpm
lnpl×lnpk
lnpf×lnpf
lnpf×lnpm
lnpf×lnpk
lnpm×lnpm
lnpm×lnpk
lnpk×lnpk
lny1×lny1
lny1×lny2
lny2×lny2
lnpl×lny1
lnpl×lny2
lnpf×lny1
lnpf×lny2
lnpm×lny1
lnpm×lny2
lnpk×lny1
lnpk×lny2
lnpl×D1
lnpf×D1
lnpm×D1
lnpk×D1
(cos_z1)
(sin_z1)
(cos_z2)
삼각
함수항
(sin_z2)
(cos_z12)
(sin_z12)

계수추정치 z-통계량
4.607
0.552
0.576
0.556
0.254
0.057
0.133
0.152
-0.012
-0.040
-0.023
0.217
-0.121
-0.001
-0.094
0.165
-0.009
-0.035
0.001
0.010
0.119
0.488
-0.048
0.160
0.006
-0.003
0.003
0.003
-0.006
0.001
-0.003
-0.001
0.051
-0.035
-0.008
0.057
-0.099
-0.086
-1.220
0.144
-0.071
0.043

19.940***
18.720***
7.900***
70.380***
39.360***
16.900***
49.290***
5.670***
-1.600
-3.670***
-2.210**
24.920***
-27.620***
-0.340
-21.490***
42.090***
-4.420***
-10.290***
0.170
4.410***
30.020***
3.920***
-15.320***
5.430***
1.150
-5.880***
0.770
6.490***
-3.040**
3.400***
-2.170**
-3.440***
6.860***
-5.840***
-2.530**
2.190**
-2.430**
-5.550***
-5.050***
0.880
-5.720***
5.970***

∙ 조정결정계수(Adjusted   )= 0.938

주: 1) 관찰점 수는 159개임. 아래 첨자 1은 시내일반버스, 2는 시
내좌석버스를 말함.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2) 생산기술의 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송지영․김성수(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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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준공영제 더미는 (+)로 추정되어 준공영제
시행시 총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모든 도시더
미들이 (-)로 추정된 것은 서울보다 다른 도시의 총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항과 교차항 역시 모두 유의하게 추정되었
다. 특히 규모의 경제성 지수와 비용보완성 지수를

<표 5> 푸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의 정규성 조건 만족도
정규성 조건
산출물에 대한
단조성
요소가격에 대한
오목성

산정할 때 필요한 계수추정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만족건수(%)

일반버스-㎞

158/159(99)

좌석버스-㎞

53/159(33)

노동

153/159(96)

연료

69/159(43)

정비

159/159(100)

자본

35/159(22)

유의하므로 이 두 지수의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총비용함수로부터 도출된 잔차를 이용하여
잔차의 3차적률(
 )을 계산한 결과 
 < 0 으로




서 비용최소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4)

나타나 1종 실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내버스운
송업에는 비효율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률

나. 예측오차율

적비용변경법을 이용하여 비효율성을 비용함수에

실제로 한국의 대도시 시내버스운송업에 푸리에

서 제거하지 않고 전통적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함수형태가 적합한 지에 대해 Kuenzle(2005)의 예측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구조를 파악하더라도 무리

오차율 비교방법을 도입하여 검증하였다. 즉 초월대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와 푸리에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각각
추정하고, 전체표본을 10개의 부분표본으로 구분한

2. 모형의 정합성

뒤, 추정된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총비용과
실제 총비용과의 오차율을 부분표본별로 비교하여

가. 정규성 조건의 만족도

어떠한 함수형태가 전체표본을 잘 재현하고 있는

모형의 정규성 조건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표

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전체 영역을 고르

5>와 같이 좌석버스-㎞는 만족도가 33%로 낮지

게 반영할 수 있도록 10개의 부분표본으로 구분하

만23) 일반버스-㎞는 단조성을 99% 만족하는 것으

여야 한다. Kuenzle(2005)은 전체 자료를 10개로 구분

로 나타났다. 요소가격에 대한 오목성 조건의 경우

할 때 동일한 관찰점의 수를 갖도록 구분하였는데,

연료와 자본의 경우 오목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이는 한국 시내버스운송업과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는데, 이는 비용함수의 추정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분포형태25)의 자료에서는 각 부분표본 내에 이질적

시내버스업체들이 연료와 자본요소의 투입에 있어

인 관찰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23) 이는 좌석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업체의 좌석버스-㎞에 0의 값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가상적인 최소값
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초월대수형태의 산출물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24) Barnett(2002)는 비용함수를 추정할 때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정된 비용함수가 생산주체의 비용최소화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산기술에 대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정규성을 만족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오목성 등의 제약을 가하여 분석하게 되면 유연함을 장점으로 하는 초월대수 형태의 비용함수(푸
리에 비용함수 역시 초월대수비용함수의 유형임)의 장점이 줄어든다.
25) 시내버스업체별 총비용은 45억원~598억원 사이에 있으며, 50억원~200억원 사이에 115개 업체(72%)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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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오차율

0.14
0.12
0.10
0.08
0.06
0.04

1

2

3

4

5

6

7

8

9

10

초월대수함수

0.115

0.095

0.078

0.099

0.069

0.116

0.062

0.072

0.096

0.107

푸리에함수

0.099

0.088

0.076

0.08

0.066

0.088

0.08

0.096

0.086

0.093

<그림 2> 부분표본별 총비용의 예측오차율 비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비용의 중앙값(median)

<표 6>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과 각 관찰점 총비용과의 거리를26) 반영하여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요

푸리에 비용함수의 상대적인 예측오차율이 작으므
로 푸리에 함수형태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는 업체  의 총비용 실제치,


노동(l)
**

연료(f)

정비(m)

자본(k)

노동(l)

-0.029

0.029

0.592

-0.116***

연료(f)

0.009

0.014

0.005

-0.070**

***

정비(m)

0.043

0.001

자본(k)

-0.024***

-0.044**

***

***

-0.943

0.346***

0.123***
0.063**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예측오차율=  


 는

가격

추정된 함수를 이용한 업체  의

총비용 예측치.

한편 모든 요소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대값
이 1보다 작으므로 요소수요는 요소가격에 대해 비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비요소수요는 상대
적으로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 투입요소 중에서 정
비가 가장 탄력적인 이유는 버스운송업은 공익적

3. 비용구조의 특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요소나 자본요소, 연료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연료와 자본의

요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

자기가격탄력성은 유의한 (-)의 부호를 갖지 못하므

렵지만 정비요소는 시내버스업체가 비교적 쉽게 조

로 시내버스업체가 연료와 자본 투입을 비효율적으

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과 정비의 자기

생산요소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

가격탄력성은 유의한 (+)의 부호를 가지므로 이들

은 대체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버스운송업

요소의 투입은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는 자본비용이 차량관련 비용이므로 노동비용

  
26) 중앙값과 각 관찰점 간의 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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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사와 자본비용의 차량은 상호보완적이다.27)

<표 7> 규모의 경제성 지수 추정결과

또한 연료-자본의 보완관계는 신규차량은 에너
지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8) 한편
노동-정비의 대체관계는 정비가 잘 된 차량이 고장
등으로 인한 노동손실을 경감시키므로 노동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9)

구분
전체평균

산출물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성 지수 방사형 규모의
경제성 지수
구성비율 일반버스
좌석버스
( )
(p1)
( )
( )
0.9

0.122***

0.909***

0.031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정비-자

본간의 관계는 대체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은 규모의 경

차량은 정비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성 지수를 산출물 구성비율별로 산정하였다는 점

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가격탄력성은 국내 시내

과 규모의 경제성 지수의 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하

버스운송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 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이다.30) 산출물 구성비율과 산출량 규모에 따라 규

4. 규모의 경제성

모의 경제성 여부가 어떻게 변하는 지는 <그림 3>
에서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제외된 부분은 앞서 언

전체평균, 즉 차량대수 92대를 보유하고 일반버

급한 바와 같이 경제학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스의 비중이 90%인 업체가 국내 시내버스운송업의

즉 산출물에 대한 비용탄력성이 음수로 나타나는

전체 업체 특성을 대표한다. 이 경우 방사형 규모

영역이다31) . 또한 규모의 경제성 지수가 통계적 유

의 경제성 지수는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0.031

의성이 없는 경우는 규모수익불변으로 판단하였다.

로 0에 가까운 유의하지 않은 양수이므로 규모수익

산출량과 산출물 구성비율에 따른 규모의 경제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을 살펴보면 p1≥0.7인 경우32) 규모의 경제는 290

즉 <그림 3>과 연관 지어 보면 일반버스의 비중이

대 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규모의 불경제 역

90%인 92대의 보유업체는 규모의 경제성 지수 자

시 380~41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체는 양수(+)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자료의 규모

여지지만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규모

가 32~302대 사이에 있으며 290대 이상인 업체는

수익불변으로 해석한다.

두 개 업체33) 뿐임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시내버

27) 이는 차량 한 대에 기사 한 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 결과는 Berechman and Giuliano(1984)와 같다. 반면 김성수․김민
정(2001)과 한종학․양시훈(2011)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대체관계로 분석되었다.
28) Berechman and Giuliano(1984), 김성수․김민정(2001)과 한종학․양시훈(2011)에서는 대체관계로 나타났으나, 연료요소가격인
㎞당 연료비용이 낮은 운행속도 등으로 인해 더 들면 자본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의 투입량은 증가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29) 노동-정비 간의 관계를 보완관계로 추정한 선행연구도 있으나,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30) 국내뿐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들도 대체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산정된 규모의 경제성 지수에 대한 표준편
차를 제시한 연구도 드물다.
31) 본 연구에서 이용된 159개 업체들 자료에서 시내일반버스대수의 최소값이 23대이며, <그림 3>에서 제외된 영역은 일반
버스대수가 23대 미만인 영역으로 자료와 분석결과가 서로 일치한다.
32) 159개 업체들의 산출물 구성비율은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105개의 업체를 제외하면 일반버스의 비중이 0.7 이상인 업체
수가 43개로, 두 가지 버스를 운행하는 54개 업체들 중 80%를 차지한다.
33) 299대를 보유한 서울업체, 302대를 보유한 광주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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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내버스업체의 산출물 구성비율과 버스보유대수별 규모의 경제성

스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영역 내에 있다고

경우에는 약 140대 이상에서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

할 수 있다. 일반버스의 비중이 0.5~0.6으로 좌석버

났다.

스와 비슷한 비중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국내 시내버스운송업은 산출물별로는 규모의 경

불경제가 나타나는 보유대수는 70~80대 정도로, 표

제가 존재하는 반면, 방사형 규모의 경제는 범위의

본 평균인 92대보다도 작아진다. 이는 일반버스와

불경제로 인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

좌석버스를 비슷한 비중으로 운행하는 경우 범위의

었다.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불경제가 가장 커지기 때문이다.34)

원인이 범위의 불경제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즉 시내버스운송업의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는

는 근거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규모의 경

산출물 구성비율(p1)과 산출량에 따라 다르고, 이는

제를 갖더라도 전반적인 규모의 불경제가 일부 존

<그림 3>에서 나타낸 바와 일치한다. 일반버스를

재하고, 방사형 규모의 경제가 산출물 구성비율이

주로 운행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나타

p1=0.5~0.6일 때 가장 작은 규모에서 소멸되기 때문

나고,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는 규모 역시 400대

이다.36)

이상35) 으로 크다. 반면 좌석버스를 주로 운행하는

<표 8>은 규모의 경제성에 관련한 본 연구와 국

34) 일부 영역(p1=0.5일 때 230~330대, p1=0.6일 때 160~360대)에서 규모수익불변이 나타나는 것은 규모의 경제성 추정치
는 음수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5) p1=0.9일 때는 400대 규모에서도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36) 규모의 경제에 산출물 구성비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범위의 경제 존재 여부 때문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범
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반면 평균 산출물구성비율(p1=0.9)에서는 일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여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다른 산출물 구성비율에서는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난 것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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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규모의 경제성 추정결과 비교
본
연구
결과

∙ p1 = 0.9: 29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 존재
∙ p1 = 0.7: 30~50대, 150~250대 사이에서 규모의 경제
∙ p1 = 0.5: 40~8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 존재
∙ 신동선(1997): 단일산출물(운송수입)
- 규모의 경제성 지수 미산정
- 10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 존재

선행
연구
결과

∙ 김성수(1997): 단일산출물(운행거리)
- 규모의 경제성 지수 미산정: 평균비용곡선 이용
- 20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 존재
∙ 김성수․김민정(2001): 다수산출물(도시형, 좌석, 순환형
버스-㎞)
- 약 26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 존재

<표 9> 시내버스업체의 규모
버스보유대수(대/업체)

구분

평균

최소

전체 업체

92

32

최대
302

상위 20%

170

126

302

차상위 20%

103

87

123

중위 20%

80

73

86

차하위 20%

64

54

72

하위 20%

46

32

53

반면 시내버스업체들은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출물 구성비율이 대부분 0.7

내 선행연구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

이상이므로 버스 보유대수가 250대까지는 규모의

에서 일반버스의 산출물 구성비율이 표본 평균인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시

0.9일 때, 290대 이하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내버스운송업에 대한 대형화 정책은 비용 측면에서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규모의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가 존재하는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산
출물 구성비율이 변경될 경우의 규모의 경제에 관

5. 범위의 경제성

한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가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
할 수 없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산출물 구성비율(p1)

표본에 포함된 시내버스업체들의 규모는 운행지

이 전체평균인 0.9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간에

역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표 9>와 같이 영세

범위의 경제는 없으며,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범

한 편이다. 특히 규모 면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위의 경제성37) 도 규모의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산

시내버스업체들의 평균 버스보유대수도 170대로,

출물 구성비율과 산출량 규모에 따라 다르고, 이는

큰 편은 아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울시 등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시내버스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형화를 위한 인수 및 합병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표 10> 산출물별 비용탄력성과 비용보완성의 추정결과
구분

더구나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영세업체의 자연적
인 인수는 더 어려워진 상태이다.

전체평균

산출믈 산출물별 비용탄력성 비용보완성
범위의
구성비율
경제



(p1)
0.9

0.878***

0.091***

0.006

없음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범위의 불경제 크기와도 관계가 있다. 즉 범위의 불경제가 큰 구간에서는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전반적
인 규모의 불경제를 보이지만, 범위의 불경제가 작은 구간에서는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37) 범위의 경제성(economy of scope)은 기업의 조업 범위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로, 어떤 산업의 산출물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하나의 산출물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의 산출물을 각각 생산할 때보다 서로 다른 여러 산출물을 함께 생산
할 때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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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내버스업체의 산출물 구성비율과 버스보유대수별 범위의 경제성

<표 3>에서 확인한 도시별 산출물 구성비율과 연
계하여 해석하면 대구와 광주는 산출량 영역과 상관
없이 범위의 불경제를 나타내는 반면 서울, 부산 등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범위의 경제성 추정결과 비교
본
연구
결과

은 110~210대의 차량대수를 보유한 업체는 범위의
경제를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평균차량보유대수가
122대로 범위의 경제 영역에 존재한다. 결국 국내 시
내버스운송업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간에 대부분
의 경우에는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은 범위의 경제성에 관한 본 연구와 선

선행
연구
결과

∙ p1=0.9: 110~210대 사이에서 범위의 경제,
나머지 산출량 영역에서 범위의 불경제
∙ p1=0.7, p1=0.5: 전체 산출량 영역에서 범위의 불경제
∙ 김성수․ 김민정(2001): 다수산출물(도시형, 좌석, 순환형
버스-㎞)
- 도시형과 좌석버스 간에 범위의 경제
- 그러나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업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과 상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 Di Giacomo & Ottoz(2010): 이탈리아(시내, 시외버스㎞)
- 초월대수 함수형태: 범위의 불경제
- 이차 함수형태: 범위의 경제

행연구의 추정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내 시내버스운송업에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간

범위의 불경제 혹은 경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추

에 전반적으로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론하기 위해 먼저 노동비용 중에서 운전기사와 관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리원의 공유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운전기사와

일반적으로 범위의 경제는 생산자원의 공유효과

관리원의 공유가능성이 있다면 일반버스만 운행하

와 부산물의 활용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시내버스운

는 경우보다 좌석버스까지 함께 운행하는 경우가

송업에서 범위의 경제는 주로 생산자원의 공유효과

대당 소요인원이 더 적을 것이다. 일반버스만 운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간

하는 그룹(N=105)과 두 가지 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에 공유할 수 있는 투입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

그룹(N=54) 간에 대당 소요인원 평균의 차이가 있

반적으로 범위의 불경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지 통계적으로 검정38) 한 결과 운전기사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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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없고, 관리원은 5% 유의수준에서 공유가

성은 낮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도 서로 차량제원

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르므로 공유 불가능하다.

결국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첨두시간대가 서로

결국 시내버스운송업에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다르다면 운전기사의 공유가 가능하나, 첨두시간대

간에 공유 가능한 요소는 관리원뿐이다. 그러나 총

가 같기 때문에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

비용에서 관리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면 관리원은 사무직이므로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비용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비용 중에서 운전기사의 비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을 것이다.

중이 93.4%이고, 관리원의 비중은 6.6%에 불과하기

한편 특성이 다른 두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데 따

때문에 관리원의 공유가능성으로 인해 범위의 경제

르는 복잡성 등으로 인한 관리업무의 효율성 저하

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범위의 불경제

한편 연료비용은 주행거리당 비용이므로 버스유

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형에 따라 주행거리당 연료소비량과 단가가 동일하

의 차량제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정비부품은 다

기 때문에 연료비용은 범위의 경제성과는 무관하다

르고, 두 가지 유형의 버스를 운행하려면 비축해야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정비부품의 수도 많아져서 오히려 범위의 불경

정비비용은 정비원의 임금과 타이어비 등 물리

제가 나타날 수 있다. 관리비용 역시 어떤 산출량

적 정비비용의 합이다. 이중 정비원수는 버스보유

영역에서는 관리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범위의 경제

대수에 비례하기보다는 차량운행거리에 비례한다

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적정 영역을 넘어서면 차종이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일일 운행거리가 길

다른 버스들을 관리하는데 오히려 스케쥴이나 수입

수록 정비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금 관리 등에서 효율성이 저하되어 범위의 불경제

서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경우와 둘 다 운행하는 경

가 나타날 수 있다.

우 각각에 대해 십만키로당 정비원수를 산정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시내버스운

두 그룹 간의 평균이 일치하는지를 t-검정한 결과

송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통

공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비와

합하여 운행하면 범위의 불경제가 나타나며, 범위

기타 정비비용 등은 버스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일부 경우이다. 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범위의 경제와는 관련

는 관리업무의 공유로 인한 비용 절감 요인이 크지

이 없다.

않고, 오히려 관리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용 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본비용에서

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40)

차량비용은 52%를 차지한다.39) 일반적으로 자본비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에서는 일반

용은 차량비용과 보험료, 차고지 비용으로 구성되

버스와 좌석버스를 함께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

며 차고지 비용도 대당 기준이기 때문에 공유가능

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8) 모평균에 대한 t검정을 수행하되, 통계적 검정시 두 그룹 간 분산은 서로 같다고 가정하였다.
39) 보험료가 자본비용의 18%, 기타 관리비가 21%를 차지한다.
40) 시내버스업체의 두 가지 산출물인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첨두 집중률의 차이는 있지만 첨두시간대가 유사하기 때
문에 공유가능성이 낮아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속버스업체의 경우 대부분 고속버스와 전세버스를 함
께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버스 간에 공유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수요가 주말에 많은 반면, 주중에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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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도시별 범위의 경제성 추정결과
업체수
도시

p1_
평균

평균
버스
p1≠1
보유
대수

비용함수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방사평균비용곡
선(ray average cost curve)은 산출물 구성비율을 고정

(비용보완성)

전체

p1=1

서울

60

49
(82%)

0.91

11

122

-0.041***
(범위의 경제)

부산

32

23
(72%)

0.93

9

76

0.002
(독립)

대구

23

3
(13%)

0.82

20

60

0.098***
(범위의 불경제)

광주

10

0
(0%)

0.72

10

95

0.157***
(범위의 불경제)

울산

3

1
(33%)

0.86

2

79

0.035***
(범위의 불경제)

인천

19

18
(95%)

0.98

1

71

0.023
(독립)

대전

12

11
(92%)

0.98

1

73

0.027
(독립)

계

159

105
(66%)

0.90

54

92

0.006
(독립)

한 상태에서 전체 산출량의 증가에 따른 평균비용
의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산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출물 구성비율의 평균 p1=0.9인 경우와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p1=1.0인 경우43)의
방사평균비용곡선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 따르면 p1=0.9인 경우 최소효율규모
가 350대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에서 290대 이
후 규모수익불변으로 바뀌는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
가 있다. 그 이유는 <그림 3>에서는 규모의 경제성
지수의 부호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까지 고려한
반면, <그림 5>에서는 부호만을 반영하기 때문이
다. 즉 p1=0.9인 경우 290대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의 규모의 경제성 지수값이 나타나며, 이후
350대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 값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울시의 경우는 좌석버스와 일반버스를 함

자료에 포함된 시내버스업체들의 산출량 영역

께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는 서울시의 평균

은 2,768~24,200천버스-㎞(36대~302대)이고, 일반버

버스보유대수인 122대와 산출물 구성비율 0.9141)은

스-㎞만 생산하는 p1=1.0일 때 평균비용곡선이

범위의 경제 구간(110~210대)에 속하기 때문이다.42)

p1=0.9인 경우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좌석버
스-㎞의 한계비용이 일반버스-㎞보다 적은 것으로

6. 평균비용 및 최소효율규모

예상할 수 있다. p1=0.9일 때 버스보유대수가 110~
210대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고, 이때 기울기가

가. 방사평균비용곡선

해당 구간에서 급경사를 이루며 비용이 낮아지는

다수산출물의 경우 단일산출물의 경우와는 달리

원인이 된다.

산출량뿐만 아니라 산출물 간의 결합비율에 따라서

<그림 5>에서 p1=0.9일 때 방사평균비용곡선의

가 적어 배차간격을 늘리게 되면 유휴버스가 생긴다. 이러한 버스를 전세버스로 활용하게 되면 유휴버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버스업체에서 결합생산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첨두시간대가 달라야 한다.
41) <표 3>, <그림 4> 참조.
42)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산출물 구성비율을 유지할 경우 업체당 평균 차량보유대수 210대까
지는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
43) p1=1.0인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업체 105개를 대상으로 하여 푸리에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 삼각함수항이 유의하지 않
고 0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되므로 푸리에 비용함수이지만 초월대수 비용함수와 비슷한 평균비용곡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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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출물 구성비율별 방사평균비용곡선

최저점은 약 350대이고, 이는 최소효율규모를 의미

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 및 최소효율규모는 총산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정한 푸리에 비용함수

량은 7,736천버스-㎞로 동일하더라도 산출물별 대

를 이용한 방사평균비용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인 초

당 산출량44)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물 구성비율에

월대수 비용함수가 보이는 U자형이 아니고, 전체적

따라 차량대수는 77~92대까지로 다르다. 산출물 구

인 형태는 U자형인 반면 100대 미만에서 작은 U자

성비율이 전체 평균일 때 평균비용은 2008년 기준

를 내포한다. 그러나 최소효율규모의 정의에 비추

인 경우 2,083원/버스-㎞으로, 실제 자료의 단순 산

어 볼 때 평균비용의 최저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술평균한 평균비용 2,280원/버스-㎞과 비슷하다. 요

를 최소효율규모로 정하였다.

소가격을 2012년 기준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391원

p1=1.0일 때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평균비용

/버스-㎞로, 2008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다. <표

이 하락하고 있어 <그림 5>에서는 최소효율규모를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출물 구성비율에 따

결정할 수 없지만, 500대 이상에서 평균비용곡선의

라 최소효율규모는 73대~500대까지로 다른 것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약 500대 규모를 최소

나타났다.

효율규모로 정하였다.

p1=1.0일 때는 산출물이 일반버스-㎞ 하나인 푸
리에 총비용함수모형을 별도로 추정하고, 평균비용

나. 산출물 구성비율별 평균비용 및 최소효율
규모

및 한계비용도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기

총산출량 및 요소가격의 전체 평균에서 전체 업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버스-㎞의 비

때문에 0.3~0.9인 경우와는 그 값을 동일하게 비교

44) 대당 산출량은 전체평균인 82.74(일반버스-천㎞/대), 106.60(좌석버스-천㎞/대)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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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산출물 구성비율별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결과
(단위: 대, 원/버스-㎞)
산출물
구성
비율
(p1)
1)

0.3

업
체
수
1

총산출량 전체평균
(7736.24천버스-㎞)
버스보유
대수
79

평균
비용
1,914

최소효율규모

한계
비용

버스보유대수

1,114

102
(79~137)

수 있다.
국내 시내버스운송업의 최소효율규모는 신동선
(1997)은 100대 이하, 김성수(1997)는 200대 이하, 김
성수․김민정(2001)은 223~371대, 한종학․양시훈(2011)은
115~320대를 제시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0.4

1

81

1,889

1,724

86
(66~121)

0.5

3

83

1,951

2,089

78
(59~110)

중이 높은 업체의 최소효율규모(102대)는 일반버스
의 비중이 높은 업체의 최소효율규모(349대)보다 작

0.6

4

85

2,020

2,259

73
(55~108)

0.7

21

87

2,067

2,271

305
(192~410)

0.8

15

89

2,084

2,170

320
(223~429)

0.9

7

92

2,083

2,022

349
(247~457)

1.0

105

96

2,369

2,257

500
(277~920)3)

주: 1) 산출물 구성비율이 0.3보다 작을 때에는 총산출량이 전체
평균일 때 산출물에 대한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2) ( ) 안은 최소효율규모의 평균비용과 차이가 100원 미만
인 규모의 범위임.
3) p1=1인 업체 105개는 별도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음.

한편 최소효율규모는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
이 p1=0.9일 때 349대로 가장 크고, p1=0.6일 때 범
위의 불경제로 인해 73대로 가장 작다. 좌석버스 비

은 것을 알 수 있다. p1=1.0일 때 500대는 엄밀한 의
미에서 최소효율규모는 아니지만, p1=1.0인 업체
(N=105)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비용함수를 기반으
로 한 평균비용곡선은 L자형으로 500대 이상에서
평균비용의 변화가 미미하여 500대를 최소효율규
모로 설정한 것이다. <그림 6>에서 p1=0.7을 변곡
점으로 하여 최소효율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운행비용에 대한 준공영제의 영향
중이 높아질수록 평균비용이 커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그림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총산출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준공영제 관련

량의 전체 평균에서는 일반버스-㎞의 한계비용이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버스-㎞의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예상할

또한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총비용과 운전기사의

<그림 6> 산출물 구성비율별 최소효율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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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자본가격은 상승시키고 정비가격은 하락시키

시행 도시의 좌석버스 비중이 미시행도시보다 높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다.46)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임금이 증가하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정비요소가격

기 때문에 노동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이 하락하는 것은 대당 정비원수가 준공영제 시행

받는다. 반면 자본가격의 경우 대부분 차량비용인

도시에서 더 많기 때문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데, 이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럼

정비원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업체 스스로 운영비용

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시행시 차량가격은 상승,

을 줄일 특별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연료가격은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은 준공영제

영제 시행으로 정비가격이 낮아졌다는 해석보다는

시행 도시의 좌석버스 비중이 미시행도시보다 높기

정비원수를 증가시켰다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47)

때문이다.45)
<표 14> 준공영제 관련 변수의 계수추정치와 해석
변수

계수
추정치

D1

0.152***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총비용이 증가한다.

lnpl×D1

0.051***

lnpf×D1

-0.035***

lnpm×D1

-0.008**

lnpk×D1

**

0.057

Ⅴ. 결론

준공영제 시행효과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동가격이 상승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요소가격이
변화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연료가격이 하락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정비가격이 하락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자본가격이 상승한다.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본 연구는 서울을 포함하는 7개 대도시의 시내
버스운송업에 대해 푸리에 함수형태의 다수산출물
총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를 2008년의 업
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시내버스업체를 노동, 유류, 정비
및 자본의 네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두 가지 이질적인 산출물을 생산하
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의 임금이 증가하

첫째, 시내버스운송업의 생산기술은 요소 간 단

기 때문에 노동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위대체탄력성을 가지지 않고, 산출량에 관한 비용

받는다. 반면 자본가격의 경우 대부분 차량비용인

탄력성이 상수가 아닌 동시에 요소가격과 산출량을

데, 이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럼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시행시 차량가격은 상승,

다. 또한 시내버스운송업에는 비용함수형태로 초월

연료가격은 하락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은 준공영제

대수 함수형태가 아니라 푸리에 함수형태가 더 적

45) 일반버스의 차량가격은 80,390,755원/대, 대당 운행거리는 232㎞/대-일, 좌석버스의 차량가격은 80,681,564원/대, 운행거리
는 272㎞/대-일이다.
46) 일반버스의 차량가격은 80,390,755원/대, 대당 운행거리는 232㎞/대-일, 좌석버스의 차량가격은 80,681,564원/대, 운행거리
는 272㎞/대-일이다.
47) 그러나 최근에는 정비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대당 기준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각 버스업체가 정비원수를 줄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버스업체에서는 어차피 대당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대당 필요한 정비원수를 줄이고
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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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업체는 고정비율 유형의 생산기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술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첫째, 자본요소의 자기편대체탄력성이 준공영제

요소가격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유의한 양수로 변한 것은 준공영제 하에

한편 노동과 자본, 연료와 자본은 보완관계로 나타

서의 재정지원이 대당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이루어

났고, 노동과 정비, 정비와 자본은 대체관계로 나타

지므로 업체 스스로 버스대수를 감축하기보다는 증

났다.

가시킬 유인이 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셋째, 규모의 경제성은 산출물 구성비율과 산출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버스의 감축, 수익성이 낮은

량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산출물 구성비율이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이관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도 실

평균일 때, 즉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중이

제로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기가 어렵다. 결국 버스

90:10인 경우 290대까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대수 감축과 관련된 사항은 강제적으로 추진하거

400대 이상에서도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나, 대당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

지는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

중이 유사할 경우에는 70~80대 이상에서 규모의 불

단된다.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비요소의 자기가격탄력성이 0.943, 즉 1

넷째,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서비스 간에는 범위

에 가까운 값으로 추정되어 가장 탄력적인 요소로

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

나타났다. 이는 업체가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이나

출물 구성비율과 산출량 규모에 따라 범위의 경제

외부 위기상황 등이 발생하면 먼저 전략적으로 줄

존재 여부는 달라지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평균

이는 생산요소가 정비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출물 구성비율과 평균 버스보유대수에서는 범위

정비가격에 대한 노동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592로

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차가격탄력성이 0.001~0.346의 값을 갖는 것

다섯째, 시내버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는 산출물

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비를 소홀하

구성비율, 즉 일반버스-㎞의 비중이 작아짐에 따라

게 되면 운행 중 고장 등이 발생하여 운전기사가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서비스 간의 범위의 불경제가

효율적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영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버

향이 다른 요소의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의 비중이 1, 즉 일반버스만 운행하는 시내버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운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는 500대에서 비중이 0.7인

탄력적인 정비비용을 줄이거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업체의 최소효율규모는 305대로 작아지는

인당 비용이 지급되는 운전기사와 달리 대당 비용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급되는 정비원의 수를 줄여 보다 많은 이익을

마지막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업체

남기고자 한다면 총비용 중에서 운전기사 인건비가

의 총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

51.51%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용요소인 노동비용을

기사의 임금 및 자본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정비가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정비는

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에서 요약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측면

마지막으로, 국내 대도시 모두에서 시내버스업체

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의 준공영제 개선방안과 구조

들을 대형화한다면 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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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버스-㎞의 비중이 가장 낮은 광주의 시내버스업

둘째, 서울시와 여러 광역시들을 동일 기준으로

체 평균인 0.72일 때의 최소효율규모인 305대 정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구축하면서 도시별 특성이

가 표본에 포함된 최대 시내버스업체의 버스보유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광주시

수인 302대보다 크므로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 방

의 경우 광역버스의 역할을 하는 좌석버스와 직행

안은 운행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좌석버스를 주로 광주시의 시내버스업체가 운행하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기도 하

는 반면, 인천시의 경우 광역버스 기능을 삼화고속

지만 학문적으로도 지금까지 주로 적용되었던 초월

등 고속버스업체와 시외버스업체에서 주로 담당하

대수 함수형태에서 벗어나 푸리에 함수형태를 교통

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문에 적용하였다는 점, 다수산출물 비용함수를

번 연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추정하였다는 점, 표본평균에서 뿐 아니라 산출물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구성비율과 업체규모에 따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이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의 비효율성을 도출하고

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 하였으나, 제1종 실패가 발생하여 이를 적용할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의 기준년도는
2008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14년의 표준

수 없었다. 반면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해 확률적 비
용변경 접근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보
다 적절한 설명변수를 도입하고 자료의 범위를 확
대한다면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운송원가를 토대로 한 요소비용과 점유율 및 업체

넷째, 다수산출물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를 비교한 결과 2008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더라

는 물리적 산출량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

도 2016년 현재의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구조를 판

해서는 산출량 집계변수로 표현하고, 이것으로 표

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

현할 수 없는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속성변

나 보다 최근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를 선택하여 비용함수에 직접 도입하여 표현하는

2008년 자료를 이용했지만, 최근 시내버스업체들의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비용함

경향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수에 속성변수, 예를 들면 노선연장이나 평균속도,

된다. 또한 2008년 이후 대도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운행횟수, peak/base ratio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 특

산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히 본 연구와 같이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는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 자체가 신뢰

업체들의 이질성 등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반영하

할 만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엄밀하게는

는 것이 이상적이나,48) 다행히 본 연구에서 추정된

업체별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구축한 자료 또는

비용함수의 잔차 분포를 볼 때 이질성 문제는 크지

2008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별 비용자료를 기반으로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업체가 운

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의 한계로 기술하고

행하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해 규모 및 범위

자 한다.

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나, 운행특성이 시내좌석버

48) Viton(1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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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유사한 시외 및 고속버스업체들을 포함하는
자료를 구축하여 버스서비스별 결합생산에 따른 범
위 및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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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random parameters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무신호 3지 교차로에서의 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건수’ 개념이 아닌 ‘사고율’ 개념으로의 접근을
위해 tobit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random parameters를 통해 기존의 fixed parameters를 적용한
모형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교차로별로 상이할 수 있는 특성, 즉 이질성을 고려할 수가 있었다.
모형 구축 결과, random parameters를 고려한 모형에서 설명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총
9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8개의 변수가 random parameters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로
별로 사고율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고모형 구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률적으로 단일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대상 도로의 안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대상 도로별 다양성과 자료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사고율, 확률적 모수, 토빗모형, 무신호교차로, 이질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lements affecting traffic accident rates at three-way
unsignalized intersections using a random parameters Tobit model. For accident rates, instead of
using the number of accidents as a dependent variable, a Tobit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hrough applying random parameters to enable the consideration of heterogeneity,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intersection could also be analyzed. Modeling with random parameters was
confirmed to have a slightly higher explanation power than modeling with fixed parameters,
which is currently popularly performed. Nine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ccident rates and of them eight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random parameters,
indicating the effects on accident rates could be varied at each intersec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use of methods which could take heterogeneity into account
concerning accident data in future traffic accident modeling research.
￭ Keywords: Accident Rate, Random Parameter, Tobit Regression, Unsignalized Intersection,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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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발생하지 않은 구간 및 지점(사고건수가 “0”)이 존
재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한 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법론으로 tobit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기존의
“건수” 개념인 교통사고 자료를 ‘0’을 기준으로 중

기존의 교통사고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교통사고

도절단(left-censored)된 형태의 연속형 변수(사고율)

와 기하구조, 날씨, 인적요인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

로 접근하는 분석 또한 가능한데, tobit 모형은 이러

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도로의 안전성

한 중도절단된 형태의 자료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향상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이 있다. 또한, 통계적 모형 구축의 주요 목적이 요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사고예측 모

인 분석을 통하여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형을 개발하여 왔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인데, “사고율” 개념의 방법론은

사고예측 모형은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모형 구
축방법이 대표적이며, 통계적 방법론은 교통사고건

“건수” 개념의 방법론과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된 모형구축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를 기반으로 하기에 가산모형이 주로 이용되어

Tobit 모형은 사회과학, 의학, 경제학 분야에서 많

왔으며, 대표적으로 포아송모형(Jovanis and Chang,

이 적용되어왔으나, 교통분야에서 Tobit 모형을 적

1986; Joshua and Garber, 1990; Miaou and Lum, 1994),

용한 사례는 앞서 소개된 타 모형에 비해 많지 않으

음이항모형(Shankar et al., 1995; Poch and Mannering,

며, Weiss(1992), Talley(1995), 그리고 Anastasopoulos et.

1996), 임의효과(Random effects) 모형(Shankar et al.,

al.(2008) 등의 연구에서 시도가 되었다. 이들의 연구

1998; Chin H. C. and Quddus, M.A., 2003; Sttikariya et.

에서 중도절단된 형태의 교통사고 자료 및 사고율

al., 2009), 영과잉(zero-inflated count model) 모형

의 연속형 자료 분석에 tobit 모형의 적용이 적절한

(Shankar et. al., 1997; Lee and Mannering, 2002;

방법론이라고 증명이 되었다.

Malyshkina, N., Mannering, F. L., 2010), 확률적 모수

하지만, 기존 모형에서는 fixed parameters를 적용

(random parameters count models)모형(Anastasopoulos

함에 따라 도출된 계수에서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이

and Mannering, 2009; Venkataraman et al., 2011, 2013,

질성(heterogeneity)1)이 고려되지 못하며, 이로 인하

2014; Park, 2013) 등이 모형 구축에 적용되어왔다.

여 잠재적으로 편향된(biased) 계수값 도출 및 부정

이상의 언급된 방법론은 교통사고의 특성인 “0”

확한 추론(incorrect inference)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정수를 가지는 “건수”의 개념으로 접근한

(Washington et al., 2011). 즉, 사고발생에 대한 독립변

방법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 연속형(continuous)인

수의 영향이 구간 및 지점별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사고율”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못하고, 독립변수의 영향이

사고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구간길이 및 교통량 등

하나의 고정된(fixed, constant) 값으로 존재한다는 가

사고발생의 노출정도(exposure)에 영향이 큰 변수를

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에 대한 고려는 사고

사전에 반영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구간 및 지점별로 다양할 수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관측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즉 개별 구간 및 지점 별

1) 이질성이라 함은 관측값별로 다양할 수 있지만, 관측되지 않은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집계된(aggregated)자료에서 고려되
지 않은 차량의 성능/운전자 행태/날씨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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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변수의 계수 값을 도출할 수 있는 random

연구의 진행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parameter를 적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선

우선,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모

행 연구에서 증명이 된 바 있다(Milton et. al., 2008;

형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관련 문제점을 파

Venkataraman et al., 2011; Park 2013; Lee et. al., 2014).

악하였다. 그리고 모형 구축에 사용된 관련 자료를

한편,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모형 구축 및 결과 분석과

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5만9,797건(차대차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고) 가운데 8만 1,920건(51.3%)이 교차로에서 발생
하였으며, 이중 무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호 교차
로의 경우, 신호교차로에 비해 통행 우선권 미확보
에 의한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한 경우가 많지 않
으며, 특히, 대상 구간/지점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random parameters를 tobit 모형에 접목하여 적
용한 경우는 아직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원인분석을 위한 통계모형
중 사고율을 이용한 tobit 모형을 적용하여, 교통사
고분석을 위한 모형 선택에서의 대안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무신호 3지교차로를
대상으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fixed parameters

<그림 1> 연구 흐름도

tobit 모형과 이질성을 고려한 random parameters
tobit 모형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발생에
원인이 되는 교차로 조건요인을 찾고자 한다.

Ⅱ. 교통사고 모형 고찰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교통사고 모형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무신호 3지교차

교통사고 모형구축의 초창기에는 가장 단순한

로 32개소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

형태인 선형회귀식(linear regression model)이 주로 사

한 교통사고 및 기하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tobit 모

용되었다.

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해 수집된
기하구조 자료는 차로수, 방향별 중차량/일반차량
교통량, 진/출입구 수, 좌/우회전 전용차선 유무, 횡
단보도 유무 및 교차로 중심에서의 거리, 중앙분리
대 유무, 보행자 섬 유무, 버스 정류장 유무, 그리고
우측 길어깨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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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 α+ βxi + εi

(식 1)

여기서, yi : 지점/구간 i에서 발생한 사고건수
α와 β: 상수(α)와 회귀계수(β)
xi : 지점/구간 i에서의 사고요인(독립변수)
εi : 확률오차항 N～(0, 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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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형태의 교통사고 모

분의 교통사고자료는 분산값이 평균값보다 큰 과분

형이지만, 선형회귀식에서의 문제점은 독립변수의

산(overdispersed)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값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분산

(Miaou, 1994; Shankar et al., 1995).

값 또한 증가하게 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선형회귀

이러한 교통사고 자료가 가지는 과분산의 문제

식의 기본 가정인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위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음이항회귀식(negative binomial

하게 된다. 이는 도출되는 계수값의 유의수준에 변

regression)이 제안되었다. 평균값과 분산값이 같아

화를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야 한다는 포아송 모형의 제약조건을 완화한 음이

통계적 유의성에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더욱이,

항 모형의 적용을 통해 이산적이고, 과분산을 보이

사고건수가 음의 값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어 ‘0’

며, 음이 아닌 정수값을 가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이상의 정수를 가지는 교통사고분석에는 적절하지

모형구축이 적절하게 되었다. 음이항모형에는 포아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Jovanis and Chang, 1986). 음의

송모형에 오차항(εi)이 포함되며, 일반식은 다음식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

과 같다.

고건수가 ‘0’인 값을 제거하고 분석하는 기법도 고
려가 되었으나, 모형구축에 사용되는 표본수가 줄
어들 수가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선형회귀식을

λi = exp(βX i + εi)

(식 3)

여기서, exp(εi) : 평균이 1이고 분산이 α인 감마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분포를 따르는 오차항

위해 교통사고건수를 이산적 확률변수(discrete random
variable)로 해석하는 포아송회귀식(Poisson regression)
이 제안되었다(Joshua and Garber, 1990).

식(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이항모형은 오차항의
포함으로 인하여 포아송모형에서 확장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모형의 적용은 만약 오차항의 과분산





∙



    


(식 2)

여기서, P(ni) : 사고 n 이 구간/지점 i 에서 발생할
확률
λ : 평균사고발생건수(=exp[βX i])

X i : 지점/구간 i 의 특성(교통량, 도로
기하구조등)

β : 추정 계수(coefficient)

(overdispersion parameter : α)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경우(α≠0)에는 음이항 모형이, 반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α=0)에는 포아송모형이
적합하게 된다.
교통사고와 기하구조와의 관계 파악을 위한 기
존 연구에서는 선형모형과 포아송 모형보다 대부분
의 교통사고자료가 가지는 과분산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음이항모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
된바 있다(Engel, 1984; Lawless, 1987; Maher, 1991; Miaou,

하지만, 포아송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평균값과

1993).

분산값이 같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다.

이 외에도 서론에서 언급된 여러 형태의 파생 모

만약 이러한 기본 전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형들이 교통사고 모형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어오고

우도함수(ML, maximum likelihood)로 계산되는 표준

있다.

오차값이 편향되며, 이로 인하여 도출되는 통계값
이 부정확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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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소개된 tobit 모형은 fixed parameter를 적

가. Tobit 모형2)

용한 모형으로 도출되는 독립변수의 계수값이 고정

Tobit 모형은 James Tobin(1958년)에 의해 제안된

되어 대상 구간 및 지점이 가진 이질성을 고려할 수

모형으로 종속변수가 중도절단(censored)된 형태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대상 구간 및 지점에 관계

자료에 적용이 가능한 모형이다. 여기서, 중도절단

없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하나의

이라 함은 자료의 집단(clustering)이 특정값보다 아

계수값으로 도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random

래에 있거나(left-censored), 위쪽에 있는 경우(right-

parameter를 tobit 모형에 적용시킴으로써 각 구간 및

censored) 또는 이 두 가지 모든 상태를 말하는 것으

지점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도출할 수가 있다. 즉,

로 자료의 제한성을 의미한다. 교통사고자료의 경

대상 구간 및 지점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

우, 사고발생이 구간 및 지점에서 특정기간 동안 발

수의 계수값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모의 최대 우도

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한

함수 산정 방법(simula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left-censored의 형태가 되며, 이를 고려한 tobit 모형

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가 있다(Green, 2007).
Random parameter를 고려한 계수값은 다음과 같

의 식은 다음과 같다.

이 표현된다.

  

     , i = 1,2,....,N,

(식 4)
     

     if   >0
    if   ≤0,

도출 계수, Xi 는 독립변수, 그리고 εi는 평균값 0과
분산 σ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에러항을 나타낸다.
식(4)는 관측값이 양수일 경우에 관측되는   와
동일한 잠재 변수(latent variable)가 존재함을 가정하
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tobit 모형의 우도함수는
식(5)와 같이 표현된다.



로 정규(normal)분포, 균일(uniform)분포, 로그-정규
(log-normal)분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식(6)을 이용하면, 식(4)에서 설명된 잠재변수는

         의 형태가 되며, 우도함수(식 5)
는 다음과 같은 로그우도함수로 표현된다.
 

ln    
∀



  



(식 6)

여기서,  는 이질성 도출을 위한 랜덤 분포항으

여기서, N 은 관측대상수, Yi는 종속변수, β는



    













(식 7)

여기서, ƍ(.)는  의 확률밀도함수를 의미한다.
    (식 5)

Random parameter tobit모형의 최대우도함수를 이
여기서, Φ는 표준 정규분포함수(standard normal

용한 추정은 수치적분 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distribution function)이고, φ는 표준 정규밀도함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Halton draws3)

(standard normal density function)이다.

를 이용한 모의 최대 우도함수 산정 방법이 사용되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Washington, S. P., et al.(2003) 및 Panagiotis Ch. Anastasopoulos. et. al.(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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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계수의 추정이 가능하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Train, 1999; Bhat, 2003).
계수 산정 시, 식(6)에서 소개된 랜덤 분포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는 해당 변수는 random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질성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fixed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각 구
간 및 지점에 상관없이 고정된(동일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사용된 독립 변수가 random
parameter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해당 변수와 관련
된 이질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측된 자

<그림 2> 3지 무신호 교차로 정의

료로부터는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차량의 성능, 운전자의 습성, 도로의 상태, 날씨 등

여 구축되었다. 주도로 및 부도로의 구분은 동일한

이 집계된 관측 자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노선번호(주도로)에 다른 노선이(부도로) 접속한 경

않기 때문이다(Dinu and Veeraragavan, 2011).

우로 한하여 자료가 구축되었다.
사고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설정된 주/부도
로를 바탕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차로수, 방향별 중

Ⅲ. 모형 구축

차량/일반차량 교통량, 진/출입구 수, 좌/우회전 전
용차선 유무, 횡단보도 유무 및 교차로 중심에서의

1. 자료 구축 및 분석

거리, 중앙분리대 유무, 보행자 섬 유무, 버스 정류
장 유무, 우측 길어깨 폭으로 구성이 되었다.

모형 구축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에 위

주요 변수별 통계량을 살펴보면(<표 1> 참조), 교

치한 32개의 무신호 3지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2007

통사고는 평균 1.56건/년이 발생하였으며, 차로수는

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대 4~6차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

교통사고 및 교통량 자료는 년도별 자료의 수집이

통량의 경우, 중차량 및 일반차량의 방향별(직진/좌

가능하였으나, 기하구조 자료의 경우, 교차로 개선,

회전/우회전)로 조사되었으나, <그림 2>에 설명되어

안전시설물 설치/제거로 인한 공사 등의 변화에 대

있듯, 주도로 1에서는 우회전 교통량, 주도로 2에서

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

는 좌회전 교통량, 그리고 부도로에서의 직진 교통량

사용된 자료는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

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기타 이와 관련된 기

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하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무신호 3지교차로는 <그림 2>

차량의 진/출입구 수는 평균 1개 이상 존재하며,

와 같이 주도로 1,2 및 부도로로 설정이 되었으며,

평균 1.5~1.75m의 길어깨 폭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모든 기하구조 자료는 주도로 및 부도로로 구분하

수 있다. 기타 나머지 변수의 경우에는 설치 유무의

3) 난수생성을 위한 방법으로써, 소수(prime number)를 생성시켜 구획을 만들어 구획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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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별 정의 및 통계량

34

Variable Descriptions

Mean

Std.Dev.

Minimum

Maximum

Number of accidents per year

1.56

2.85

0

13

Number of lanes on major road 1

1.91

1.02

1

6

Number of lanes on major road 2

2.00

1.03

1

5

Number of lanes on minor road

1.66

0.69

1

4

Number of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ajor road 1

20.70

20.18

1

117

Number of left-turn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10.66

14.78

0

70

Number of right-turn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0

0

0

0

Total number of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30.70

28.51

2

156

Number of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ajor road 2

22.61

18.40

0

85

Number of left-turn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0

0

0

0

Number of right-turn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6.02

10.06

0

52
85

Total number of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27.86

20.91

0

Number of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inor road

0

0

0

0

Number of left-turn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6.41

8.79

0

47
44

Number of right-turn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7.78

9.93

0

Total number of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13.63

14.89

0

61

Number of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ajor road 1

38.57

26.14

2

124
72

Number of lef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15.82

17.23

0

Number of righ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0

0

0

0

Total number of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1

53.68

35.34

3

193

Number of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ajor road 2

35.70

26.17

5

112

Number of lef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0

0

0

0

Number of righ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10.88

17.39

0

92
173

Total number of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2

45.91

34.82

10

Number of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inor road

0

0

0

0

Number of lef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12.42

17.06

0

85

Number of right-turn vehicles(except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14.30

17.54

0

88

Total number of vehicles (except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26.02

30.04

0

131

Number of entrance/exit on major road 1

0.97

0.92

0

3

Number of entrance/exit on major road 2

0.91

0.92

0

3

Number of entrance/exit on minor road

1.03

1.08

0

4

Existence of left-turn exclusive lane on major road 1 (yes:1, otherwise:0)

0.16

0.36

0

1

Existence of left-turn exclusive lane on major road 2 (yes:1, otherwise:0)

0

0

0

0
1

Existence of left-turn exclusive lane on minor road (yes:1, otherwise:0)

0.25

0.43

0

Existence of right-turn exclusive lane on major road 1 (yes:1, otherwise:0)

0

0

0

0

Existence of right-turn exclusive lane on major road 2 (yes:1, otherwise:0)

0.09

0.29

0

1

Existence of right-turn exclusive lane on minor road (yes:1, otherwise:0)

0.25

0.43

0

1

Existe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ajor road 1 (yes:1, otherwise:0)

0.25

0.43

0

1
12.2

Dista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ajor road 1 (m)

2.08

3.73

0

Existe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ajor road 2 (yes:1, otherwise:0)

0.38

0.49

0

1

Dista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ajor road 2 (m)

3.41

4.64

0

13.2

Existe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inor road (yes:1, otherwise:0)

0.41

0.49

0

1

Dista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inor road (m)

3.87

5.31

0

19.7

Existence of median barrier on major road 1 (yes:1, otherwise:0)

0.91

0.29

0

1

Existence of median barrier on major road 2 (yes:1, otherwise:0)

0.91

0.29

0

1

Existence of median barrier on minor road (yes:1, otherwise:0)

0.63

0.49

0

1

Existence of pedestrian island on major road 1 (yes : 1, otherwise : 0)

0

0

0

0

Existence of pedestrian island on major road 2 (yes : 1, otherwise : 0)

0.22

0.42

0

1

Existence of pedestrian island on minor road (yes : 1, otherwise : 0)

0.25

0.43

0

1

Existence of bus stop on major road 1 (yes:1,otherwise:0)

0.09

0.29

0

1

Existence of bus stop on major road 2 (yes:1,otherwise:0)

0.28

0.45

0

1

Existence of bus stop on minor road (yes:1,otherwise:0)

0.13

0.33

0

1

Right shoulder width on major road 1 (m)

0.42

0.48

0

1.65

2017. 6

Right shoulder width on major road 2 (m)

0.52

0.46

0

1.7

Right shoulder width on minor road (m)

0.35

0.41

0

1.5
47,488.6

Accident rate

2,927.95

6,092.22

0

Number of vehicles on major road

201.87

136.67

15

607

Number of vehicles on minor road

40

43.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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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위한 더미변수가 적용되었다.

모형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부도로를 제외한 주도로의 경우에는 주도로 1,

random parameters를 통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모

주도로 2로 각각의 자료가 구축되었으나, 교통사고

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해석 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주도로 및 부도로로

능하다.

접근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모형의 적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된 계수의 표준편차

용에 있어서는 주도로 1, 2에 속한 변수의 경우, 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s.d≠0, t-value≥1.96)에만

도로로 통합된 변수로, 부도로의 경우에는 그대로

random parameter가 적용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적용하고자 한다.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계수가 교차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교통사고 발생에 미
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교차로의 특성에 관계없이

2. 모형 구축 및 결과 분석

모든 교차로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표 1>에 설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fixed- parameters

미한다.

tobit 그리고 random-parameters tobit 모형을 구축하였

구축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주도로 차

다(<표 2> 참조). 앞서 설명이 되었듯, 기존의 ‘건수’

로수는 fixed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어,

개념이 아닌 ‘사고율’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였기에

교차로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교차로에서 사고율

tobit 모형에 적용된 사고율은 차량일억대당(MVT)

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로

사고율로써, 아래의 식(8)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차로수의 증가는 교통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식 8)

 




  

 




  ×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로에서의 노출량(exposure)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노출량이 증가하면 교통사
고 발생도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도로 차로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모형구축 결과, 총 9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

교통량과 관련된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으며, 이중 8

경우(주도로/부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중차량/일

개의 변수는 random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나

반차량 및 주도로에서 직진하는 일반차량)에서의

타나, 교차로별로 교통사고 발생에 다른 영향을 미

교통량은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칠 수 있는 이질성을 가지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

타났다. Random parameter 측면에서 살펴보면, 좌회

다. 식(6)에서 설명된 random parameter 적용을 위한

전 중차량 교통량(주도로)은 평균값 0.536, 표준편차

랜덤분포항의 밀도함수는 정규분포가 통계적으로

0.529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에서 84.59%

최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다.

의 교차로에서는 사고율의 증가에 나머지 15.41%

구축된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로그-우도함수

교차로에서는 사고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값이 –555.06에서 fixed parameters 모형에서는 –535.28,

로 나타났다. 그리고, 좌회전 중차량 교통량(부도로)

그리고 random parameters 모형에서는 –494.18값을

변수는 평균값 1.818 및 표준편차 1.183을 가지는 것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random parameters 모형의 설

으로 도출되어, 정규분포 하에서 6.21%의 교차로에

명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xed parameter

서는 사고율 감소에 나머지 93.79%의 교차로에서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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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ixed-와 Random-Parameters Tobit 모형의 구축결과
Fixed parameters model
구분

parameter
estimate

Random parameters model

t - ratio

parameter
estimate

t - ratio
14.71

Constant

12.780

3.36

10.885

Number of lanes on major road

0.135

1.93

1.050

3.32

Number of left-turn heavy vehicles on major road

0.523

3.10

0.536

5.40

0.529

4.02

3.27

1.818

8.94

1.183

6.34

0.595

8.49

0.301

4.56

1.694

8.13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Number of left-turn heavy vehicles on min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Number of left-turn vehicles on maj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Number of left-turn vehicles on min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Number of vehicles driving straight on maj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Distance of pedestrian crossing on maj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Existence of median barrier on maj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Existence of bus stop on minor road
Standard Deviation of parameter distribution
Log-likelihood with constant only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rho square(ρ2)
number of observations

n.a
1.226
n.a
0.465

3.69
n.a

0.694

3.31
n.a

0.972

2.91

0.083

3.02

0.172

n.a
-0.855

0.154

13.04

-3.17

-1.803

-8.02

0.348

3.46

-3.40

-1.236

-12.18

0.318

7.62

n.a
-1.22
n.a
1.41

2.63
n.a

2.298

6.12

0.094

2.19

-555.06
-535.28

-494.18

0.04

0.11
128

주: n.a : 해당사항 없음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

의 교차로에서는 사고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

회전 일반차량 교통량(주도로)변수는 평균값 0.595,

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0.3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97.61%의

교통량 변수의 경우, 앞선 차로수 변수와 같이 노

교차로에서는 사고율의 증가에, 나머지 2.39% 구간

출량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 차량의 좌회전에 따

에서는 사고율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

른 상충(주도로 1 : 주도로 2방향에서의 직진차량,

되었으며, 좌회전 일반차량 교통량(부도로) 변수는

부도로 : 주도로 1, 2방향에서의 직진차량 및 주도로

평균값 1.694, 표준편차 0.972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1에서의 좌회전차량) 및 차량의 직진에 따른 상충

나, 95.93%의 교차로 구간에서는 사고율의 증가에

(부도로에서의 좌회전 /우회전 차량 및 주도로 1방

나머지 4.07%의 교차로 구간에서는 사고율의 감소

향에서의 좌회전 차량)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도

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 구축

로에서 직진하는 일반차량의 경우, 평균값 3.02, 표

시에는 제외 되었으나, 좌회전 전용차선의 설치 비

준편차 0.154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어,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1> 참조), 좌회전

86.80%의 교차로에서는 사고율 증가에, 나머지 13.20%

전용 차선의 설치로도 좌회전 대기 공간 제공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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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직진 차량과의 상충을 저감시킬 수 있어 사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32개의 무신호 3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량 및 기하구조

al., 2015).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여, 기존의 fixed

주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사고율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분리대 변수는

parameters tobit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모형의 설명
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random parameter를 가지는 변수로, 평균값 –1.236,

총 9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

표준편차값 0.318을 가지는 것으로 도출되어, 대부

출되었으며, 이중 8개의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분의 교차로에서 사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random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로

다. 반면, 부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별로 사고율 발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이 되었다.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fixed parameters 모형에서는

주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에서

모든 구간 및 지점에서 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고율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출되는 방법론에서 발전된 형태의 모형임을 알 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 –1.803, 표준편차값

있다.

0.348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사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random parameter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점멸등, 속도제한 등). 회전 전용차선 및

나타난 변수는 부도로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의 설

busbay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교통흐름에 대한 상황판

치 유무에 대한 변수로 평균값 2.298, 표준편차 0.094

단을 위한 대기 장소가 제공된다면 안전성 향상에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사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의

그리고 앞서 밝힌바와 같이, 기하구조 및 안전시

경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되어있는 버스가

설물 등의 개선 및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며, 출발하

교차로별 공간적인 변화는 모형에서 고려가 가능하

려는 버스와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

였으나, 시간적인 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busbay와 같은 시설을 통해

향후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물의 변화에 대한 자료

버스의 정차 및 출발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

가 수집되어 모형구축에 사용된다면, 교통안전 측

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에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상충되는 교통

Ⅳ. 결론

류의 흐름에 합류를 위한 차량간격(gap)이 중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고려가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연평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건수’ 개념으로 접근

균일교통량이 아닌 교통류의 개념이 고려된다면,

하던 방법론 대신 ‘사고율’ 개념으로 접근한 tobit 모

무신호교차로만의 특성이 더욱 반영될 것으로 판단

형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된다.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이질성에
대한 부분을 random parameters를 통해 고려할 수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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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5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호위반사고는 매우 심각한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호교차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신호위반사고와 인적, 차량, 도로환경요
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변수 도출을 위해 SPSS 20.0의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과 2012~2014년간 수원, 안산, 성남시의 73개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4,221
건의 신호위반사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호위반사고의 81.5%
는 남성운전자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주로 야간시간대와 직진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신호위반사고의 사망자+중상자수(KSI)는 주도로 교통량, 교차로면적, 황색신호시간 차이, 야
간평균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모형식이 개발되었다(Hosmer and Lemeshow test : 6.620).
￭ 주제어: 신호위반사고, 신호교차로, 이항로지스틱, 충돌유형, 사망자+중상자수(KSI)

According to the 2015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running red light (RLR) crashes
represent a serious safety problem at signalized intersections throughout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RLR crashes and various drivers,
vehicles, and road environmental factors for a comprehensive safety evaluation. This study researched
factors using a binary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0.0 software. Data was used from
4,221 RLR crashes which occurred at 73 intersections in the cities of Suwon, Ansan and Sungnam
between 2012 and 2014.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81.5% of RLR crashes were caused by male
drivers, after sun down, while traveling straight. Second, the RLR crashes'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ere clearly defined by main street traffic volume, intersection area, yellow time gap, and nighttime
average vehicle speed. Final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Hosmer and
Lemeshow test giving an output of 6.62.
￭ Keywords: Red Light Running(RLR), Signalized Intersection, Binary Logistic Regression(BLR), Crash
Type, KSI(Killed and Seriously Inj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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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해 1994∼1995년 앨링톤과 버지니아에서 신호위반
을 한 운전자 1천3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우리나라 교통법규위반 중 사고원인이 추상적이

결과, 연령별 신호위반 특성으로는 고령운전자는

고 포괄적 개념을 지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제

젊은 운전자에 비해 신호위반사고율이 상대적으로

외하면 신호위반이 가장 심각한 사고원인이라고 할

낮으며, 30세 이하의 연령그룹, 특히 18∼25세의 젊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신호위

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을 많이 하였으며, 신호위

반사고는 26,51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1.4%를

반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차지하며, 사망자 수는 약 38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운전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하며, 또한 속도위반

있는 추세이다.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u, P.S., Young,

사고는 인명/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발

JR.(1999)는 신호위반사고자료 분석을 통해 신호위

측면에서도 타 사고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유발시

반 운전자의 74%가 남성이며, 30대 이하의 젊은 층

키고 있다. 신호위반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교

에서 전체 신호위반의 43%가 발생한 결과를 통해

통안전교육, 신호위반 많은 교차로에 대한 공학적

운전자의 성별 및 연령 요인이 신호위반사고에 많

개선, 무인단속의 장비의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신

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nneson.

호위반에 따른 사망자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운

et al.(2002)은 신호위반과 사고와의 상관성 연구에서

전자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운전자의 신호위반은 접근 교통류율, 신호주기, 황

원인임을 중시하여 미국을 비롯한 교통선진국에서

색신호시간, 주행속도, 교차로 횡단거리, 차량군 비

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및 도로환경적요인 등을 고

율 및 배면 신호등의 유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려한 다양한 연구들과 신호위반사고예방을 위한 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에는 텍사스에서

침서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발생하는 3만7천700여 건의 신호위반사고를 이용하

서는 신호위반과 관련된 운전자의 심리적 요인을

여 신호위반의 원인을 운전자 관점에서 크게 불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한 지체, 교통 혼잡 및 높은 교통밀도, 정지 불가

신호위반사고와 관련된 체계적인 특성 분석과 유발

능한 상태 및 운전부주의 등으로 그룹화 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운전자의 신호위반 행태에 따라 신호위반의 회피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4지 신호교차로

능과 불가능 등으로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른

73개소에서 2012~2014년간 발생한 4,221건의 신호위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운전자의 고의적 신호위반

반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신호교차로의 안전성 판단

은 교차로가 혼잡하거나 교차로의 신호운영 불합리

을 위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로 인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 발생
하며, 비고의적 신호위반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
서 교차로 통과길이에 비해 짧은 황색시간, 선행차

Ⅱ. 기존 문헌고찰

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선행차량이 대형차량인
경우 선행차량과의 속도 차이 등으로 신호변화를

1. 국외 연구

인지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밝혔다. Cesar Quiroga
et al.(2003)은 신호위반의 유발요인으로는 교통량,

Retting. et al.(1996)은 신호위반의 특성 분석을 위

속도, 신호주기, 황색시간, 신호등 시인성 등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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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신호위반사고는 교차로 교통량 및 접근속

소효과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정순(2009)은 충

도가 감소할 때, 중차량 비율이 감소할 때, 황색시

북도내 도심부/도시외곽부/지방부에 설치된 28개의

간이 최대 5.5초 이내에서 증가할 때, 사전경고 표지

신호위반 단속장비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

판을 운영할 때, 교차로 면적이 감소할 때 신호위반

호위반의 특성과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고도 감소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차로

는 신호위반은 지방부>도심부>도시외곽부의 순으

의 신호주기는 신호위반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로 발생되며, 제한속도에 따른 신호위반은 전반적

있기 때문에 교차로의 교통량/용량비(v/c)가 0.6∼

으로 도시부보다는 지방부에서 신호위반이 많으며,

0.7보다 낮은 경우, 신호주기가 증가하며 0.6∼0.7보

적색등화 후 진입시간 비교에서는 위반차량의

다 높을 경우, 신호주기가 감소할 때 신호위반도 감

77.3%가 적색등화 후 2.0초 이내에 교차로에 진입한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호위반 차량의 적색등화 후

Bonneson and Zimmerman.(2006)은 신호위반사고

진입시간과 속도 차 의 관계에서는 제한속도 이하

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황색신호시간의 연장, 제한

의 차량이 적색등화 후 2.0초 이내 진입비율은 전체

속도의 하향 조정, 접근로의 정비 등 다양한 개선이

의 59.4%이며, 적색등화 후 진입시간이 2.0초를 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의 신호위반행위

과하거나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 신호위반 비율은

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40.6%라고 나타났다. 박정순(2014)은 2007~2011년 5

Yang and Najm(2006)의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성별,

년간 청주시의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2천246건의

연령, 신호주기, 교통량, 접근속도, 교차로 폭 및 시

신호위반사고와 비신호위반사고 3천884건의 자료를

간대 등과 지역 및 위치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용하여 신호위반사고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밝혀

다는 제시하고 있다. Elnashar(2008)는 플로리다주에

냈다. 그 결과 40대의 연령층에서 신호위반사고가

서 2002∼2004년간 발생한 2만725건의 신호위반사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 시 60세 이상 고령운

고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신호위반사고의 가장

전자들의 약 55%가 부상 이상의 사고피해를 당하였

큰 요인으로는 운전자의 의도적인 신호무시 행태이

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호위반사고의 약

며 기타 요인으로는 인적요인(성별, 연령 및 운전경

87%가 제한속도가 50~60km/h인 교차로에서 야간시

력) 및 환경요인(시간대, 요일, 도로형태 및 날씨)에

간대가 주간시간대보다 1.3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으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차량진행방향으로는 직진중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3.7%, 좌회전 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 국내 연구
대구지역 신호위반 운전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30.5% 정도라고 제시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정욱영(2001)의 연구결과, 황색신호시간에 직진을
한 경우가 전체의 5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사고는 시간 ․

좌회전을 한 경우가 16%로서 전체 운전자의 73.6%

공간적으로 상이한 교통량과 도로기하구조에 따라

가 황색신호시간에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사고의 발생

다. 김형준(2009)은 4지 신호교차로에 있어서 신호위

위치별, 유형별, 차종별로 발생건수 및 심각도에 많

반 단속장비의 설치에 따라 약 21%의 교통사고 감

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사고원인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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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다 효과

산시 460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과 같이

적인 사고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신호위반사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KSI 또한 매년 늘

신호위반사고의 특성 및 요인분석, 사고 예방을 위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련매뉴얼 제작, 공학적/규제적/정책적 개선방
안 마련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신호위반사고건수 및 KSI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호위반 행동과 관련된 운전심
리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특정도시를 대상

연도

신호위반사고
건수

으로 한 신호위반 단속 자료와 사고 자료를 활용한

신호위반사고
사망 또는 중상자수
(KSI)

2012

1,302

752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2013

1,401

780

존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신호위반사고가 많은 3

2014

1,518

787

개 중소도시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심각

평균

1,407

773

도를 나타내는 사망과 중상자수(KSI, Killed or
Seriously Injured)1)를 개발하여 통계적 기법을 이용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향후 개선

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대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의 수집은 매우 중요하
다. 3개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사고 자

Ⅲ. 자료 수집 및 특성

료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도면 및 인터넷 맵을 활용
하였으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1. 자료 수집 및 정리

그리고 신호운영자료, 통과교통량 및 통행속도 자
료 등은 현장조사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2012~2014년의 신호위반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
위 10개 지자체 중 신호위반사고건수, 사망 또는 중

수집된 도시별/링크별 통행속도를 활용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자수(KSI), EPDO 응용 산출식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도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26개소), 성남시

2. 신호위반사고 특성

(24개소), 안산시(23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4지 신호
교차로 73개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년간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환경에 따라 교통사고는

연구대상 도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사고는 총 4,221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며 운전자의 성별, 연령별, 운

건으로 수원시 1,702건, 안산시 1,326건, 성남시 1,193

전경력, 심리적 영향과 더불어 해당 교차로의 통과

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사고에 따른 사망

교통량, 시간대, 신호운영 상태, 신호등 시인성 및

또는 중상자수(KSI)를 분석한 결과, 총 KSI는 2,319

교차로 기하구조 등과 같은 교통 환경적 요인에 의

명이며, 도시별로는 수원시 970명, 성남시 899명, 안

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연구대상 교차로에서

1) KSI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Killed or seriously injured)를 통합 지칭하는 약어로써, 영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관련 국
가공식통계로 사용 중(ex. 영국 교통부가 발간한 Reported road casuality in Great Britain 등). 국내에서는 이상수(2007) “구간방식
과속단속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22권 제3호, pp. 88-98. 등에서 사용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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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호위반사고 요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분

수집 범주
교통량

교통특성

통행속도
접근로 지체

신호운영

수집데이터 세부항목

단위

접근로별/회전방향별(직진, 좌회전, 우회전) 교통량

대/일

중차량(대형트럭, 버스 등) 혼입 비율

%

85th-percentile 접근속도(주도로/부도로 별도 측정)

Km/h

접근로 지체 수준에 대한 주관적 측정(예 : 상, 중, 하)

신호주기

TRC, TOD, 감응식 제어 등 신호주기가 변동될 경우는 평균값

초

황색시간

적전색신호 운영 포함

초

좌회전 처리방법(1)

보호, 비보호, 보호/비보호

-

좌회전 처리방법(2)

선행좌회전, 후행좌회전, 직좌동시

-

상류부 교차로의 차량군 도착 시점(녹색시점, 녹색종점, 적색)

-

신호 연동 상황
감응신호운영

감응신호 운영여부 및 감응신호 종류
신호등두 설치 개수

신호등 시인성
운전자
정보와
시설현황

신호등 현저성
운전자 사전경고
편도차로수
부가차로

기하구조

속도규제
가공데이터

개

신호등두 설치 방법(정지선+건너편, 건너편, 정지선)

-

신호등 대향시거

m

신호등 시거 제약 장애물 여부

-

배경 상황에 의한 신호등 인식불량 여부(주야간)

-

타 방향 신호등과의 혼동 가능 여부

-

사전경보표지판 설치 여부

-

사전경고점멸등 운영 여부

-

주도로/부도로 편도차로수

차로

좌회전/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여부

-

교차로 면적

교차로 내부 면적

m2

최대횡단거리

교차로의 최대횡단거리(차량 기준)

m

교차로 구조

예각접속 접근로 여부(정형/비정형 교차로)

-

접근로 경사

상향/하향/비경사접근로

%

최고제한속도

교차로 접근로별 제한속도가 다른 경우 평균값

적정 황색시간

교차로 횡단거리, 접근속도, 임계감속도 등을 활용 산출

km/h
초

적정 신호주기

이동류별 교통량 등을 활용 산출

초

<표 3> 신호위반사고의 대표적 충돌형태 및 발생시기
구분

사고 발생비율
(전체 신호위반사고 중)

측면직각
충돌

약 50~60%

정면충돌/
후미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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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20%

대표적 충돌형태

중점 사고 발생시점
직좌동시

• 교차도로 접근로별 직진차량간
측면충돌

• 좌회전차량+대향직진 차량 충돌
• 대향 좌회전 차량 간 충돌

직좌분리
적색신호
진행 중

적색신호
동안
(초기+
진행 중)

적색신호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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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신호위반사고의 운전자는 남성이 81.5%로
여성에 비해 약 3.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신호위

<표 4> 변수의 설정
변수명

반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 연령대는 40대
(22.4%)로 분석되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약 14.7%이다. 사고유형별
분석에서는 차대차 사고의 발생 비율(94.4%)이 압도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 3>은 신호위반사고의
대표적인 충돌형태와 발생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측면직각 충돌사고는 대부분 교차도로의 직진차
량 간 충돌에 의해 발생되며 직좌동시 신호 하에서
는 적색신호 동안(초기+진행 중)에 직좌분리 신호

변수 설명

- 이분형의 명목형 변수
종속 · KSI〈 8 ⇒ 위험교차로 (0)
변수 · KSI ≥8 ⇒ 심각수준의 위험교차로 (1)
· 연구대상 73개 교차로의 평균 KSI =7.26
변수
설정

- 종속변수와의 상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선정
· ln(주도로 교통량), ln(부도로 교통량)
· 주도로 편도차로수, 부도로 편도차로수
설명
· 주도로 좌회전 비율
변수
· 주야간 통행속도
· ln(교차로 면적),
· 횡색시간 차이 (적정시간-운영시간)
· 딜레마존 크기

활용 모형 -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에서는 적색신호 진행 중에 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신호위반사고 발생 교차로를 교차 각에 따라

설명변수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정형(80。이상)와 비정형(80。미만)으로 구분한 결

(TAAS)에서 제공하는 사고조사 자료와 도로환경이

과, 전체 교차로의 약 32.7%가 비정형의 교차 형태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

를 보였다. 신호운영은 동시신호(42.6%)에 비해 분

를 인적요인(성별, 연령, 음주여부), 차량요인(사고유

리신호(50.7%)의 운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 충돌형태, 차량용도, 차종, 진행방향)과 도로환경

신호연동상태는 상류교차로에서 출발한 차량군이

요인(요일, 주야시간대, 사고위치, 제한속도, 황색신

녹색신호 시작 시점 부근에 교차로에 도착한 ‘양호’

호시간, 주도로횡단거리, 인접교차로간 거리, 신호

상태인 경우가 약 60% 그리고 녹색 종료시점이나

연동, 딜레마존 크기, 평균주행속도, 교통량 및 차로

적색신호 시에 도착한 ‘나쁨’ 상태인 경우가 약 10%

수 등)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로 분석되었다. 교차로 인접 토지이용상태는 주거+
상업의 혼합지역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 분석모형

했고, 다음으로 상업지역(26.7%), 주거지역(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73개 교차로의 사망 또는 중상자수
(KSI) 평균 값은 편의상 8(7.26)로 한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신호위반사고 확률모형에 적용함에 있어,

Ⅳ. 모형개발 및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신호위반사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1. 변수 설정

평균 KSI 값 (8)보다 작은 경우를 위험교차로 “0”으
로, 평균 KSI 값(8)과 같거나 큰 경우를 심각한 수준

모형 개발에 따른 변수설정은 <표 4>와 같으며,

의 신호위반사고 위험교차로로 기호화 하였다. 일

연구대상 교차로의 신호위반사고의 평균 KSI(8)를

반적으로 이 모형은 명목형 이항결과의 확률을 추

기준으로 위험교차로(0)와 심각수준의 위험교차로

정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식 1)와 같은 일반적인 형

(1)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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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  

      
  exp    ⋯   


 

 

 

하다는 가설을 기각하므로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

(식 1)

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 독립변수

3. 결과분석

⋯ : 추정될 모수

     ,  : 독립변수(  ) 에

대하여 종속변수(  )가 1로 나
타날 확률

개발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속변수는 KSI
지수를 이용, 신호위반사고 발생 교차로를 위험교
차로와 심각수준의 위험교차로로 구분하여 분석을

위의 로지스틱 함수는  와  에 대하여 비선형
이지만 (식 2)와 같이 선형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  ln   


률이 0.05보다 클 경우 추정된 모형이 적합하지 못

실시하였다. 모형의 변수도출은 모든 설명변수의
동시입력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개발 결과는
<표 5>와 같다. (a)는 모형 요약 통계량를 나타내는
것으로 –2LL은 51.293, Cox & Snell R2은 0.473,

(식 2)

Nagelkerke R2은 0.640으로 분석되었다. 구축 모형이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 중 약 47%∼65%가량을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는 로지스틱

위 식에 (1)을 대입하면 다음 (식 3)과 같다.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의 판단 기준인 Hosmer
′

  

(식 3)

and Lemeshow 적합도 검정이다.   값은 종속변수의
실제로 관측된 값과 모형예측 값의 일치정도를 나

′

타낸다.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적합도가 높다고

을 로짓(Logit)이라 부른다. 회귀분석 결과는 모형계

분석된다. 따라서   값의 유의확률이 0.578로서 유

수 전체 테스트, Hosmer and Lemeshow 검정결과 등

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개발된 모형은 적합하다고

으로 나타나며,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판단

판단된다. (c)의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에서는 모형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지스틱 변환이라 하고, 

해야 한다.  값과 –2LL(log likelihood) 값은 모형의

의   값이 46.802, 자유도 10으로 유의확률 95%에서

적합도를 의미하며, 값이 낮을수록 즉, 0에 가까워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는 신호위

질수록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반사고에 따른 교차로의 분류표로서 관측된 데이터

Cox and Snell의 R2과 Nagelkerke의 R2은 log likelihood

를 이항로지스틱 모형이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를

값을 이용해 계산한 결정계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평가하는 방법이다.



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에 따라 결정계수의 값이 달

총 73개의 분석대상 교차로 중 위험교차로(0)로

라진다. 결정계수 값도 대체로 낮은 경향이 있으므

분류한 비율이 93.2%, 심각수준의 신호위반사고 위

로 이에 많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Hosmer and

험교차로로 분류한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전체

Lemeshow 검정은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

의 예측정확도는 89.0%로서 결과 예측력이 높게 나

으로,   값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

타나 유의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도를 나타낸다.   값이 작게 나타날수록 모형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B는 회귀계수를, S.E는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나타내며, 유의확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그리고 Wald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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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 개발 결과
(b) Horsmer와
Lemeshow 검정

(a) 모형요약
-2로그
우드

51.293

Cox and NagelSnell R2 kerke R2

.473

.650

(e)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d.f

유의
확률

6.620

8

.578
B

(c)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

(d) 분류표
분류
정확
(%)



자유도

유의
확률

교차로
구분

보통

단계

46.802

10

.000

보통

41

3

93.2

블록

46.802

10

.000

위험

5

24

82.8

모형

46.802

10

.000

분류비율

63.0

37.0

Std. Err

Wald

자유도

유의확률

위험

89.0
Exp(  )

주도로 편도차로수

.313

.369

.720

1

.396

1.368

ln(주도로 교통량)

3.241

1.417

5.233

1

.022

25.562

ln(부도로 교통량)

.433

.887

.238

1

.626

1.541

부도로좌회전비율

.058

.033

3.023

1

.082

1.059
1.072

야간평균통행속도

.070

.048

2.100

1

.147

신호연동상태(좋음)

-

-

1.595

2

.450

-

신호연동상태(보통)

1.304

1.033

1.593

1

.207

3.684

신호연동상태(나쁨)

.897

1.042

.740

1

.390

2.451
3.005

ln(교차로 면적)

1.100

.870

1.601

1

.206

교차로 형태(정형, 비정형)

.837

.763

1.202

1

.273

2.309

황색시간 차이(적정-운영)

.773

.299

6.699

1

.010

2.165

-44.219

13.830

10.222

1

.001

.000

Constant

계량은 각 계수가 0인가를 검정하는 통계량으로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신호연동상태가 양호할

유의확률을 이용하여 검정한다. 개발된 모형의 해

수록 해당 교차로가 심각수준의 위험교차로로 판단

석은 계수의 숫자나 기호가 아닌 각 독립변수들의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통계치가 나오는 (e)의 오즈값 (Exp(  ))을 이용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호한 신호연동상태에서

해석한다. 오즈값이 1.0을 넘는 변수는 양의 영향력

발생될 수 있는 차량군 후미차량의 속도 증가 및 녹

을 갖는 변수들이며, 1.0을 넘지 않는 변수들은 음의

색신호 종료 시점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 문제 등과

영향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발 모형의 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신호연동상

명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ln(주도로 교

태가 나쁠 때 신호위반사고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일

통량)’으로써 오즈값(Exp(  ))가 25.562로 분석되었다.

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써 향후 신호연

또한 교통량이나 편도차로수 이외에 ‘ln(교차로 면

동상태와 신호위반사고 위험성과의 관련연구가 추

적)’이나 ‘황색시간 차이’ 변수도 모형의 설명력에

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6>은 신호위반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교차로의

사고의 주요 유발요인을 3개 범주(신호운영, 속도관

물리적 구조 및 운영조건에 부합하는 교통량, 편도

리, 기하구조)로 구분했을 때, 신호운영 범주에는 황

차로수, 교차로면적 및 적정 황색시간의 문제가 신

색시간의 적정성, 신호연동상태, 딜레마존 크기 등

호위반사고 감소 측면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의 요인이 포함된다.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변수 중 ‘신호

또한 속도관리 범주에는 교차로 접근속도(주간/

연동상태’ 변수는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야간)와 함께 딜레마존 크기가 신호운영 범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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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개발에 따른 신호위반사고 주요 유발요인
구분
교통
안전
개선
대책
수립
관련

변수 설명

신호운영
관련 범주

- 황색시간의 적정성, 신호연동상태,
딜레마존 크기

속도관리
관련 범주

- 교차로(주/야간) 평균통행속도, 딜레마존
크기

기하구조
관련 범주

- 교차로 면적, 교차로 정형성

기타

- 교통량 관련(주/부도로 교통량, 회전차량
비율 등)
- 차로수 (주도로/부도로 편도차로수 등)

색시간길이, 신호체계, 차량속도, 접근로의 종단경
사, 신호등의 시인성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인
적요인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
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운전행태, 인지반응시간, 약물
및 음주상태, 심리상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또는 복합적 영향에 의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
사고 자료만을 이용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는 상당
히 어렵다. 예를 들어 교차로내부에서 발생한 각 접
근로별 직진차량 간 측면직각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중복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하구조 범주

고 가정할 때, 가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신호위반

에는 교차로 면적이나 최대 횡단거리, 교차로 정형

을 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상

성 관련 요인이 포함된다. 각 범주별 주요 요인에

황인지 또는 신호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대한 분석결과, 신호위반사고에 가장 많이 영향을

규명이 매우 어렵다. 사고 운전자나 사고처리를 담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황색시간과 이와 연관성이

당한 경찰관의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인이

있는 변수(딜레마존 크기, 접근속도 등)인 것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호위반사고와 밀접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 교차로의 약 98%에서 실

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통계

제 운영 중인 황색시간이 산출식에 의한 적정 황색

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신호교차로의 안전성 평가를

시간보다 짧으며, 그 평균값은 3.5초에 이르는 것으

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신호위반사고와 밀접

로 분석되었다. 적정 황색시간의 제공이 다양한 신

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주도로 교

호운영상의 제약요건 때문에 어렵다면, 딜레마존을

통량, 편도 차로수, 교차로면적, 적정 황색시간과 현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고 서비스나 딜레마존

재 운영 황색시간과의 차이, 신호연동상태 등 총 9

회피제어의 적용을 통해 신호위반사고를 예방 또는

개의 변수로서 신호교차로 위험교차로 판정에 영향

감소시키는 기술적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도로 교통량, 편도

수 있다.

차로수, 교차로면적, 황색신호시간의 차이(적정 황
색시간-운영황색시간) 변수는 양(+)의 변수로서 각
변수들이 증가할수록 신호위반사고 위험교차로로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판정될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호연동상태 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 결론

분석되어 신호연동상태가 양호할수록 해당 교차로
가 심각한 수준의 신호위반사고 위험교차로로 판단

신호위반사고의 영향요인들은 크게 교차로의 도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 분석되었다. 이는 양호한

로환경적 요인과 운전자 심리상태 등을 포함한 인

신호연동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량군 후미차량

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환경적 요인은 운

의 속도 증가 및 녹색신호 종료 시점의 무리한 교차

전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접근 교통량, 신호주기, 황

로 진입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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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신호교차로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신호위반사고 유발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가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신호위반사고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는
신호위반사고 발생 교차로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호위반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
로 판단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호위반사고가 발
생하지 않은 교차로와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둘
째, 본 연구는 다양한 교차로 형태(단일로, 3지, 5지)
및 지방부 신호교차로를 고려한 포괄적 개념의 비
교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신호위반 단속장비가 설
치된 교차로를 대상으로 단속자료와 신호위반사고
의 관련성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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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교차로로서 미리 정해진 양보원칙
에 의해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 통행시간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차량의 소통
측면에서는 높은 개선효과가 있으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교차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
기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접근로별 진출교통량을 고려한 2단 횡단보도의 적정 이격거리 산정 및
보행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진출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는 포아송분포를 활용하였고 2단
횡단보도 보행신호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은 VISSIM을 사용하였다.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기
준으로 총 진입교통량이 1,000~3,000대/시인 경우 2단 횡단보도의 적정 이격거리는 12~30m 그리고
보행을 위한 신호주기는 80~110초로 분석되었다. 2단 횡단보도 운영 시 차량당 평균지체는 일반
횡단보도에 비해 98.0초/대에서 31.5초/대로 67.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 진입
교통량이 2,600대/시 인 경우 차량당 평균지체가 192.5초/대에서 38.9초/대로 79.8%까지 크게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회전교차로, 교통약자, 2단 횡단보도, 보행신호, 포아송분포

A roundabout is an unsignalized intersection that operates by giving priority to vehicles
already in the circular lanes, thus, proper usage can result in a relatively high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travel times, and emissions. However, a shortcoming exists in lowered consideration to
safety of pedestria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oviding a method for estimating staggered
crosswalk distance for vulnerable users and pedestrian signal operation for roundabouts located
around school zones or silver zones. Distance is estimated using poisson distribution and
performance results for pedestrian signal operation is analyzed by using VISSIM. The results
show that a proper distance between a staggered crosswalk for four-lane approach with two-lane
roundabout is estimated at 12~24m, and its recommended cycle time for pedestrian signal time is
in the range of 80~110 seconds when total number of approaching vehicles for the whole
intersection is 1,000~3,000 vehicle/h. The performance results of VISSIM show a delay reduction
per vehicle from 98.3 to 31.5 seconds (67.9%). The total approaching vehicles at 2,600 vehicle/h
gives the highest delay in reduction per vehicle from 192.5 to 38.9 seconds (79.8%).
￭ Keywords: Roundabout, Staggered Crosswalk, Vulnerable Users, Pedestrian Signal, Poiss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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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격 외에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이 명확하
게 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교차로 본래의 기능

회전교차로(roundabout)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

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접근로별 진출교

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통량을 고려한 2단 횡단보도 적정 이격거리 산정

형식이다. 회전교차로는 기존 평면교차로에 비해 상

및 보행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충횟수가 적고 저속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사고빈도
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체 시간이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 절차

감소되어 연료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장점이 있
다(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본 연구에서는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대상으

국형 회전교차로 연구정책지원사업(www.roundabout.or.kr)

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약자를 고려한 2단 횡단

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도입 후 교통사고발생건수가

보도 설치기준 및 보행신호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

43.8% 감소하였고, 회전교차로 1개소 당 평균 약

하여 다양한 교통량 시나리오, 횡단보도유형 및 보

27.4% 통행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신호운영대안을 설정하였다. 진출부 횡단보도의

회전교차로의 기본운영원칙은 신호등이 없는 무

적정 이격거리 산정은 이산확률분포(discrete probab-

신호교차로로서 회전교차로형태를 한 신호교차로

ility distribution)에 많이 사용되는 포아송분포(Poisson

는 원형교차로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

distribution)를 활용하였고, 2단 횡단보도 보행신호

구에서는 회전교차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채로

운영에 다른 효과분석은 VISSIM을 활용하였다. 본

기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회전교차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로라고 명칭하였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는 미리 정
해진 양보원칙에 의해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회전교차로의 일반적인 특징, 보행신호 운

교통사고 감소, 통행시간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영방법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차량의 소통측면에서는 높은 개선효과가 있으나 보

시사점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행자에 대한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한 회전교
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등의 설
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통행편리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2차로형 회전교

둘째,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
량시나리오(1,000~3,000대/시),

횡단보도유

형(일반 횡단보도 및 2단 횡단보도) 및 보
행신호운영대안(all-red, 2현시, 4현시 및 6현
시)을 설정하였다.

차로에 한하여 2단 횡단보도(staggered crosswalk)를

셋째, 포아송분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통량에 따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진출부 횡단보도

른 진출부 횡단보도의 적정 이격거리를 산출

의 경우 양보선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 그리고 진

하고 일반 및 2단 횡단보도 보행신호 운영

입부 횡단보도의 경우 양보선 으로부터 6m 이상 이

에 따른 효과분석은 VISSIM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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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반 및 2단 횡단보도 도입 전․후 교통량 변
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은 쌍체비교(paired mean t-test)를
통하여 가설검증(hypothesis test)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검증된 결과 값을 토대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회전교차로 2단 횡단보도 설치기
준 및 보행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그림 1> 회전교차로 2단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1. 회전교차로 2단 횡단보도 개념
10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고, 진입부 횡단보도는
2단 횡단보도는 굴절 횡단보도라고도 부르며 도
로의 중앙대에서 각각의 횡단보도는 한 개의 직선

가상의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해야 한다.

으로 되어있지 않고 두 개의 횡단보도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버스 중앙차로제가 운

2. 포아송분포 개념

영되고 있는 경우에 자연스러운 굴절형 횡단보도를
볼 수 있다(여운웅, 2005).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도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는 이산확률분포

로 폭이 15m 이상인 지역에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많이 사용되는

있고,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분포로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공간에서 발생하는

and Transportation Officials)는 도로 폭이 18m 이상인

사건들의 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데 유용한

단일로에 설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확률분포이다. 다음 식(1)과 같이 포아송분포는

우리나라의 경우 2단 횡단보도의 시범운영 단계로

계수 한 단위를 한 시행(trial)으로 보고, 이때 일어날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

평균 사상 수(확률변수)가 λ일 때 한 시행에서

보도 설치 시 우선적으로 2단 횡단보도를 고려한다

개의 사상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낸다.

(경찰청, 2012)는 기준 외에는 명확한 설치 기준이

  

없으며, 2단 횡단보도 사이의 이격거리(보행교통섬

   


(  = 0, 1, 2, · ·)



(식 1)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에 따르면 일반 횡단
보도는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여기서 가 일정한 시간 내에 진출부에 도착
하는 차량대수라면,

하고 횡단보도 폭은 유효 보도폭의 2배, 최소폭은

 

4.0m이며 분리교통섬에 보행자 대피공간이 마련



= 계수단위 내에 차량 대가 도착할 확률
= 계수단위 내에 도착 확률변수

되어 있어야 한다. 2단 횡단보도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진출부 횡단보도는 가상의 양보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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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2단 횡단보도의 진출부 이격거리를 산정하

평균적으로 50m의 최소 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였다.

산정하였다.
문창근 외(2007)는 좌회전 Bay차로가 설치되어 있

3. 선행연구 고찰

더라도 좌회전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길
이가 확보되지 못하면 대기행렬이 발생하므로 대구

김동녕 외(2011)는 광폭의 도로에서는 횡단거리

광역시의 좌회전 Bay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대

가 길어 보행자의 녹색시간이 길게 할당되는데 2단

상으로 포아송분포를 이용한 좌회전 Bay의 적정길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횡단거리 및 신호주기의

이를 산정하였다.

감소로 보행자가 도로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오주택 외(2014)는 교통사고는 불연속적이며 임

되므로 2단 횡단보도가 일반 횡단보도보다 안전할

의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으로 포아

심관보 외(2013)는 2단 횡단보도 사이의 교통섬

송 회귀모형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길이 산정 시, 최대길이는 교통섬에 진입 시부터 다

기존 연구의 검토결과 회전교차로에 보행자를

음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까지의 보행자 대기시간으

위한 신호등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일

로, 최소 길이는 횡단보도 폭원의 2배로 제시하였다.

반횡단보도에 비해 2단 횡단보도가 안전하다는 점

김태호 외(2015)는 간선도로 상의 2단 횡단보도와

은 입증된바 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 보행자를

일반 횡단보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보행자의 심리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연구

적 불안감을 포함하더라도 상대적 위험도는 간선도

는 진행된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로 단일로 상에 설치된 2단 횡단보도가 일반 횡단

를 위한 회전교차로 보행신호등 설치 및 운영에 대

보도보다 1.09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2012)은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이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설치시는 우선적으로 2단 횡단보도(스테

Ⅲ. VISSIM을 활용한 효과분석 방법론

거드 횡단보도)를 고려한다고 규정하였다.
문주백 외(2013)는 회전교차로가 지방부 도로의

1. 분석 시나리오 설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상업지역, 양로원, 병원 등의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일부 시간대에 회전교차로의

가.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 제원

효율이 떨어지는 지점을 대상으로 보행신호를 적용

2단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함으로써 교차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보행

(2014)에 따라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설계하였다.

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김영범 외(2015)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 내접원 지름: 45m
- 중앙교통섬 지름: 22m

신호횡단보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회전교차로와

- 회전부 설계속도: 20km/h

인접한 신호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최고 기준거리를

- 외측 회전차로: 6.0m

제시하였다. 진입교통량 200-500대/시 이하, 좌회전

- 내측 회전차로: 5.5m

비율이 20-40%, 보행신호시간이 15초 이상인 경우

- 횡단보도 설치위치: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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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접근로별 교통량 및 회전교통량 시나리오
구분

진입로 1,3 진입로 2,4 총 진입교통량 방향별 교통량 비율
(대/시/차로) (대/시/차로)
(대/시)
(좌:직:우)

1

150

100

1,000

2

200

150

1,400

3

250

200

1,800

4

300

250

2,200

5

350

300

2,600

6

400

350

3,000

1:8:1
2:7:1
3:6:1

2. 2단 횡단보도 적정 이격거리 산정
<그림 2>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 제원

가. 적정 이격거리 산정방법
나. 접근로별 교통량 설정

회전교차로설계지침(2014)에 2단 횡단보도 진출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에 제시된 <그림 3>의

이격거리는 양보선으로부터 10m 이상을 이격해야

회전교차로 전환 기준(100대~400대/차선)에 따라 교

한다는 최소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적정

통량을 설정하였다.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1)의 포아송분포를
활용하여 접근로별 도착교통량을 고려한 진출부
적정 이격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수용범위는 누적
확률 95%로 가정하였다.
 

= 보행자 횡단시간 동안  대의 차량이 도
착할 확률



<그림 3> 교통소통 측면의 회전교차로 전환기준

<그림 3>에서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수 있는 좌회

= (진출교통량/3600)*보행시간

여기서, 보행시간은 15.8초(초기진입시간 7초+

전 비율 기준을 교통량에 따라 40% 이하와 30% 이하

횡단거리
)를

보행속도

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입로 별

가정하였다.

적용하였으며, 차두거리는 6m로

교통량 및 방향별 교통량 비율은 우회전 10%, 좌회전
30% 이하로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나. 적정 이격거리 산정결과

단, 유턴은 제외하였고, 차종은 승용차로만 구성

<표 2>의 분석결과 2단 횡단보도 운영 시 포아송

하였다. 총 18가지 교통량 조건에 대한 VISSIM 분석을

분포의 누적확률 95%를 적용하여 진출부의 적정 이

수행하였다.

격거리(가상의 양보선으로부터 진출부 횡단보도 이
격거리)는 18~36m로 분석되었으며, 횡단보도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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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진입/진출 횡단보도 간 보행교통섬 이격거

3. 보행신호 운영방법

리)는 12~24m로 분석되었다. 진출부의 적정 이격거리
를 12m 이하로 정할 경우, 진입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회전교차로의 신호운영방법은 <표 3>과 같이 보

보행자 횡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차량이 증가하기 때

행신호를 기준으로 all red 방식, 접근로별로 1개씩

문에 총 진입교통량 3,000대/시 중 약 50.3%만 처리

돌아가며 신호를 부여하는 4현시 방식 그리고 마주

할 수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내부에 혼잡이 예상된다.

보는 접근로 2개씩 번갈아 신호를 부여하는 2현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포아송분포를 활용한 진출부 이격거리 분석결과
총 진입교통량(대/시)
진출부
1,000 1,400 1,800 2,200 2,600 3,000
이격
=1.00 =1.33 =1.66 =2.00 =2.33 =2.66
거리(m)
누적도착확률(%)
0m

0.368

0.264

0.190

0.135

0.097

0.070

정소담(2017)은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일반 횡단보도 보행신호운영에 따른 차량의 지체를
분석한 결과 all red 방식은 12 방향의 이동류가 동시에
정지함에 따라 3가지 신호운영방법 중 차량의 평균
지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m

0.736

0.616

0.506

0.406

0.324

0.256

12m

0.920

0.850

0.768

0.677

0.588

0.503

18m

0.981

0.954

0.913

0.857

0.793

0.723

24m

0.996

0.988

0.973

0.947

0.913

0.869

신호운영방법
all red
(2현시)

30m

0.999

0.998

0.993

0.983

0.968

0.946

36m

1.000

1.000

0.998

0.995

0.990

0.981

42m

-

-

1.000

0.999

0.997

0.994

48m

-

-

-

1.000

0.999

0.998

54m

-

-

-

-

1.000

1.000

<표 3> 회전교차로 보행자 신호운영방법(일반 횡단보도)
현시
all red

4현시
2현시

4현시 방식은 매 현시마다 6 방향의 이동류가 정지
함에 따라서 2현시 방식(10 방향 이동류 정지)보다 차
량의 소통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보행자가 교차로에
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대 4번의 신
호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2현시 방식(최대 2번)에 비해
보행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교차로 내 2단 횡단보
도 설치 배경인 교통약자의 통행편리성 확보가 요
구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차량 측면에서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보행자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2현
시 방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전교
차로 일반 횡단보도에 적용 가능한 2현시 방식을 2
단 횡단보도에 적용할 경우에 <표 5>와 같이 6현시
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같은 맥락
<그림 4> 회전교차로 2단 횡단보도 이격거리 개념도

에서 4현시는 12현시로 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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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보행교통섬 이격거리) 이동시간 만큼

4. 신호 주기 및 현시 산정

차량에 녹색신호를 추가로 부여하여 차량의 지체를
회전교차로 보행신호 운영에 따른 신호주기(cycle)

최소화 하여야한다.

는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연

따라서 2단 횡단보도 운영 시 일반 횡단보도의

구에서는 교통약자 보행속도 0.8m/sec를 적용하여

2현시 신호운영체계를 <표 5>와 같이 6현시 신호체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2011)의 보행자 신호

계로 변경해야한다.

시간 산정식에 따라서 보행자 신호시간을 산정하
였다. 2단 횡단보도의 경우 한 번 횡단보도에 진입

<표 4> 적정 횡단보도 이격거리에 따른 신호주기 분석결과

하면 횡단하는 거리가 일반 횡단보도보다 짧기 때

총 진입교통량 진출부 이격거리 횡단보도 이격거리
(대/시)
(m)
(m)

문에 보행자 신호시간 산정 시 초기 진입시간을 4
초로 가정하였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을
고려한 신호주기는 다음 식(2)와 같이 계산된다.

      


(식 2)

신호주기
(초)

1,000

18

12

80

1,400

18

12

80

1,800

24

18

90

2,200

30

24

110

2,600

30

24

110

3,000

36(30)

30(24)

130(110)

주: ( )는 보행자 및 차량의 서비스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값임.



= 신호주기(sec)



= 초기진입시간(4~7sec)



= 보행자 횡단거리(m)



= 보행속도(m/sec)

<표 5> 2단 횡단보도 신호운영 방안

본 연구의 분석시나리오에 따른 주기는 80~130초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횡단보도 이격거리(보행교통섬
이격거리)가 30m 이상이 되면 보행거리 및 주기가
길어져 보행자의 서비스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차량 신호

최대 24m 그리고 이에 따른 주기를 최대 110초로
설정하였다. <표 4>와 같이 적정 횡단보도 이격거
리에 따른 신호주기 분석결과 이격거리 12m일 때

현시

Ⓒ

ⒶⒸ

Ⓒ

Ⓐ

ⒶⒸ

Ⓐ

Ⓐ

Ⓑ

Ⓐ

Ⓒ

Ⓓ

Ⓒ

주기는 80초, 18m일 때의 주기는 90초 그리고 24m
일 때의 주기는 110초로 분석되었다.

보행자 신호

2단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격
거리만큼 도로를 횡단하는데 있어서 이동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고려한 신호주기의
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길어질 주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을 위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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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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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이격거리를 고려한 신호주기 및 신호

Ⅳ. 분석결과

현시 분석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일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간은 동일한 기하구

1. VISSIM 분석결과

조를 고려하여 각각 12초씩 24초를 적용하였고 횡
단보도 이격거리에 따른 보행교통섬 이동을 위한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18개 교통량

보행신호시간은 이격거리에 따라서 16~31초로 분석

시나리오(1,000~3,000대/시 및 좌회전비율(10~30%)

되었다.

에 대한 보행신호 운영 시 지체(대/초)를 분석하였

따라서 진출부 이격거리가 18m 그리고 횡단보도

다. 보행신호 운영대안으로는 2현시 일반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12m인 경우 최적주기는 80초, 진출부

유형과 6현시 2단 횡단보도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량

이격거리가 24m 그리고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18m

당 지체를 분석하였다.

인 경우 주기는 90초 그리고 진출부 이격거리가
30m 그리고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24m인 경우 주기

가. 좌회전 비율 10%인 경우

는 110초로 분석되었다.

<표 7>은 좌회전 비율이 10%인 경우 총 진입교
통량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차량당 평균지

<표 6> 횡단보도 이격거리별 신호현시 분석결과

체는 4.6~91.2초/대로 61.2~85.5% 감소하였다. 특히,

이격거리 12m

<표 7> 진입교통량별 분석결과(좌회전 비율 10%)
총 진입교통량 진출부 일반 (a) 2단 (b) 지체차이 지체
이격거리
감소율
(대/시)
(a-b)
지체 (초/대)
(m)
(%)
1,000

18

1,400
1,800
이격거리 18m

24

2,200
2,600

30

3,000
평균

13.0

4.6

8.4

64.6

16.2
25.2

6.8

9.4

58.4

8.9

16.3

64.8

74.8

12.9

61.9

82.8

174.3

25.3

149.0

85.5

238.4

91.2

147.2

61.7

90.3

25.0

65.4

69.6

이격거리 24m

<그림 5> 좌회전 비율 1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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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입교통량이 2,600대/시의 경우 차량당 평균지
체가 174.3초/대에서 25.3초/대로 85.5% 감소하였
다.

<표 9> 진입교통량별 분석결과(좌회전 비율 30%)
총 진입교통량 진출부 일반 (a) 2단 (b) 지체차이 지체
이격거리
감소율
(대/시)
(a-b)
지체 (초/대)
(m)
(%)
1,000

18

1,400

나. 좌회전 비율 20%인 경우
<표 8>은 좌회전 비율이 20%인 경우 총 진입교

1,800

24

2,200

통량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차량당 평균지

2,600

체는 5.0~110.2초/대로 56.4~82.7% 감소하였다. 특

3,000

30
평균

히, 총 진입교통량이 2,600대/시의 경우 차량당 평

14.4

5.1

9.4

64.9

18.1

7.7

10.4

59.1
64.6

30.3

11.4

19.6

100.2

18.2

82.0

81.8

206.4

62.3

144.1

69.8

259.9

128.0

131.9

50.7

104.9

38.8

66.2

65.2

균지체가 192.5초/대에서 38.9초/대로 79.8% 감소하
통량별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차량당 평균지

였다.

체는 5.1~128.0초/대로 50.7~81.8% 감소하였다. 특
히, 총 진입교통량이 2,600대/시의 경우 차량당 평

<표 8> 진입교통량별 분석결과(좌회전 비율 20%)
진출부 일반 (a) 2단 (b)
지체
총 진입교통량
지체차이
이격거리
감소율
(대/시)
(a-b)
지체 (초/대)
(m)
(%)
1,000

18

1,400
1,800

24

2,200
2,600

30

3,000
평균

13.2

5.0

8.2

62.4

17.5

7.2

10.4

59.1

28.0

9.5

18.5

66.2

88.7

15.4

73.3

82.7

192.5

38.9

153.6

79.8

252.5

110.2

142.3

56.4

98.7

31.0

67.7

67.8

균지체가 206.4초/대에서 62.3초/대로 69.8% 감소하
였다.

<그림 7> 좌회전 비율 30%인 경우

라. 종합분석결과
<표 10>은 총 진입교통량별 종합분석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2단 횡단보도 운영 시 차량당 평균지
체는 일반 횡단보도 운영 시 98.0초/대에서 31.5초/
<그림 6> 좌회전 비율 20%인 경우

대로 66.5초/대로 67.9%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좌회전 비율이 높을수록 차량당 평균지

다. 좌회전 비율 30%인 경우
<표 9>는 좌회전 비율이 30%인 경우 총 진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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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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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표 10> 진입교통량별 분석결과(좌회전비율 10~30%)

 : Pooled Standard Deviation

총 진입 진출부 방향별 일반 (a) 2단 (b) 지체 지체
교통량 이격거리 비율
차이 감소율
지체 (초/대)
(대/시) (m) (좌:직:우)
(a-b) (%)
1,000

1,400

1,800

2,200

2,600

3,000

18

18

24

30

30

30

 : 샘플 수

1:8:1

13.0

4.6

8.4

64.6

2:7:1

13.2

5.0

8.2

62.4

3:6:1

14.4

5.1

9.4

64.9

1:8:1

16.2

6.8

9.4

58.4

2:7:1

17.5

7.2

10.4

59.1

체값(b) 18개가 변수 2로 사용되었다. 18가지 경우의

3:6:1

18.1

7.7

10.4

59.1

1:8:1

25.2

8.9

16.3

64.8

교통량에 대한 일반 횡단보도의 평균지체  = 98.0

2:7:1

28.0

9.5

18.5

66.2

초/대, 운영대안Ⅰ의 평균지체  = 31.5초/대로 분석되

3:6:1

30.3

11.4

19.6

64.6

었다.

1:8:1

74.8

12.9

61.9

82.8

2:7:1

88.7

15.4

73.3

82.7

3:6:1

100.2

18.2

82.0

81.8

1:8:1

174.3

25.3

149.0

85.5

귀무가설(  =  )을 기각(reject)하고 대립가설(  >  )을

2:7:1

192.5

38.9

153.6

79.8

채택하여 두 평균값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3:6:1

206.4

62.3

144.1

69.8

1:8:1

238.4

91.2

147.2

61.7

2:7:1

252.5

110.2 142.3

56.4

3:6:1

259.9

128.0 131.9

50.7

평균

98.0

31.5

66.5

67.9

<표 11>에서 진입교통량별 방향별에 따른 일반
횡단보도 지체값(a) 18개가 변수 1, 2단 횡단보도 지

쌍체비교 결과, 일반 횡단보도와 적정 이격거리
2단 횡단보도 평균값 차이에 대한 t-value=4.611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통계적 검증 결과 값
구분

변수 1(일반)

평균

97.97778

31.45

분산

8980.571

1546.979

관측수

18

18

피어슨 상관 계수

0.909678

-

가설 평균차

0

-

자유도

17

-

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자유

t 통계량

4.611476

-

P(T<=t) 단측 검정

0.000124

-

도(degree of freedom) 17의 단측검증(one-side test) 기

t 기각치 단측 검정

1.739607

-

2. 통계적 검증(Paired Mean t-test)
2단 횡단보도 운영 전 지체와 시행 후 지체 차이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

변수 2(2단)

각치(  = 1.739)에서 다음 식(3)과 같이 쌍체비교
(paired mean t-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쌍체비교는 유형별 교통량변화에 대한 합동분산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추정량(pooled variance estimator)을 사용한다. 대안별
평균값(  )에 대한 귀무가설(null hypothesis)과 대립가

본 연구에서는 2차로형 4지 회전교차로를 대상

설(alternative hypothesis)을 설정하여 t-test를 수행하

회전교차로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교통

였다.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단
횡단보도 적정 이격거리 산정 및 보행신호 운영방


 
 



(식 3)

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적정 이격거리
는 포아송분포를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보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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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따른 효과분석은 VISSIM을 활용하였다.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총 진입교통량이 1,000~3,000

향후 연구에서는 포아송분포 외에 다양한 이론을

대/시인 경우 2단 횡단보도의 적정 이격거리는

적용한 2단 횡단보도의 적정 이격거리 산정 및 보행

12~30m 그리고 보행을 위한 신호주기는 80~110초

신호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첨두

로 분석되었다. 2단 횡단보도 운영 시 차량당 평균

시나 행사시 교통량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지체는 일반 횡단보도에 비해 98.0초/대에서 31.5초

는 실시간 신호미터링(signal metering) 기법과 접목한

/대로 67.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

보행신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히 총 진입교통량이 2,600대/시인 경우 차량당 평균
지체가 192.5초/대에서 38.9초/대로 79.8%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통량이 많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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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 오염농도와 교통량 및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
오염측정값과 대기오염측정소 주변의 교통량 그리고 위성영상을 이용한 오염측정망 주변의 녹지
면적 등의 자료를 구축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파악하였다. 교통량의 경우 통행배
정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교통량을 바탕으로 링크별 차량주행거리(VKT, Vehicle
Kilometers Travelled)를 계산하였다. 녹지면적은 Landsat-7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픽셀(pixel)별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값을 계산한 후, 이 값을 근거로 픽셀의 녹지여부를
판별하였다. 대기오염 측정소 주변 반경 1km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이 가상의 공간 내 VKT와
녹지면적을 계산한 후, 오염 측정 자료와의 회귀 분석을 통해 이들 독립변수와 오염 농도와의 관계
를 파악하였다. 분야별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교통
부문에 의한 비중이 오염물질별로 10%에서 90%에 이른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측정소
주변의 통행량 증가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의 농도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녹지면적의 증가는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의 농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오존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
즉 VKT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기 중에 오존이 차량으로부터 배출된 풍부한 산화질소가 이산화질
소로 변환되는 과정에 소모되어 VKT와 오존 농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대기오염, 차량주행거리, 녹지면적, 지리정보시스템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levels, traffic
flows, and land use. In the case of traffic data, Vehicle Kilometers Travelled (VKT) was
estimated using a traffic assignment model. Green areas were determined by calculation of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for each pixel of Landsat 7 satellite image. An 1
km of virtual radius space for each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was delineated, and then the
VKT and the green area were calcula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easured pollution data and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VKT and green area, were examined.
According to results of the analysis, increased VK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
concentrations of nitrogen dioxide and carbon monoxide. Counter-intuitively, the levels of ozone
concentration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VKT, because high nitrogen oxide emissions were
converted into NO2 with ozone consumption.
￭ Keywords: Air Pollution, Traffic Flows, VKT, Green Area, GIS

GIS 응용 및 토지이용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시 대기오염 분석

Ⅰ. 서론

일, 대만,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 교통량에 의한 도
시 내 대기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Schmidt and

자동차는 경제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에서 서로

Schäfer, 1998; Lin and Lin, 2002; Elbir, 2004), 실제 교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자동

통량과 대기오염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인

차는 경제적 성장 및 번영을 대표함과 동시에 도시

검증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Frank(1998, p. 24)에

내 주요 대기오염 발생원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따르면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함께 가지고 있다. 매연 저감장치, 초저황 경유,

는 이미 검토된 바가 상당하나, 이들과 대기오염과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EV(Electric Vehicle)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등과 같은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에 필요한 기술적

최근 연구로 NO 2에 대해 서울을 대상으로 패널 형

발전으로 매연으로 인한 오염농도가 감소했음에도

태의 자료를 구축하여 교통량 및 기상요인과 오염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

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시도가 있다(Kim and

당 평균통행거리의 증가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

Guldmann, 2015).

국을 막론하고 도시 내 대기 질은 각국에서 설정한

도시내 오염저감대책 및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같은 지역단위의 계획이 대기질의 향상에 도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에 위협을

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기 정책

가하고 있다(Potoglou and Kanaroglou, 2005, p. 97;

들과 대기 오염과의 관계가 실제 측정 자료에 의해

Johanssson and Mattsson, 1995. p. 1-2).

통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은 일산화
탄소(CO),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기 오염 측정망 주위의 자동차 통행량과 녹지면적
이 오염물질별 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PM10)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상
당부분을 배출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황(SO2)의 경
우 현재 사용되는 휘발유가 탈황처리되어 연소과정

<표 1>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별 배출 기여도
CO

NO2

VOCs

PM10a)

SO2

에서 황산화물(SOx) 배출량이 상당폭 감소하여 다

b)

전국

78.9%

40.9%

16.5%

43.3%

1.3%

른 오염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SO2 배출

경기c)

90.3%

68.1%

18.8%

76.4%

10.1%

서울b)

90.1%

60.6%

31.9%

73.3%

11.0%

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대기질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
델이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

구분

주: a) PM10의 경우 도로 이동 차량에 의한 날림먼지 양은 제외
b) 2003년 기준, 환경부(2006), 환경백서, p. 429-430.
c) 2003년 기준, 경기도(2006), 2006년도 경기도환경백서, p. 239.

가 교통량과 오염 증가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덴마크의 AirGIS(Jensen et al.,
2001), 핀란드의 UDM‐FMI & CAR‐FMI(urban dispersion

Ⅱ. 기존 연구 고찰

modelling system & road network dispersion model:
Karppinen et al., 2000a), 노르웨이의 AirQUIS (Air

1. 교통량 및 녹지와 대기오염

Quality Information System: Bøhler et al., 2002), 그리고
영국의 TEMMS(Traffic Emission Modelling and Mapping

차량의 배기가스는 대기오염농도의 시공간적 집

Suite: Namdeo et al., 2002)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독

적에 영향을 미친다. 오염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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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출원에서의 배출량이 중요한 요인이며, 이 외

의보 발령횟수 등의 환경지표에 대해 시계열 분석

에 바람의 세기와 방향과 같은 기후 조건이 영향을

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로 대기오염에 교통부문이

미친다. 언덕과 구릉 같은 지형의 높낮이와 건물 등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공 시설물로 인한 확산의 제한 또는 국소적 고농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 가격 정책으

도 현상도 발견된다. 그리고 오존과 같은 2차 오염

로 인해 오염배출량이 높은 경유차 보급이 증대한

물질의 경우 전구물질(precursors)의 존재와 배합비

것으로 평가하였다. 공간측면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율 등 별도의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고농도 현상이

정책과 외곽의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오염의 광역화

나타난다. 또한 강우나 강설로 인한 물리적인 오염

와 집중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질의 제거, 마지막으로 도시 내 녹지에 의한 자연

또한 대기오염 물질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

정화 현상 등이 오염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간적으로 확산되므로,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

이다. 도시 내 오염집중은 도시 거주민의 건강에 부

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인공조

있다고 지적하였다.

형물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McHugh

전명진(2001, p. 250-251)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

et al., 1997, p. 672-673; Small and Kazimi, 1995, p. 16).

정책이 도시교통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

Policy

향을 분석하였다. 도시 내 대기 오염문제가 비시가

Support System)과 REAS(Regional Emission inventory

화 구역이나 농촌지역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in ASia)의 NOx 배출 인벤토리를 비교 연구하는 차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수준의 대기오염

량의 주행거리(VKT)를 주요변수로 채택하고 있다

일지라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단위 면적당 오

(Kim et al., 2013). 스페인 마드리드 대상으로 NO 2

염에 노출된 사람 수가 저밀도 지역보다 많기 때문

오염도에 대한 모델링 연구에서도 도로교통에 의한

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있는 경

영향 정도가 높게는 90%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우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수도권의 통근 통행이

되었다(Borge et al., 2014). CO와 NOx의 배출 인벤토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린벨트가

리 구성을 위해서 MOVES(Motor Vehicle Emission

없다고 가정한 경우 중심도시에 집중되었던 개발이

Simulator) 프로그램이 2012년 이후 미국 환경청(US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직장과 주거의 분리로 인

EPA)으로부터 권고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한 통근 거리가 길어져 총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것

단위의 오염도 모델에 다수 응용되고 있다(Wallace

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중심도시의 경우 개발 밀

et al., 2012; Kota et al., 2014).

도가 낮아짐으로 인해 통행속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대기오염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수도권의 3대 연구기관(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

예측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주행거리 및

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수

주행속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즉, 주행거리의

도권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총량관리 정책개

증가는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주행시간의 감소는 배

발 연구”에서 수도권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

으로 인구, 생산액, 자동차 등록대수, 자동차 주행거

행거리의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량이 더 큰 것

리(VKT), 도로 연장, 도시가스 보급률, 주택보급량,

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가 없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 공원개소 및 면적 등을 예시하고 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 이들 설명변수를 통해 대기오염수준 및 오존주

다만 그린벨트의 대기정화효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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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연구 과제로 그린벨트의

미국에서 연간 배출되는 AHC는 18×109kg으로 예상

환경적 편익에 관한 포괄적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되나 생물학적 또는 자연 발생 탄화수소(NHC,

이 연구는 차량에 의한 직접 배출 오염물질만을 대

Natural hydrocarbon) 발생량은 30×109kg에서 60×109kg

상으로 연구하였으나1) 오존과 같은 2차 생성물질의

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HC 감소에 근거한 정

경우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책은 도시 내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을 AHC로 간
주하고 있으며 NHC의 경우 그 영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적 이해

도시 내 녹지면적 밀도가 농촌지역이나 비시가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도시지역

구역보다 낮으므로 도시 내 NHC의 집중도가 AHC

에서 측정한 오존 농도는 각 국가가 정한 기준이나

보다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를 초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그러나 NHC는 낮은 농도에도 불구하고 오존 생성

있다. 미국은 수정 대기보전법(Clean Air

Act

에 훨씬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반응 속도도 빨라 그

Amendments)을 통하여 오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효과가 AHC에 비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on-attainment areas)에 대해 인공 배출 탄화수소

NHC가 오존 규제에 있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AHC, Anthropogenic hydrocarbon)와 질소산화물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 환경청 EPA

도시 내 오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오존보고서에 따

는 오존생성 과정에 따른 화학반응과 오존생성 조

르면 1980년부터 최근 2003년까지 연도별 오염농도

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각주에서 설

가 부동(浮動)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

명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된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NO는 배출 후 바로 NO 2로 전환되며, 한낮 강한 자

소요된 오존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8시간 오존

외선(파장 λ=280~430nm) 3) 이 NO 2를 광분해하게 된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지역이 미국 전역에 474개

다. 이때에 NO 2가 분해되어 NO와 O가 형성된다.

카운티에 달하며 1억 5천 9백만 명이 이 지역에 거

그 다음 반응으로 질소와 산소 분자가 오존 형성과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PA, 2004, p. 7). 80년대 후

정에 생성된 과도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오존생성

반 일군의 학자들이(Chameides et al., 1988, p. 1473-

반응이 완결되며, 이 과정에 수반되는 화학 반응식

1474; Trainer et al., 1987, p. 706-707) 오존 생성의 전

은 다음과 같다(Seinfeld, 1989, p. 745).

(NOX) 감소정책을

시도하였다.2)

구물질인 AHC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를 다수 발표하였다.

RO 2 + NO → NO 2 + RO

(식 1)

1)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연소되는 과정에서 산화질소(NO)형태로 90% 이상 배출되며 나머지가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배출된다.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화질소는 배출된 후 짧은 시간 안에 대기 중의 오존 및 래디컬
(radicals)과 반응하여 이산화질소 형태로 변환된다(Derwent and Hertel, 1998, p. 138-139).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산화
질소를 2차 생성물질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배출된 산화질소는 거의 대부분 이산화질소로 짧은 시간 내에 변환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통칭하는 질소산화물을 배기가스로 인한 직접 배출오염물질로 간주한다.
2) Krupnick과 Farrell(1996, p. 2)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오존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3) Derwent and Hertel(1998, p. 139)에 의하면 광분해에 필요한 자외선의 파장 영역이 200~420n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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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 hv → NO + O

(식 2)

소의 실측 자료를 통해 NHC와 AHC 배출이 없을

O + O2 + M → O3 + M

(식 3)

경우, NHC만 있을 경우, 두 종류의 탄화수소가 다
존재할 경우에 대해 각각 오존 생성에 관한 시뮬레

순 반응식:
RO2 + O 2 + hv → RO + O 3

(식 4)

이션을 하였다. 결과로서 NHC만 존재할 경우에 상
당한 정도의 Peroxy radicals의 증가를 보이며 결과적

탄화수소의 산화과정에서 발생한 RO 2(peroxy

으로 강한 오존생성현상을 나타낸 반면, 기존의

radicals)가 NO를 NO 2로 변환시켜 식 (1) 오존생성의

NHC에 추가된 AHC로 인한 오존 발생 증가는 소량

전구물질을 만들게 된다. 식 (2)에서 NO 2가 자외선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인공적인 질소산화

에 의해 분해되어 오존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

물의 배출 없이 NHC와 자연 상태의 질소산화물만

시키고, 이어 오존 생성식 (3)에서 산소(O2) 또는 질

으로 오존을 생성시키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소(N2) 분자를 나타내는 M이 발생된 오존을 안정화

농촌지역의 오존 대책은 AHC 저감 정책보다는 인

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반응식이 완결된다. 오존 생

공 배출 질소산화물의 억제가 적절할 것이라고 제

성 반응은 매우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2)번 식과 (3)

안하고 있다.

번 식은 마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Derwent and Hertel, 1998, p. 139). Seinfeld(1989,
p. 745)에 따르면 HC의 화학적 구조가 Peroxy radicals

Ⅲ. 연구의 방법 및 자료

의 수와 형태를 결정짓게 되므로 NO의 NO 2 전환
은 HC의 산화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1. 분석 방법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도시의 대기 오염농도와 교통량 그리고 녹지면

오존 생성에 NHC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적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측정 자

왔으나, 미국 애틀랜타 지역의 오존 시뮬레이션에

료, 교통망의 링크별 VKT, 그리고 위성영상 자료를

의하면 NHC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이용한 녹지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 진행 흐

AHC의 감축으로 인한 오존집중도의 완화는 매우

름도는 <그림 1>에 제시되었으며, 해당 자료의 수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Chameides et al., 1988, p.

집과 연구진행 방향이 순차적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1474). Trainer(1987, p. 707)는 농촌 지역(미국 펜실베

대기오염 측정소 주변으로 반경 1km 가상의 원형

니아주 스코티아)의 오존,

탄화수소4)

그리고 산화질

공간을5) 설정하고 이 공간 내에서 교통량과 녹지면

4) 이 연구에서 HC는 non-methane hydrocarbons(NMHC)로 인공 NHMC는 C3-C10 HC의 합으로 나타내었으며, 자연 NHMC는
isoprene을 의미함.
5) Tobler(1970 p.236-237)가 제기한 명제 “The first law of geography”에서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가까운 것이 멀
리 있는 것보다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everything is related to everything else, but near things are more related
than distance thing).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인자들의 영향력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기
오염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교통량과 녹지면적이 대기오염 측정소의 오염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여 이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Roorda-Kanpe et al.(1998, p. 1923-1924)이 네덜란드의 6개 주요
도로에 대해서 도로로부터 100m 이내, 200m 이내, 300m 등 다양한 거리에 오염측정기를 설치하고 교통량과 오염과의 관
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산화질소와 입자상 물질의 농도가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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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배정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기종점자료(OD, origin‐
destination matrix)는 한국교통연구원 KTDB의 수도
권 OD와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통행실
태조사에 근거하여 교통존(zone)은 1,142개로 구분
되었으며 1,129개의 내부존과 13개의 외부존으로 구
성되어 있다. 통행배정 방법으로 우선 다양한 버스
OD(일반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통근통학버스,
고속버스, 기타)를 합쳐 단일 버스 OD를 생성하였
다. 버스가 고정된 노선을 가지고 운행한다고 가정
<그림 1> 연구진행 흐름도

하여 All or Nothing 방법으로 우선 네트워크에 배정
하였다. 다음 단계로 버스 통행량이 배정된 네트워

적을 산출한 후 오염 측정 자료와의 회귀 분석을 통

크에 승용차 및 택시 OD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해 교통량 및 녹지면적이 오염 농도에 어떠한 영향

여 통행배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네트워크에 배정

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된 버스 통행량과 승용차 및 택시 통행량을 합하여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내의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링크에 배정된 최종교통량으로 산출하였다.

지역대기 측정망과 도로변 측정망을 합하여 총 93
개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가 연결되지 아니한 대부동 측정소(안산시 대부도)
를 제외한 92개 측정소의 오염측정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소의 위치는 위도, 경도 좌표를 사
용하여 행정구역도 위에 표시하였으며, 연구에 사
용된 경기도 내 측정소의 위치는 <그림 2>에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오염자료는 이산화질
소(NO2),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이산화
황(SO2), 그리고 오존(O3)이다.

2. VKT 산출

<그림 2> 오염측정소 위치 및 통행배정 결과

대기 오염측정소 주변 VKT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측된 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과의 정합

통행배정(Traffic Assignment) 모형을 이용하여, 교통

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간 행정구

네트워크의 각 링크별로 교통량을 예측하였다. 통

역 경계 및 한강교량에 대해 예측된 교통량과 실측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 측정소 반경 1km의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상의 원형 공간내의 자동차 통행
량과 녹지면적이 오염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로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확산하
여 주위 대기 오염 농도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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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을 비교하였다. UE(User Equilibrium)모형 외

에 도달한 가시광선은 나뭇잎에 포함된 클로로필이

에 5가지 노선배정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된 교통량

광합성을 위해 가시광선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반면,

과 실측교통량과의 비교하여 가장 정합성 높은 UE

근적외선은 대부분 재 반사시키는 원리를 사용하여

결과를 채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지와 비녹지를 판별한다(Tucker, 1979, p. 128; NASA,
2007).
위성영상의각 픽셀별(30m × 30m) NDVI 값을 산

3. 녹지면적 산출

출한 다음, 녹지로 분류할 수 있는 픽셀을 따로 분
도심 내 녹지면적은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역

류하여 이들의 면적을 합하여 녹지면적을 구하였다.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녹지가 위치한 곳은

위성영상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2001

주거지역이나 공업용지 같은 고정 대기오염 발생원

년 촬영된 Landsat-7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도시 내

과 도로와 같은 비고정 오염원이 입지할 가능성이

녹지면적이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감소하기도 하고,

낮고, 녹지가 가진 오염정화 작용으로 인해, 도시

또한 도시공원이나 하천변 살리기와 같은 녹지 복

내 녹지는 대기오염 집중농도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원 및 보전활동으로 인해 증가하기도 하는 점을 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오염측정소 주변의 녹지

안하면,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간 시간격차를 최

면적 산정을 위해서 2001년 9월 23일 한반도 수도권

소화 할 수 있는 위성영상 이미지를 확보하여 연구

일대를 촬영한 Landsat-7 위성 영상을 사용하였다.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

녹지면적 산정을 위해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계산식을 이용하였다.
NDVI 

ρ NIR  ρ RED
ρ NIR  ρ RED

Ⅳ. 분석결과
(식 5)

1. 입력자료 분석
NDVI는 Landsat-7 위성 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토양피복을 녹지와 비녹지로 구분하는 지표이다.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염농도와 측정소

NDVI는 다양한 종류의 remote sensing 데이터에서

주변 교통량 및 녹지면적과의 관계규명을 위해 사

녹지면적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기술통계량이

이며, 가시광선 중 적색 복사(ρRED, red radiance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92개의 오염 측정소를 대

reflectance)와 근적외선 복사(ρNIR, near-infrared

상으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radiance reflectance)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계산

등의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상기 자료를 이용하

한다. 이론적으로 NDVI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

여 OLS(Ordinary Least Square) 회귀식이 추정되었으

을 가지며, 양의 값을 가진 픽셀은 녹지를 의미한다.

며, 각 식의 종속변수는 CO, NO 2, SO2, PM10, O 3이

적색복사의 값이 적으면 NDVI 값이 커지게 되며,

며 설명변수로는 공통적으로 VKT와 녹지면적이 사

이는 광합성이 활발한 녹지를 의미하게 된다. 녹지

용되었다.

6) 최근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 IKONOS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4m×4m)의 멀티스펙트럴(multi-spectral) 데이터를 사용하면 녹
지에 대한 분류를 침엽수림 또는 활엽수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종별로도 분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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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S.D.

최소

<표 3> 회귀분석 결과
최대

구분

CO

672.73

0.21

0.02

0.84

NO2

33.22

6.19

0.00

26.00

SO2

5.93

1.37

3.08

9.75

PM10

16.71

4.55

6.25

25.00

O3

63.46

9.55

43.42

90.83

녹지

VKT

551.4

308.8

45.2

1223.6

녹지면적

0.82

0.66

0.05

2.64

R2
Adj.R2

주: 일산화탄소 연평균 (단위: ppb)
이산화질소 연평균 (단위: ppb)
이산화황 연평균 (단위: ppb)
미세먼지(직경 10μm 이하) 연평균 (단위: μgm-3)
오존 연평균 (단위: ppb)
오염측정소 주변 도로의 VKT 합 (단위: 106km·veh)
오염측정소 주변 녹지면적의 합 (단위: km2)

Int.
VKT

CO
638.37
(11.03)

NO2
29.10
(12.36)

SO2
6.87
(15.70)

O3
19.48
(16.37)

PM10
63.65
(20.28)

96.33
(1.42)
-22.78
(-0.72)
0.05
0.03

10.20
(3.69)
-1.83
(-1.41)
0.23
0.21

-0.78
(-1.52)
-0.62
(-2.58)
0.07
0.05

-4.60
(-3.29)
0.54
(0.82)
0.17
0.15

-2.14
(-0.58)
1.20
(0.69)
0.02
-0.01

주: ( )은 t-value 임

통행량 및 녹지면적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
과이다.
직관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 대기오염물질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염물질 측정

대기오염 농도는 배출원의 위치 및 배출되는 오

소 주변의 녹지면적이 증가할 경우 도로와 산업시

염량,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 영향을 주는 바람

설과 같은 오염 배출원이 상대적으로 입지할 확률

의 세기 및 방향과 같은 기상 조건, 그리고 화학적

이 줄어들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하고, 더

물리적 반응에 의한 2차 오염물질의 생성 등 다양

불어 녹지면적이 가지는 오염정화작용으로 인해 오

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VKT

염 집중도가 낮아 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회귀

로 표현되는 차량에 의한 오염 배출과 오염측정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설명변수 중 VKT는 오염물질

인근 지역의 녹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농도

의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

와 각 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염물질

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녹지면적의 경우에도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직관적 예측과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

2. 모형결과 및 해석

별로 각 변수가 보이는 상이한 결과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여도는 오염물질별로 다양하다. 이 기

가. CO 결과 해석

여도의 계산은 각 부문별로 총량 화석연료 소비에

CO는 내연기관의 연소과정에서 탄소혼합물의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추정한 것이므로, 화석연료

불완전한 연소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오염측

소비 이외에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포함하고

정망 주위의 VKT가 증가하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있지 않다. 총량 규모에서 교통부문이 대기오염물

증가하고 녹지면적이 증가할 경우 감소할 것으로

질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나, 도시 내 자

예상된다. 회귀분석 결과 VKT는 일산화탄소 농도

동차 통행량의 증가나 감소가 대기오염도에 직접적

집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며 녹지면적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은 미흡하였

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

다. <표 3>에서 제시된 내용은 오염농도와 자동차

권 도시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는 통계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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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2003년 서울의 오염측

Hertel, 1998, p. 138). 따라서 오존과 이산화질소 사이

정소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VKT가

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and

서 수도권내 측정소의 측정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

Guldmann, 2011). 본 연구와 같이 횡단면 자료를 이

과도 예상과 일치한다.

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CO 농도의 시간적 변화 양태를 좀 더 세

다. SO2 결과 해석

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오염 배출량

국내에서 사용되는 휘발유는 탈황 과정을 거쳐

의 시간대별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모델을 정립하

생산됨으로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황을 배출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다. 현재 황이 포함된 연료는 유연탄과 경유, 중
유 등이며 대부분 산업이나 발전 과정에 소비된다.

나. NO2 결과 해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

VKT와 이산화질소와의 관계에서 VKT의 증가는

황 배출은 전국적으로 1% 수준이며 수도권은 10%

이산화질소 농도 집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내외이다. 수도권의 교통부문에 의한 이산화황 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녹지면적은 예상된 음의 관

출이 높은 이유는 휘발유 값과 경유 가격의 차이에

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의해 증가 추세가 확연한 경유자동차로 인한 것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연기관의 연소과정에서

로 볼 수 있다. 2004년 10월 이전에 수도권에 판매

질소는 대부분이 산화질소(NO) 형태로 배출되며,

되는 경유는 황 함량이 430ppm이었으며, 2005년 기

이후 인근 대기 내 존재하는 오존 및 래디컬들과 반

준으로 전체 자동차 중 경유 차량이 1/3 가량 차지

응하여 NO 2로 전환된다. 산화질소는 반응성이 좋은

하는 구조가 도시 내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중

물질로 이산화질소로 산화되는 데 짧은 시간이 소

심으로 이산화황의 농도를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

요되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산화질소로

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서울시 자료를 이용

인해 주변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

한 연구에서는 VKT와 이산화황의 집중이 1%의 유

상할 수 있다.

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Kim and

도시 내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화질소

Guldmann, 2011). 2004년 10월부터 황 함량이 30ppm

(NO)와 대기 중에 분포하는 O 3은 매우 흥미로운 관

수준인 초저황경유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기 시작

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산화질소와 오존은 반

하였다. 이전의 경유 황 함량 430ppm과 비교해 볼

응성이 좋다.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배출된 산화질

때 함유량이 1/14 수준이다. 초저황경유의 보급으로

소는 아래 반응식 (6)과 같이 주변의 오존과 반응하

수도권에서의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황의 집중이 완

여 이산화질소로 변화된다.

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05년 오염측정값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 VKT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NO + O 3 → NO 2 + O 2

(식 6)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량과 이산화황 농도 간에
는 특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즉, 자동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대기 중에 존재

만 수도권 일대의 도시에 초저황경유 보급 이전과

하는 오존은 산화질소의 이산화질소로의 반응과정

이후의 이산화황 농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유의

에서 상당부분 소모된다고 볼 수 있다(Derwent and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초저황경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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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따른 도시 내 대기질 개선에 관해서는 교통량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 집중되는 첨두시간대의 통행량과 그 시간대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VKT가 높을수록, 즉 차량주

오염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금 더 정밀한 분석

행 거리가 많을수록 낮은 오존 농도를 유발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나타났다.

라. O3 결과 해석

마. PM10 결과 해석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오존의 경우 특별한 조건

직경 10μm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미세먼지

이 갖추어질 때 생성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M10)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다양한 호흡

탄화수소의 산화과정에서 생기는 래디컬(peroxy

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radicals)이 대기 중의 산화질소를 이산화질소로 변환

연구에 의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높은 사망률을

시키고, 변환된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의 광분해 과

유발하는 것으로 규명되어지고 있다(Kwon et al.

정을 거쳐 다시 산화질소와 산소원자로 분리된다.

2001; Schwartz and Zanobetti, 2000; Hong et al., 1999;

분리된 산소원자와 대기 중에 분포하는 산소분자가

Dockery et al., 1993).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오염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질소산화물과 오존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오존 정책 수립에 중요

있다.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에

하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화질소가 이산

서 교통부문이 미세먼지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이

화질소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오존을 소모하여 도로

76%인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 수치는 부문별 화석

변의 오존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7) 또한

연료 사용량에 따른 예측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교

대기 중에 분포하는 이산화질소는 오존 생성의 전

통량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친다고

구물질 역할을 하므로, 오존과 산화질소 사이에는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

생성과 소모가 서로 순환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

인으로 인위적 발생 물질인 자동차 배기가스, 내연

다. 산화질소(NO)가 오존과 반응하여 이산화질소로

기관 연소에 따른 배출가스, 도로변 및 공사장과 농

변환하는 과정은 별다른 기상조건을 필요하지 않으

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포함되며, 이와 더불

므로, 계절과 시간대에 관련 없이 일어나는 상시적

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증기 에어로졸(구름 입

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존 주의보나 경

자: 雲粒, 안개 입자: 霧粒), 질산염과 황산염과 같은

보 같은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은 고온에

2차 생성물질, 꽃가루나 박테리아와 같은 자연 생성

강한 자외선과 바람이 없는 특별한 기상조건 하에

물, 화산활동에 의한 분연(噴煙), 그리고 중국으로부

서 발생한다. 따라서 직관과는 달리 차량 통행이 잦

터 불어오는 황사 등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미

은 지역에서는, 즉 VKT가 높은 지역에서는 대기 중

세먼지의 여러 발생원에서 교통부문의 배기가스와

에 산화질소가 다량 배출되어 이산화질소로 변환되

도로변 날림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구가

는 과정에서 주변의 오존을 소모하게 되어 오존 농

미흡하며, 교통부문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

7) 1997∼2002년 대구의 도로변 오염측정소 2곳과 주거지역 배경 오염측정소 1곳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오존 농도를 비교한
결과 주거지의 오존 농도가 도로변의 농도보다 전 시간대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낮 시
간대에 농도의 차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Jo and Park, 2005, p. 1564-1565,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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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드물다. 본 연구의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정책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오염측정소 주변

상호 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개발

의 교통량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연구원(2001)의 교통에너지 절약과 도시 성장 패턴

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 교통부문이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

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한다.

통에너지 절약과 상충하는 토지이용전략에 대해 비
판적 고찰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에너지
효율측면에서 분산된 집중패턴으로 설명되는 공간

Ⅴ. 결론

집약적 성장관리 정책, 직주균형과 적업적지(適業適
地) 정책 등을 대중교통 지향적 개발과 병행하는 것

본 연구는 실제 관측된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과

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통 및 녹지면적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

바와 같이 교통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정하였다. 오염측정소 주변의 교통량의 증가는 일

내 대기 오염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 통행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전략과

오존의 경우는 오히려 그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

교통관리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오존과 질소산화물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a)은 배기가스 저감을

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녹지면적은

위한 교통관리 기법 연구에서 삶의 질을 담보하는

이산화황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정책과 도시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교통정책

대기오염물질은 연평균 오염 기준과 함께 시간

간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이용전략, 교통 및

별 오염 기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간별 오염

환경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환경 용량이 담보

기준을 초과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이 오존이다. 특

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의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교

히 여름철 평일 낮 시간대에 주로 기준치를 초과하

통 효율의 저하로 인한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이 훼

여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대별

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정책과 토지이용 전략이

오존농도 측정치와 더불어 시간대별로 추정된 VKT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와 자연녹지에서 발생한 탄화수소 발생량, 기타 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오염발생 전(前) 단계 그리

근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고 발생 후(後)에 관리하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배출량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추후에 이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혼잡통행료부과, 다인승 차

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목에 의해 발생하는 탄화수

로제와 같은 교통수요관리, 도심 차량통행금지구역

소는 오존 생성 반응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설정 및 요일제 차량 운행과 같은 통행규제정책, 대

있어, 도시 내 녹지와 오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

중교통 시설 개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오염발

서 제시한 시간대별 분석모델을 통해 그 관계가 규

생 전 단계 저감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염발

명되어야 할 것이다.

생 후 관리대책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시고속도로

대기 오염정책은 도시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주변 수림대 설치, 대기오염 방지용 포석(鋪石) 설치,

공간정책 및 교통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한

정체 교차로 주변 대기정화장치 설치, 토양처리설

다. 분야별 정책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이고 긍정적

비에 의한 도로변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을 들 수 있

순환 과정을 유발 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이 서로

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a; 2005b).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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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녹지와 이산화황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고

다. 더 엄격한 방안으로 노동당, 사회당 및 녹색당

려할 때 황을 포함한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공단 주

연합정부는 2019년까지 도심의 모든 개인용 차량 통

변에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행을 금지하여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같이 편서풍 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10) 세계 여러 도시

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에 있어 풍향에 의한

에서 산업계와 거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양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개

고 강력한 차량 규제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

발사업 시행 후 도시의 대기 질을 효과적으로 유지

스 배출 저감 정책을 실재로 입안하고 실현하고 있

하는 선결 조건이 된다.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디젤차

에서 주 풍향이 북서 및 서풍인 것으로 인해 성남시

통행금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교체 등의 정책

의 서쪽에 위치한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영

입안으로 가져올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향을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효과 등에 대한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났다(권우택 외 2인, 2002). 따라서 도시 내 토지이용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장기간 관찰된 도시 내 풍향과
풍속에 대한 자료를 계획 입안 시 반영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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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airport performance using grey system model
GM(1,1), and evaluate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robust but flexible approach
(DEA), and incorporating traditional indicators as well as new constraints. Particularly it shows
and compares the efficiency evolution of the 5 busiest Asian airports (China’s Beijing Hong
Kong Shanghai, Japan’s Tokyo and Dubai) until 2020, under several constraints, based on
multidimensional tool: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e use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software to get the results of analysis. The results evidence how DEA approach seems to be a
very promising method to evaluate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 Keywords: Airport performance, Airport efficiency, Grey System Model, DEA

본 연구는 Grey System Model GM(1,1)을 이용하여 공항의 성과를 예측하고 운용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까지 공항의 운용실적을 추정하고 DEA 방법으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의 효율성지표를 수정한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항공 교통량이 많은
중국(북경 홍콩 상해)과 일본(Tokyo), 두바이 등 아시아지역 5개 주요 공항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각각 미래의 수용력 대비 운용실적으로 산출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을 통해 DEA를 이용한
효율성 평가가 공항의 경영성과지표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공항성과, 공항의 효율성, Grey System Model, DEA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Ⅰ. Introduction
The airport business has developed a lot over
the past years, it has become a continuously
growing department inside transport industry
(Baltazar, Jardim, Alves, & Silva, 2014). The
Beijing New International Airport is under
construction now. According to CAAC (2011),
4 runways will be constructed before 2019, and
7 runways will be constructed before 2040, and
9 runways will be constructed before 2050.
More than 6.7 billion passengers used the
world’s airports in 2014, 5.7% increase from
2013, higher than the average 4.3% increase
from 2004 to 2014 (International, 2014). The
low fuel price has a positive effect on
consumers as well with the number of air
passengers. Moreover, many airlines adopted
new business models, this made much growth
during the past years, especially the low-cost
carriers (LCC) have become a major part of
the business generated by airports. Many local
governments help airports especially small
airports make many efforts (for example subsidize
the landing fees) to attract the LCC (Baltazar et
al., 2014).
Airports have become not only nodes of new
transport systems for passengers and cargoes,
but also new cities, in the global competition
(Marques, 2009). The second important issue,
presented by (Oum, Yu, & Fu, 2003) is the
global liberalization of the airline industry. It
has increased the need for more efficient and
quickly processing of aircrafts, passengers, and
goods. Airport managers faced new challenges
under growing commercial pressures every day.
So, airports should provide services in the most

efficient ways (Baltazar et al., 2014). Evaluation
of an airport’s efficiency is very important in
ensuring its efficiency (Tovar & Martín-Cejas,
2009). This research shows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ACI, 2015) along several years based on
multidimensional tool: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reover, it provides some important
information within airport management decision
processes.

Ⅱ. Literature Review
With the increased global business and travel
activities, the worldwide air traffics have been
rising continuously in the last decade (Ahn &
Min, 2014). Airport managers have been
increasingly confronted with requests from
government which have taken airport
benchmarking as an aid to form or modify
regulations, and to create legislation (Morrison,
2009). Vasigh and Hamzaee (1998) consider
that airports can contribute to the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vide
public goods and services in helping national
defense. Moreover, the efﬁciency of an airport
is important for the continuous government
supports. Gillen and Lall (1997) proposed that
the airports should be efﬁcient, which must be
independent ﬁrms able to stand on their own.
(Gillen & Lall, 1997)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bit Models to evaluate
and rank the productivity of top 21 US airports.
They deﬁned airports with two separate classes
of services: terminal services and movements.
And, they showed the impact of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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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on airport performance. Hooper and

weighted spaces, is proposed to assist a decision

Hensher (1997) use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o measure airport performance on 6

making unit (DMU) to improve its performance
by an appropriate movement towards the efﬁ

Australian airports for 3 years. Vasigh and

ciency frontier surface. Tovar and Martín-Cejas

Hamzaee (1998) assessed the economic importance
of 7 US commercial airports using total factor

(2010) used a stochastic distance function to
measure airports’ productivity changes while
considering multiple outputs. Secondly, Tovar

productivity (TFP). Sarkis (2000) argued that
airlines choose the more efﬁcient airports.
Sarkis (2000) utilized DEA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irports; however,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factors that may inﬂuence
operational performance of airports. He analyzed
how efﬁciency evolved at 44 North American
airports between 1990 and 1994. Martı́n and
Roman (2001)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37 Spanish airports
performance in 1997. Airports or air navigation
service providers always desire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with strategic business objectives,
while their customers hope to be assured that
the services are being provided in an efficient
way to meet their requirements (Humphreys &
Francis, 2002). Tovar and Martín-Cejas (2009)
evaluated the influence of contracting out, or
outsourcing, certain airport services and of
commercial diversification strategy. The findings
show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outsourcing
and non-aeronautical revenues on the efficiency
of the Spanish airports’ network. Suzuki,
Nijkamp, Rietveld, and Pels (2010) presented a
newly developed distance friction minimization
(DFM) method in the context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n order to generate
an appropriate (non-radial) efﬁciency-improving
projection model, for both input reduction and
output increase. A generalized distance function,
based on a Euclidean distance metr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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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rtín-Cejas (2010) calculated the evolution
and decomposition of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for Spanish airports. (Abrate
& Erbetta, 2010) made a summary of studies
on airport benchmarking from 1997 to 2008.
(Tovar & Martín-Cejas, 2010) made a summary
of output and input measures in airport
performance studies. Lozano and Gutiérrez
(2011) used the slacks-based measure (SBM) of
efficiency to evaluate the 39 Spanish airports
for years 2006 and 2007.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outputs (namely aircraft traffic
movements, passenger movements and cargo
handled), two undesirable outputs have been
considered: the percentage of delayed flights
and the average conditional delay of delayed
flights. Chang, Yu, and Chen (2013) evaluated
the efficiency of Chinese airport performance
using a modiﬁ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o help airport owners identify
major drivers for enhancing the airport efficiency
and the competitiveness, Ahn and Min (2014)
evaluated the comparativ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irports for several years (20062011)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Lai, Potter, Beynon, and Beresford
(2015) used the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incorporate the weightings of input and output
variables into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and Assurance Region DEA (DEA-AR) models,

CCR model (which was initially proposed by

with 24 major international airports in the
empirical analysis. Örkcü, Balıkçı, Dogan, and

Charnes, Cooper and Rhodes, CCR is made by
the first letter of the 3 researchers’ name), the

Genç (2016) evaluated the operational efﬁciency

larger airports are expected to achieve higher

of some Turkish airport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gross Total Factor Productivity because of the
scale effect in airport operations; the airports
with a larger percentage of international trafﬁc

for a period from 2009 to 2014.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irports and producing
performance improving policies for the inefﬁ
cient airports will make importan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es (Örkcü et al., 2016).
Wanke, Barros, and Nwaogbe (2016) used
Fuzzy-DEA models to capture vagueness in
input and output measurements obtained from
Nigerian airports. Li, Yang, Zhang, and Cao
(2016) evaluated regional total factor transport
efficiency in China based on the Super-SBM
DEA model considering undesirable output and
explores the influence factors of transport
efficiency in China during the period 1995–
2012. Liu (2016) evaluated the overall efficiency
and the operational efficiencies of aeronautical
service and commercial service of 10 East
Asian airport corporations from 2009 to 2013
using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and identifie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respective sub-processes efficiency
using the Panel Data model.
The airport managers should always prepare
for the future, but the past evaluation method
didn’t consider the forecast of airport future
performance. Our research try to use Grey
system model GM(1,1) to forecast the future 5
years’ airport performance, after that, the
airport efficiency will be evaluated using DEA
over 10 years (2011~2020).
In this research we applied the input oriented

are expected to have lower gross Total Factor
Productivity levels; an airport’s ownership
structure does not appear to have any signiﬁ
cant effect on its performance; the airports with
higher passenger satisfaction level does not
appear to have lower productivity; an airport
that diversify and expand their non-aeronautical
activities such as concessions and other
commercial services are likely to achieve a
higher TFP level; airports with capacity
constraints are expected to have a higher TFP
level although it will impose delays on aircraft
and passengers (Oum et al., 2003).

Ⅲ. Research Model
1. Theoretical framework
The airport system is a complex nonlinear
system. The performance of an airport results
from many factors. The excellent forecast is
very important to help the airport managers to
make a decision. It can help the managers to
improve the management means, put forward
corresponding control and upswing measures,
and accordingly enhance airport efficiency. It’s
quite necessary for the proper construction of
forecast model. Grey system forecast model
uses the known information of the syst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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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e unknown one, and Grey Model is the

indicators that an airport in particular should

creation function based on the standpoints and
methods of conjunction degree convergence
principle, creation number, grey differential

follow; over time the set of indicators of an
individual airport will change as new issues
arise. For DEA we used these indicator, as

coefficient, and grey differential equation. Grey
system theory can turn the system from “grey”

shown in Table 1. The 4 indicators (Number of
Runways; Aircraft Parking Stands; Passenger

to “white”(Chiu, Lai, Chu, Gao, & Hsu, 2016).
There are two main research methods on
airport performance: the productivity evaluation

Terminal Area; Number of Boarding Gates) can

approach and the efficiency evaluation approach;
the difference lies in a concept of maximum
attainable outputs. Whereas productivity considers
actual infrastructure outputs, efficiency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maximum potential output
which can be produced with the available inputs.
The mathematical tool called DEA provides
analysis of different productivity factors and
can help the decision-making of directing the
administrative efforts towards the company
weakness with the objective of increasing its
performance. DEA is a non-parametric method
used to measure a firm/infrastructure performance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can stand

on whatever is produced, in a DEA parlance,
by a decision-making unit (DMU), which in
our case will be the airport.
Taking into account each airport characteristics
and a set of indicators, managers will be in a
key position to decide how many or which

stand well for the input of an airport system,
the 3 indicator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well for the performance of an airport system.
Table 1. Efficiency indicators (DEA)
Input
Number of Runways;
Aircraft Parking Stands;
Passenger Terminal Area;
Number of Boarding Gate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2. Research Model
We adopted the research model using DEA
approach as shown in Fig.1. We define the
airport efficiency is decided by 3 output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and 4 inputs (Number
of Runways; Aircraft Parking Stands; Passenger
Terminal Area; Number of Boarding Gates).

Input:
Number of Runways;
Aircraft Parking Stands;
Passenger Terminal Area;
Number of Boarding Gates;

Output

Output:
Airport
system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Figure 1. The model of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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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2011~2015):

Output (2016~2020):

GM (1,1)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Passengers,
Processed Cargo (Ton.)

Figure 2. Forecast of the airport performance using GM (1,1) model

We use GM(1,1) model to forecast the airport
performance as shown in Fig.2.

Ⅳ. Research Design & Methodology
1. Forecast the studied airports future 5
years’ outputs
Our research tries to use grey model
GM(1,1) to forecast the airport performance.
The grey model based on the grey theory
needs original array of the forecast parameter,
that is,
X (0)={x(0)(k)|k=1, 2, …, n}

(1)

can be constructed for array X (1) and the
parameters can be forecasted, otherwise else
forecast model should be constructed.
The new array is created by making
proximate means on X (1).
Z (1)={z(1)(2), z(1)(3),…, z(1)(n)}

(3)

There into，z(1) (k)=0.5 x(1) (k)+0.5x (1) (k-1);
k=2, 3, n
Construct grey differential equation to X (1)
X (0) (k)+az(1) (k)=b and white-making form
equation is

dx

dt

(1)

 ax (1) = b

(4)

Do 1-AGO to X (0), and the array is obtained,
(1)

(1)

X ={x (k)|k=1, 2, …, n}
k

There into X (1)(k)=  x
i 1

( 0)

(2)

(i ) ; k=i, 1, 2, …, n

or X (1) = {x(1)(1), x(1)(2),…, x(1)(n)} = {x(0)(1),
x(1)(1) + x(0)(2),…, x(1)(n-1) + x(0)(n)}
Array X (0) is made the verification of semi
lubricity and semi exponential law, if the
verification is totally satisfied, the GM (1, 1)

Disperse formula (4), and the forecast model
of the parameters is obtained, according to least
twain-multiplication, the evaluated parameter
array of formula (4) is got,


a 
b 

T
T
a =（B B） 1 B Y=  

(5)

In the formula, B is the matrix created by
proximate means,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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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1) (2) 1
  Z (1) (3) 1

...
B = ...
 Z (1) (n) 1









Y = [ x(0)(2), x(0)(3),…, x(0)(n)]T

numerous DEA applications have been used in

(6)

(7)

Thereby the result of differential equation
(4) is obtained,

b
b
x(k  1)  [ x (1)  ]e  ak 
a
a


(0)

(8)

Formula (8) is the mathematical analytic
equation of the forecast model.
The forecast values are made revivification
verification to evaluate the precision of the
model，according to factual values and forecast
values, remnant error and comparative error are
calculated, and remnant error array is
constructed. GM(1,1) model is constructed to
modify the original model and improve the
precision of the model (YUE Rentian, 2004).

2. Evaluate the efficiency of 5 airports for
10 years
DEA analysis was earlier proposed by some
authors who described it as a mathematical
model that provided a new way of obtaining
empirical estimates of external relationships
(Martín & Román, 2006). This was the origin
of a based method on a multi-criteria approach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different
DMUs depending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a variety of inputs and outputs.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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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banking, armed forces, sports, transport areas,
agriculture, retail sources and electricity
suppliers covering the basic aspects of DEA
models, notation, formulation and geometric
interpretation (Martín & Román, 2006). DEA is
divided into three basic models: variable
returns to scale (VRS), 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and additive models. DEA solves a
linear programming model for each DMU; for
n DMUs n LPPs are solved, with r+s decision
variable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s produced (outputs) and the material
spent in its production (inputs) is maximized
by defining the weight of each output / input,
and taking into account that efficiency of all
DMUs, when using the weight assigned to the
analyzed DMU, cannot be greater than the unit
value. In this study, we used the input oriented
CCR model.
CCR model is oriented on the inputs, for the
airport system, input indicators are much more
than output indicators, so we select CCR
model. The software used for this application
was the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software,
which we believe the best data envelopment
analysis product available.

Ⅴ. Data and Selection of Variables
For DEA method, the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similar scale airports is more
meaningful. For this reason, according to ACI
(2015), we selected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Dubai International Airport, Tokyo Haneda

the airports and airport website. Annual data

International Airpor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were collected for the period of 2011–2015
(with a total of 95 observations).

Data were collected via the annual reports of

Table 2. The input data of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Input Indicator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Number of Runways

3

2

4

2

3

Aircraft Parking Stands

314

173

197

164

218

Passenger Terminal Area(m2)

1382000

1972474

630000

710000

763500

Number of Boarding Gates

131

147

70

100

70

Table 3. Annual performance of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2011~2015)
Airport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Year

Processed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2011

78,674,513

533,166

1,640,232

2012

81,929,359

557,167

1,787,027

2013

83,712,355

567,759

1,843,681

2014

86,128,313

581,952

1,848,251

2015

89,939,049

590,199

1,889,439

2011

50,977,960

326,137

2,194,264

2012

57,684,550

344,245

2,279,624

2013

66,431,533

369,953

2,435,567

2014

70,475,636

357,339

2,367,574

2015

78,014,838

403,517

2,506,092

2011

62,598,351

379,670

879,409

2012

66,720,445

391,156

909,288

2013

68,577,825

403,242

954,359

2014

72,743,763

425,604

1,109,090

2015

75,254,942

438,542

1,173,752

2011

53,904,000

334,000

3,938,000

2012

56,057,751

352,000

4,062,261

2013

59,913,000

372,040

4,122,000

2014

63,367,000

390,955

4,376,000

2015

68,488,000

406,000

4,380,000

2011

41,477,730

229,846

3,085,628

2012

44,880,164

361,720

2,938,157

2013

47,189,849

371,190

2,928,527

2014

51,687,894

402,105

3,181,654

2015

60,098,073

449,171

3,2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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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Forecast Accuracy Measurement

of the forecasting model (Chang CJ, 2013).

MAPE 

As a judgment method, determining the

1
e
 100%, a = actual value

n
a

prediction error indicates the success of a
forecasting model. In this paper, we adopted the
most indicative measurement model--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to measure the accuracy

Lower MAPE indicates a more satisfactory
predictive ability. MAPE values lower than
10% indicate high predictive accuracy.

Table 4.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2011~2015)
Year
Processed Passengers
Forecast Passengers

2011
78,674,513
78674513

2012
81,929,359
81477179

2013
83,712,355
84050750

2014
86,128,313
86705610

2015
89,939,049
89444329

Relative error of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Forecast Aircraft Movements

0.00%
533,166
533166

0.55%
557,167
557385

0.40%
567,759
568480

0.67%
581,952
579796

0.55%
590,199
591337

Relative error of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Forecast Cargo (tons)

0.00%
1,640,232
1640232

0.04%
1,787,027
1795632

0.13%
1,843,681
1826231

0.37%
1,848,251
1857352

0.19%
1,889,439
1889004

Relative error of cargo

0.00%

0.48%

0.95%

0.49%

0.02%

Table 5.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Dubai international airport (2011~2015)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Processed Passengers
Forecast Passengers
Relative error of passengers

50,977,960
50,977,960
0.00%

57,684,550
58,726,637
1.81%

66,431,533
64,575,275
2.79%

70,475,636
71,006,384
0.75%

78,014,838
78,077,973
0.08%

Aircraft Movements
Forecast Aircraft Movements
Relative error of aircraft movements

326,137
326,137
0.00%

344,245
344,027
0.06%

369,953
359,966
2.70%

357,339
376,644
5.40%

403,517
394,095
2.33%

Processed Cargo (tons)
Forecast Cargo (tons)
Relative error of cargo

2,194,264
2,194,264
0.00%

2,279,624
2,306,304
1.17%

2,435,567
2,365,792
2.86%

2,367,574
2,426,815
2.50%

2,506,092
2,489,411
0.67%

Table 6.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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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rocessed Passengers

2011
62,598,351

2012
66,720,445

2013
68,577,825

2014
72,743,763

2015
75,254,942

Forecast Passengers
Relative error of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62,598,351
0.00%
379,670

66,406,223
0.47%
391,156

69,261,164
1.00%
403,242

72,238,844
0.69%
425,604

75,344,542
0.12%
438,542

Forecast Aircraft Movements
Relative error of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379,670
0.00%
879,409

390,237
0.23%
909,288

406,033
0.69%
954,359

422,468
0.74%
1,109,090

439,569
0.23%
1,173,752

Forecast Cargo (tons)
Relative error of cargo

879,409
0.00%

898,038
1.24%

984,205
3.13%

1,078,639
2.75%

1,182,13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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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2011~2015)
Year
Processed Passengers

2011
53,904,000

2012
56,057,751

2013
59,913,000

2014
63,367,000

2015
68,488,000

Forecast Passengers
Relative error of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53,904,000
0.00%
334,000

55,942,075
0.21%
352,000

59,757,538
0.26%
372,040

63,833,231
0.74%
390,955

68,186,902
0.44%
406,000

Forecast Aircraft Movements
Relative error of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334,000
0.00%
3,938,000

353,568
0.45%
4,062,261

370,743
0.35%
4,122,000

388,751
0.56%
4,376,000

407,635
0.40%
4,380,000

Forecast Cargo (tons)
Relative error of cargo

3,938,000
0.00%

4,055,970
0.15%

4,172,911
1.24%

4,293,223
1.89%

4,417,004
0.84%

Table 8.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2011~2015)
Year
Processed Passengers
Forecast Passengers

2011
41,477,730
41,477,730

2012
44,880,164
43,490,974

2013
47,189,849
48,094,224

2014
51,687,894
53,184,700

2015
60,098,073
58,813,970

Relative error of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Forecast Aircraft Movements

0.00%
229,846
229,846

3.10%
361,720
352,205

1.92%
371,190
379,783

2.90%
402,105
409,521

2.14%
449,171
441,587

Relative error of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Forecast Cargo (tons)

0.00%
3,085,628
3,085,628

2.63%
2,938,157
2,892,272

2.31%
2,928,527
3,014,210

1.84%
3,181,654
3,141,290

1.69%
3,275,231
3,273,727

Relative error of cargo

0.00%

1.56%

2.93%

1.27%

0.05%

Table 9. The 5 airports' average relative error of forecast values (2011~2015)
Airport

Processed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0.54%
1.36%
0.57%

0.18%
2.63%
0.47%

0.49%
1.80%
1.96%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0.41%
2.51%

0.44%
2.12%

1.03%
1.45%

To examine the accuracy of the constructed
model, this paper compares the forecast values
with the statistics values of the 5 airports from
2011 to 2015.
Take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s an example,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of Processed Passengers is only
MAPE 

1 5 e
  0.5441% , and the MAPE of
4 k 2 a

Aircraft Movements is only 0.18%, and the

MAPE of Processed Cargo (tons) is only 0.49%.
The biggest MAPE is only 2.63% among all
the MAPEs, the precision of the model is high
(see table 4 to 9, Fig.3, Fig.4 and Fig.5).
Airport outputs will increase stably in the
future 5 years. It is considered that the model
has excellent forecast ability at the condition,
and the forecast result has high precision.
Now we predict the outputs of the 5 airports
from 2016 to 2020 (see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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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Beijing airport (2011~2015)

Figure 4.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Beijing airport (2011~2015)

Figure 5. Comparisons between the statistics values and forecast values of Beijing airport (2011~2015)

94

2017. 6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Table 10. Annual performance forecast of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2016~2020)
Airport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Dubai international
airport

Tokyo Haneda
international airpor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Year

Processed Passengers

Aircraft Movements

Processed Cargo (tons)

2016

92,269,553

603,108

1,921,195

2017

95,184,016

615,113

1,953,934

2018

98,190,536

627,357

1,987,231

2019

101,292,022

639,845

2,021,096

2020

104,491,472

652,581

2,055,538

2016

85,853,827

412,355

2,553,623

2017

94,404,086

431,460

2,619,490

2018

103,805,872

451,450

2,687,056

2019

114,143,991

472,367

2,756,365

2020

125,511,692

494,253

2,827,462

2016

78,583,760

457,362

1,295,560

2017

81,962,239

475,876

1,419,869

2018

85,485,965

495,138

1,556,105

2019

89,161,184

515,180

1,705,413

2020

92,994,408

536,034

1,869,047

2016

72,837,509

427,435

4,544,354

2017

77,805,306

448,198

4,675,375

2018

83,111,926

469,969

4,810,175

2019

88,780,477

492,797

4,948,860

2020

94,835,646

516,734

5,091,544

2016

65,039,064

476,164

3,411,747

2017

71,923,045

513,449

3,555,587

2018

79,535,653

553,653

3,705,491

2019

87,954,009

597,005

3,861,714

2020

97,263,395

643,752

4,024,525

We use the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
software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5

airports’ performance, followings are the results
(see table 11, fig.9~fig.13):

Table 11. Efficiency of the 5 airports’ performance from 2011 to 2020
(100% means efficient, below 100% means inefficient, as the value smaller the more inefficient.)
Year

Beijing Capital Airport

Dubai airport

2011

100.00%

96.4%

Tokyo Haneda airport Shanghai Pudong airport
100.00%

100.00%

Hong Kong Airport
100.00%

201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7

96.9%

100.00%

100.00%

100.00%

100.00%

2018

93.8%

100.00%

100.00%

100.00%

100.00%

2019

90.7%

100.00%

100.00%

100.00%

100.00%

2020

87.7%

100.00%

100.00%

100.00%

100.00%

95

교통연구 제24권 제2호

Figure 6. Comparisons between the 5 airports forecast Processed Passengers (2016~2020)

Figure 7. Comparisons between the 5 airports forecast Aircraft Movements (2016~2020)

Figure 8. Comparisons between the 5 airports forecast Processed Cargo (ton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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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iciency of 5 Airports’ Performance in 2011

Figure 10. Efficiency of 5 Airports’ Performance in 2017

Figure 11. Efficiency of 5 Airports’ Performance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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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iciency of 5 Airports’ Performance in 2019

Figure 13. Efficiency of 5 Airports’ Performance in 2020

Table 11, fig.9~fig.13 show the efficiency
comparisons between the 5 airports’ performance
from 2011 to 2020. The comparisons tell us
Beijing Capital Airport did very well in the
past 5 years, and will do well in 2016, but
needs to improve its performance a lot from
2017 to 2020. The other 4 airports will have
excellent efficiency from 2016 to 2020, it’s
important for the other 4 airports to keep their
efficiency.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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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Conclusion
1. Summary
The general aim of this work is to evaluate
efficiency of airports performance using robust
but flexible methodologies, and incorporating
traditional indicators as well as new constraints.
As mentioned, airports are complex infrastructures,
located in the middle of a chain of agents, and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to promote the performance of an airport itself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did efficiently from

al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at chain as a
whole. To achieve such a goal, it is necessary

2011 to 2016 continuously, but Fig.10~Fig.13
tell us, the airport will be inefficient from 2017

to understand the added value of the airports in

to 2020 compared with the other 4 airports.

particular too, so the choice of the indicators
(simple or complex) to construct the rankings

Because the airport is very big, the increasing
rate of output is not fast enough, the airport
needs to improve its efficiency a lot from 2017

to benchmark the infrastructure must be very
accurate. There are several sets of indicators as
well as several benchmarking techniques;
however, airport stakeholders need simultaneously
robust and flexible tools, mainly because air
transportation acts inside an interactive and
iterative world where changes are sudden and
quick.
Our study cases were based on the top 5
busiest Asian airports, 3 in China (Beijing
Capital, Shanghai Pudong and Hong Kong), 1
in The United Arab Emirates (Dubai) and 1 in
Japan (Tokyo Haneda). In terms of processed
passengers, Table 10 tells us,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will continue to be the
busiest airport in Asia during 2016 and 2017,
and Fig.6 tells us, Dubai international airport
will become the busiest airport in Asia from
2018 to 2020. Fig.7 tells us, in terms of
aircraft movements,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will continue to be the busiest airport in
Asia from 2016 to 2020. Fig.8 tells us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will continue to be
the largest cargo airport in Asia from 2016 to
2020. Fig.9 tells us, as the largest airport in the
world, Dubai international airport was inefficient
compared with the other 4 airports in 2011.
That means, the airport yielded less output than
it can, but the airport did efficiently from 2012
to 2020 continuously. Table 11 tells us, as the
second largest airport in the world, Beijing

to 2020.

2. Limitation
This paper does not do research on other
world famous airports, such as Atlanta
Hartsfield 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London
Heathrow Airport, Paris Charles De Gaulle
Airport, follow-up study can try in this direction,
in order to make a complete evaluation of the
whole world-famous airports.
At the same time, GRA（Grey relational
analysis）is a kind of useful evaluation method,
follow-up study can try to use Grey relational
analysis to make a complete evaluation of the
whole world-famous airports.

❙References
1. Abrate, G., & Erbetta, F., “Efficiency and patterns of
service mix in airport companies: An input distance
function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46(5), 2010. pp.
693-708. doi:10.1016/j.tre.2009.12.003.
2. ACI, 2015 Annual Report, 2015.
3. Ahn, Y.-H., & Min, H., “Evaluating the multi- period
operating efficiency of international airport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39, 2014.
pp. 12-22. doi:10.1016/j.jairtraman.2014.03.005.
4. Baltazar, M. E., Jardim, J., Alves, P., & Silva, J., “Air

99

교통연구 제24권 제2호

Transport Performance and Efficiency: MCDA vs. DEA
Approache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1,
2014. pp. 790-799. doi:10.1016/j.sbspro.2014.01.113.

efficiency of airports with airplanes delays as undesirable
outputs. Computers & Operations Research, 38(1), 2011.
pp. 131-139.

5. CAAC, The Twelfth Five-Year Plan of China's Civil
Aviation Development (2011 to 2015), 2011.

17. Marques, A. G., M., Application of the Multicriteria
Decision Aid (MCDA) to the Industrial Airport Project of
Viracopos, 2009.

6. Chang CJ, L. D., Dai WL, Chen CC, “Utilizing an
Adaptive Grey Model for Short-Term Time Series
Forecasting: A Case Study of Wafer-Level Packaging”,
Mathematical Problems in Engineering, 2013, 6.
7. Chang, Y.-C., Yu, M.-M., & Chen, P.-C.,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hinese airport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31, 2013. pp. 19-21. doi:10.1016/
j.jairtraman.2012.11.002.
8. Chiu, K.-C., Lai, C.-S., Chu, H.-H., Gao, Y.-X., & Hsu,
H.-W., “Brand Equity on Purchase Intention of Creative
Products by GM (h, N)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Journal of Grey System, 19(2), 2016. pp. 59-65.
9. Gillen, D., & Lall, A., “Developing measures of airport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33(4), 1997. pp.
261-273.
10. Hooper, P. G., & Hensher, D. A., “Measur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airports—an index number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33(4), 1997. pp. 249-259.
11. Humphreys, I., & Francis, G., “Performance measurement:
a review of air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
Management, 1(2), 2002. pp. 79-85.
12. International, A. A. C., Annual Report 2014, 2014.
Retrieved from Genève: ACI World Headquarters.
13. Lai, P. L., Potter, A., Beynon, M., & Beresford, A.,
“Evaluating the efficiency performance of airports using
an integrated AHP/DEA-AR technique”, Transport Policy,
42, 2015. pp. 75-85. doi:10.1016/j.tranpol.2015.04.008.
14. Li, T., Yang, W., Zhang, H., & Cao, X. (2016). Evaluating
the impact of transport investment on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s in China. Transport
Policy, 45, 66-76. doi:10.1016/j.tranpol.2015.09.005
15. Liu, D., “Measuring aeronautical service efficiency and
commercial service efficiency of East Asia airport
companies: An application of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52,
2016. pp. 11-22. doi:10.1016/j.jairtraman.2015.12.001.
16. Lozano, S., & Gutiérrez, E., Slacks-based measure of

100

2017. 6

18. Martı́n, J. C., & Roman, C., “An application of DEA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Spanish airports prior to
privatization”,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7(3), 2001. pp. 149-157.
19. Martín, J. C., & Román, C., “A benchmarking analysis of
Spanish commercial airports. A comparison between
SMOP and DEA ranking methods”, Networks and Spatial
Economics, 6(2), 2006. pp. 111-134.
20. Morrison, W., “Understanding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of airport performance benchmarking”, Journal
of Airport Management, 3(2), 2009. pp. 145-158.
21. Örkcü, H. H., Balıkçı, C., Dogan, M. I., & Genç, A.,
“An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urkish
airport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2009–2014 case”,
Transport Policy, 48, 2016. pp. 92-104. doi:10.1016/
j.tranpol.2016.02.008.
22. Oum, T. H., Yu, C., & Fu, X.,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ductivity performance of the world’s major airports:
summary report of the ATRS global airport benchmarking
research report—2002”,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9(5), 2003. pp. 285-297.
23. Sarkis, J., “An analysis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major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18(3), 2000. pp. 335-351.
24. Suzuki, S., Nijkamp, P., Rietveld, P., & Pels, E., “A
distance friction minimization approach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A comparative study on airport
efficienc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07(2), 2010. pp. 1104-1115. doi:10.1016/j.ejor.2010.05.049.
25. Tovar, B., & Martín-Cejas, R. R., “Are outsourcing and
non-aeronautical revenues important drivers in the
efficiency of Spanish airport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5(5), 2009. pp. 217-220. doi:10.1016/
j.jairtraman. 2008.09.009.
26. Tovar, B., & Martín-Cejas, R. R.,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s in Spanish airports: A
parametric distance function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46(2), 2010. pp. 249-260.

E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27. Vasigh, B., & Hamzaee, R. G.,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 of US commercial airport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4(4), 1998. pp.
209-216.
28. Wanke, P., Barros, C. P., & Nwaogbe, O. R., “Assessing
productive efficiency in Nigerian airports using FuzzyDEA”, Transport Policy, 49, 2016. pp. 9-19. doi:10.1016/
j.tranpol.2016.03.012.
29. YUE Rentian, W. Z. L. L., “Application of Grey Theory
on Quantified Forecast for Aviation Ground Thunderbolt
Accidents”, 2004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ty
Science and Technology, 4, 2004. pp. 150-153.

101

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1. 참여 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및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

2. 논문 종류 : 학술논문, 정책논문 등

하는 교통 전문 학술지로서 투고 원고는 다른 간
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논문 분량
￭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
고를 정본 1부와 원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등과

지 18매 내외로 작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접수 및 제출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 접수 : 수시

(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이지 이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표․ 그림은 직
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

5. 학술지 논문접수 마감일 및 발간일

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마감일

1. 31

4. 30

7. 31

10. 31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 이내의 국
6. 내용
￭ 원고 내용은 교통 관련 모든 분야로 다른 학회
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원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기준을 참조하

문 초록을 작성한다.
5.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
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
지 않는다.
6. 교통연구 게재 확정된 논문의 디지털정보 권한
은 본원에 귀속된다.

여 제출 바랍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ti.re.kr)의
공지사항에서는 논문작성스타일(아래한글)을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코자 하는 논문에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지식경영본부 교통연구 담당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 E-mail : tskim@koti.re.kr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 전화 : 044-211-3124

을 의뢰하고,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
원 3인은 원내 1인, 원외 2인을 원칙으로 한다.

105

교통연구 제24권 제2호

3.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

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며,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4.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2) 제목 : 표지는 국 ․ 영문제목, 국 ․ 영문 저자명, 소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로 작성한다.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

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
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심
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악
(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6.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로 작성
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ABSTRACT’으
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재한다.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
으로 작성한다.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으로 작성하며,

7.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심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 면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

7) 참고문헌은 동양서(가나다순) 다음에 서양서(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

8)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9)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

2. 사용어 및 표기

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장 :Ⅰ/ 절 : 1 / 항 : 가 / 목 : 1), -, ․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3. 번호수식의 표시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하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1. 논문의 체제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 ․ 영문초록, 본문(서

 y = ax²+ bx+c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문

(1)

4. 도표 및 그림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같이 < >

106

2017. 6

논문 발간 안내 사항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해

Divide, 1984. p. 255

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표기하고, 그

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기’로 표기한다.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도. 인용면.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5.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대한교통학회 발행의 교통

법리에 대한 실증분석”, 교통연구, 제22권,
2000. pp. 81-96.

용어집을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

2. Coffey, W. J. and Baily, A. S., “Producer Services

하여 원어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and Change,

( ) 안에 쓴다.

22(4), 1991. p. 118.

6. 인용문 작성방법
1) 인용문 : 논문내용 중에 인용문장이 있을 경우 인
용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인용논
문의 저자 및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Cervero, 1982).
2) 논문내용 중에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이름 뒤에 괄호를
하고 논문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Dewecs(1994)는 13마을에 달하는 토론토의 지
하철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7.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위첨자
로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 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참고문헌 및 각주 작성 형식 : 참고문헌은 국문문
헌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
체), 게재지(주기) , 출판년도. 인용면.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77. p. 100.
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
년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81. p. 38
5 <인터넷자료> 검색자료명, 사이트명(주소),
[검색연월일].
1. 안양시 인구현황, 안양시청(http://www.anyang.
go.kr), [2007. 2. 14].
8. 주작성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
1) 논문 표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차 등), 게재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과

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같다.

예1) 2014년 9월 15일 접수, 2014년 10월 21일 최종

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
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1. 박문수 ․ 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

수정, 2014년 11월 15일 게재 확정
예2) Received September 15, 2014. Revised October
21, 2014. Accepted November 15, 2014.

사, 1995. p. 35.
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Industrial
107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KOTI 연회원제 안내
•KOTI 연회원제

交通硏究

•회원가입절차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간행물·연구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교통 관련 최신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 하기 위해 ‘KOTI 연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회원가입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본원의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보내신 후 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다.
※ 홈페이지(http://www.koti.re.kr)에서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교통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논문집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책문제 및
이론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게재합니다. 본지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및 학술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전문가 및 연구자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구분
내용

연회비

특별회원

정회원

100,000원

30,000원

1.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계간 「교통연구」

회원혜택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2. 연구총서 제공
3. KOTI Brief 제공
•판매책자 50% 할인 혜택
•이메일 정보 서비스

편집위원장 : 오재학(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회비납입처

김익기(한양대 교수)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농협 301- 0162-3867- 61 (예금주 : 한국교통연구원)

편 집 위 원 : 김성수(서울대 교수)
김원규(항공대 교수)

•회원가입문의

문진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KOTI 연회원 담당자

배상훈(부경대 교수)
성낙문(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심대영(가톨릭관동대 교수)

인쇄일자 | 2017년 6월 30일

오준석(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교수)

발행일자 | 2017년 6월 30일

윤대식(영남대 교수)

발 행 인 | 이창운

윤일수(아주대 교수)

발 행 처 | 한국교통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이선하(공주대 교수)
장수은(서울대 교수)

전

화 | 044-211-3124

추상호(홍익대 교수)

팩

스 | 044-211-3231

하헌구(인하대 교수)

인 쇄 처 | 호정씨앤피

홍석진(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교수)

등록번호 | 세종바 00007 (1994. 6. 14 등록)

최창호(전남대 교수)

편 집 간 사 : 김태식(한국교통연구원 정간물관리과장)

보 급 가 | 10,000원

전화 044) 211-3029 ｜ 팩스 044)211-3231 ｜ E-mail kotibook@koti.re.kr

회원께 드리는 발간물 안내
■ 『교통』 (연 12회, 5,000원)
교통분야에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4-5편의 논문, 해외통신원이

■『KOTI Brief』 (주간)
최근 이슈가 되는 교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소개한 발간물

수집한 선진 각국의 최신 교통정보, 교통분야 저명인사와의 대담,
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한 월간 교통 전문지

■ 연구총서 (특별회원에 한함)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 단위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교통연구』 (연 4회, 10,000원)
분야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우수 논문을 수록한 교통 전문
학술지

■ 수시연구 보고서 (50% 할인)
정책적 현안에 대한 단기 연구보고서

제
24
권

2017. 6

| 제24권 제2호

ISSN 1738-4028

제
2
호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Vol. 24, No. 2 / June 2017
01	
Cost Structure of the Urban Bus Industry in Seven Large Korean Cities: An Application of the Fourier Flexible
Functional Form
Song, Jiyoung· Kim, Sungsoo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02	
Modeling Accident Rates at Three-way Unsignalized Intersections with Random Parameters Tobit Model
Park, Min-Ho · Park, Je-Jin · Lee, Dong-Min

03	
Development of Running Red Light Crash Modelling at Signalized Intersections for Safety Evaluation
Park, Jeong-Soon · Bae, Kwang-Soo

04

 Study on Staggered Crosswalk Distance Estimation and Pedestrian Signal Operation at Roundabouts for
A
Vulnerable Users
Jeong, So-Dam · Lee, Sol · Ahn, Woo-Young · Choi, Hyung-Wook

05

 n Analysis of Traffic Flows and Land-Use on Urban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A
System
Kim, Youngkook

06

2
0
1
7
.

E valuating Efficiency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DEA Approach
Zhanwei Wang · Hee-Young Hur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Tel: 044-211-3124
Fax: 044-211-3231
www.koti.re.kr

6

72

9 771738 402008
ISSN 1738-4028

01

한국 7개 대도시 시내버스운송업의 비용구조 분석
- Fourier 함수형태를 이용하여 송지영·김성수

02

Random Parameters Tobit 모형을 이용한 무신호 3지교차로 사고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민호·박제진·이동민

03

신호교차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호위반사고 예측모형 개발
박정순·배광수

04

교통약자를 고려한 회전교차로 2단 횡단보도 이격거리 산정 및 보행신호 운영에 관한 연구
정소담·이솔·안우영·최형욱

05

GIS 응용 교통 및 토지이용자료를 기반으로 한 도시 대기오염 분석
김영국

06

DEA를 이용한 공항운용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
왕잔웨이·허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