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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시외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노선의 신설‧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적정 공급수준
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된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계통정보를 활용하여
지역간 시외버스의 공급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KTDB의 지역 간
여객 버스수요와 노선운행정보를 활용한 기종점 터미널 간 시외버스 수요 및 공급 산정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기종점 쌍 간 시외버스의 공급수준과 수요수준만으로 기종점 쌍의 공급수준을
평가할 경우 해당 기종점 쌍의 경로를 지나는 타 기종점 쌍 간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실제 노선의
운영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종점 쌍
간 수요공급비 이외에 추가로 링크단위의 수요공급비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종점 쌍의
수요공급비와 기종점 쌍의 대안 경로에 해당하는 링크 간 수요공급비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기종
점 간 공급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대중교통, 시외버스, 노선, 공급수준, 수요공급비

In order to manage intercity bus routes and to examine new routes, evaluation of supply level
between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should be preceded.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ethodology to calculate the supply level between terminals using computerized route information
of intercity bu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a method to estimate the supply level between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And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y in obtaining real demand,
we examined a method of estimating the demand level between terminals using KTDB's
inter-regional bus demand and route information of intercity bus. We also proposed a method to
examine the link based supply-demand ratio in addition to the supply-demand ratio between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in order to address a problem that level of service for the actual
operation can not be properly evaluated when evaluating the supply level based on only supply
and demand levels between departure and arrival terminal. We can evaluate the supply level by
examining the supply-demand ratio between two terminals and supply-demand ratios of the links
corresponding to alternative routes at the same time.
￭ Keywords: Public Transportation, Intercity Bus, Bus Route, Supply Level, Supply-demand Ratio

시외버스 노선의 공급수준 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제 전산화된 노선별 운행계통정보와 국가교통DB센
터(KTDB)에서 배포하고 있는 전국 여객기종점통행

시외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노선의 신설‧조정 등

량 자료를 활용하여 기종점 간 수요공급비를 산정

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공급수준에 대한 검토가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필요하다. 그리고 시외버스 노선의 현 공급수준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간 시외버스 공
급수준 대비 수요수준 검토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외버스의 공급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Ⅱ. 기존 연구 고찰

는 시외버스 노선별 경로와 운행횟수 등 노선과 관
련한 운행계통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외버스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간 통행을 서비스하는 시

운행계통정보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계통정

외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와는 달리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문서 기반 하에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서로 다른 주 간 통행의 대

관리되고 있어, 공급수준 평가뿐만 아니라 시외버

부분은 항공이 담당하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자가

스 노선의 실제 운행현황을 파악하는데도 큰 어려

용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 즉, 버스 서비스를 이

움을 겪고 있다.

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과

한국교통연구원(2016)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운행회수가 적다. 유럽의 경우는 철도 시스템이 매

시외버스 운행계통의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우 발달하여 많은 나라에서 지역 간 이동 서비스는

시외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분

버스보다는 철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일본의

석할 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체계 분석 및 조회시스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시외버스

템을 구축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향후 지역 간 철도

서비스가 존재하였으나 이용자가 적어 많은 경우

및 지하철, 시내/시외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네트워

영업을 중단하였고 항공과 철도 서비스가 열악한

크 통합을 통해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 통합체계를

아주 작은 틈새시장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해외

구축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의 많은 나라들에서 시외버스 서비스가 흔하지 않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된 시외버스 노선 데이터

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활성화된 경우가 많지 않기

를 활용하여 기종점 간 시외버스의 공급수준을 산

때문에 시외버스 시스템에 관한 교통 측면에서의

출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종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 시외버스의 적정 공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외버스 서비스가 비교적

요 지표 중 하나인 수요공급비를 산정하는 방법론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철도 서비스에 밀려 지

을 제시하고자 한다.

속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를 반영하듯 시외버스 서비스 제고를 통한 시외버

시외버스 네트워크의 분석 사례와 기종점 터미널

스 운송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간 공급수준 분석방법론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수행되었다. 조규석(2007), 전상민(2011), 전상민과 박

제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법론이 갖는

원일(2012, 2014)의 연구는 모두 시외버스의 서비스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링크(터미널 구간) 기반

제고 방안과 그를 통한 시외버스 운송 산업 활성화

공급수준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

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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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외에 교통 시스템 측면에서의 분석적 연구

외버스 네트워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는 많지 않다.

의의가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시외버스 네트워크
데이터 구축과정을 통해 인‧허가된 시외버스 운행

1. 시외버스 환승 서비스 관련 연구

계통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 운행현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성낙문 외 3인(2009)은 시외버스 노선망의 연결

의의가 있다.

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위해 시외버스

한국교통연구원(2016)은 고속도로 상에 대중교통

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

연계시설(ex-HUB)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버스 업종별 운송업체수 및 총 매출액 변화추이 분

수립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2014)이 구축한 시외버

석을 통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

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연계환승 서비스

하였다.

의 도입효과를 추정하였다. 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

한국교통연구원(2013)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중

보 지점별로 대중교통 연계시설이 구축될 경우 해

교통 환승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

당 지점을 경유하는 시내/시외버스 노선들을 이용

립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시외

함으로써 통행시간이 절감되는 기종점 쌍을 추출하

버스 환승체계를 분석하였다. 248개 교통 존 간의

고 각 기종점 쌍별 절감되는 통행시간, 전환되는 통

시외버스 연계성을 분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행수요를 추정하여 해당 시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시외버스 간 환승 서비스를 통해 통행시간을 절감

추정하였다.

시킬 수 있는 기종점 쌍을 추출하고 해당 기종점
쌍의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 휴게소 위

2. 시외버스의 수요공급수준 분석 연구

치를 선정하여 휴게소 환승센터의 기대효과를 추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KTDB의 시외버스 노선

미국의 대중교통용량편람인 TCQSM(2013)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인‧면허

버스, 수요대응형 버스, 밴풀(vanpool), 철도, 페리 수

받은 노선정보도 아니고, 실제 운행하는 운행현황

단에 대한 용량 및 서비스수준 평가 방법이 소개되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 모사에 있어서 한계를

고 있다. 하지만 TCQSM에서 제시하는 용량 및 서

갖는다.

비스 수준은 버스 차선 혹은 정류장에서의 용량과

한국교통연구원(2014)은 전국 대중교통 네트워크
의 통합 효과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비스수준으로 두 기종점 간 공급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중교통 수단별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였다. 시

박준식 외(2016)는 시외버스의 적정 공급수준을

외버스 네트워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교

분석하기 위해 KTDB에서 제공하는 지역 간 여객통

통부에 등록된 전국 시외버스 노선별 운행계통을

행량 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2014)이 구축한 시외버

검토하였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리정보를 포

스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기종점 간 통행수요

함한 시외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시외버스

와 공급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노선의 운행 현황에 관한 통계적 분석에 그치고,

그 결과 기종점의 통행수요와 공급수준 단순 비교

시외버스 네트워크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만으로는 시외버스의 적정 공급수준을 제대로 평가

은 한계는 있지만 처음으로 지리정보를 포함한 시

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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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노선의 공급수준 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Ⅲ. 시외버스 공급수준 분석 방법론

간 실제 발생된 통행량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아래의 <그림 1>의 (a)는 두 개의 시외버스터미

지만 이 정보를 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

널이 직결되어 있는 한 노선을 나타낸다. 이 경우

려움이 존재하며 장래에 신설될 노선에 대한 수요

두 터미널 간 수요 정보(10명)와 터미널 사이를 운

량 또한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행하는 노선들의 운행횟수 정보(2회*40명/회=80명)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구득 가능 한 버스여객수요

만으로도 터미널 간 수요/공급비(10/80≈0.12)를 쉽

자료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KTDB의 지역 간 여객

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의 (b)와 같이

OD를 활용하여 버스 OD를 시외버스 노선 네트워

중간 경유지가 있는 경우, 중간 경유 링크들의 수요

크에 통행 배정함으로써 기종점 터미널 간 혹은 터

/공급수준을 고려치 않은 채 기종점 간 수요/공급

미널 링크별 수요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량 정보만 이용하여 공급수준을 판단한다면 해석에

이를 위해 기존의 통행배정 방법과 같이 존 센트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로이드를 해당 존 내 터미널 노드에 센트로이드 커

기종점 간 수요/공급량 정보만 이용하여 수요/

넥터로 연결하여 통행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공급비를 산정할 경우 0.12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하지만 이 방법은 최단비용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

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Z→B 구간은

해 실제 터미널의 노선운행계획과 상관없이 목적지

중간경유노드(Z→B) 간 수요량으로 인해 공급에 문

방향의 존 경계에 위치한 터미널에 연결된 센트로

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종점 간 공급수준을 평가

이드 커넥터를 따라 통행 배정되어, 배정된 결과가

하기 위해서는 기종점 간 경로 기반의 수요/공급수

현실과 다르게 모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준 뿐만 아니라 경유 터미널들 간 링크 기반의 수요

있다. <그림 2>의 경우 A존에서 B존으로 이동하는

/공급수준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통행량을 고려해 보자. A존에는 2개의 버스터미널 1

기종점 터미널 간 혹은 터미널 구간의 수요 및 공급

번과 3번이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1번 터미널은 시

수준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가지에 존재하고 접근교통이 좋아 터미널 영향권
내 잠재수요가 큰 편이라 가정하자. 그리고 3번 터
미널은 시 외곽 쪽에 존재하여 접근도 용이치 않으

1. 수요 추정 방법론

며 터미널 영향권 내 잠재수요도 작은 편이라고 가
기종점 간 수요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정하자. 이러한 경우 현실에서는 A존의 1번 터미널

<그림 1> 직결노선과 경유노선의 수요/공급비 분석 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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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얻은 터미널 구간(링크)의 수요량은 경유
터미널 구간의 수요량으로 사용된다.

가. 기종점 터미널 간 수요추정 방법론
KTDB에서 제공하는 지역 간 버스 OD를 기종점
터미널 간 버스 OD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발존 O의 유출량을 출발존 내 터미널의 유출
량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식 1)과 같이 출발존에서
도착존으로 가는 노선의 총 운행횟수 대비 해당 터
<그림 2> 존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이용한 통행배정의 한계

미널에서 도착존으로 가는 운행노선의 비를 활용한
다. 이것은 일종의 존 세분화 방법인데 일반적인 존

을 이용하여 B존으로 이동하는 통행수요가 클 것이

세분화는 발생/도착존의 특성에 따라 일괄적으로

고, 이러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B존으로 이동하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만, 이 방법은 각 OD쌍의 운

는 노선은 1번 터미널에 더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행특성(횟수)에 따라 OD쌍별로 비율이 달리 적용된

하지만 그림과 같이 센트로이드 커넥터를 이용하여

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A존과 1, 3번 터미널 노드를 연결하여 통행 배정할
경우에는 터미널의 위치조건과 노선의 운영횟수 정





∈

보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최단거리(시간)경로인
3번 터미널에 더 많은 통행량이 배정될 것이다. 일
반적으로 커넥터의 비용은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
거나 무한히 작은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DB에서 제공하



    × 


(식 1)

   터미널에서존의 량
  터미널이 위치한 존
 

 터미널이 위치한 존에서 존까지 량
 터미널에서 존까지 운행횟수
  터미널이 위치한 존에서존으로가는
노선이있는터미널집합




는 지역 간 버스 OD를 기종점 터미널 쌍별 노선 운
행회수 정보를 활용한 존 세분화를 통해 터미널 간

<그림 3>과 같이 A존 내에는 3개의 터미널이 있

버스 OD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존세분화를 통해 얻

으며 각 터미널 내 노선들의 도착존과 운행횟수는

은 터미널 간 버스 OD를 시외버스 노선으로 구축

그림과 같다고 할 때 <표 1>의 A존 유출량을 각 터

된 네트워크에 통행배정함으로써 터미널 구간(링크)

미널 유출량으로 배분해보자. 먼저 터미널1의 경우,

별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터미널1을 지나는 노선들의 도착존은 C존, E존이며

일반적으로 기종점 쌍 간 운행회수는 기종점 쌍

각 도착존까지 운행횟수는 각각 2회, 3회이다. A존

간의 이동수요를 고려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운행회

에서 C존까지의 총 운행회수는 터미널1-C 2회, 터미

수는 이동수요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

널2-C 8회, 총 10회이며 그 중 터미널1에서 C존까지

서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 쌍 간 운행회수 정보를 이

의 운행횟수는 2회이기 때문에, 터미널1에서 C존의

용하여 터미널 간 버스 OD를 구축하였다.

유출량은 A-C 통행량 10에서 2/10인 2라고 할 수 있

여기서 존세분화를 통해 얻은 터미널 간 버스
OD는 기종점 터미널 간 수요로 사용되며, 통행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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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위의 식을 이용하여 A존의 나머지 터
미널들의 유출량을 배분해 보면 <표 2>와 같다.

시외버스 노선의 공급수준 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널 간 버스 OD를 터미널 간 링크 수요로 2차 변환
하기 위해서 전산화된 시외버스 네트워크에 통행배
정 하였다. 이때 사용된 시외버스 네트워크의 구조
와 통행배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1) 시외버스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 사용되는 시외버스 네트워크는 노선은
링크로, 터미널은 노드로 표현되는 노드-링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시외버스 네트워크는 도로
<그림 3> A존 터미널 경유 노선들의 도착존 및 운행횟수

네트워크와는 달리 환승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노드는 실제 터미널 노

도착존들의 유입량 역시 아래의 (식 2)와 같이 운

드(이하 터미널 노드)와 가상의 노선별 터미널 노드

행노선의 비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각 도착존 내 터

(이하 가상 노선노드)로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

미널의 유입량을 계산할 수 있다.

다. 만약 3개의 노선이 지나는 B 터미널의 경우, 1개
의 터미널 노드와 3개의 가상 노선노드가 존재한다.



  
×




(식 2)



∈

그리고 1개의 터미널 노드와 3개의 가상 노선노드
는 환승을 위해 승차환승링크와 하차환승링크로 연
결된다.

   터미널에서터미널의 량
  터미널이 위치한 존

 터미널에서터미널이 위치한


존까지 량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운행횟수
  터미널에서 터미널이 위치한 존으로가는
노선이있는터미널집합

<표 1> KTDB의 지역 간 여객OD 샘플(A존의 유출량)
OD

B존

C존

D존

E존

A존

20

10

5

5

<표 2> A존 유출량을 A존 내 터미널 유출량으로 전환
OD

B존

터미널1

C존

D존

2

A존 터미널2

10

터미널3

10

8

E존
5

5

<그림 4> 시외버스 네트워크 구조도

2) 통행배정방법

나. 터미널 구간의 수요추정 방법론
지역 간 버스 OD를 이용해 변환한 기종점 터미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통행배
정 알고리즘은 분석단위가 링크인지, 경로인지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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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링크 기반 통행배정 알고리즘과 경로 기반 통

행횟수가 1일 5회이고 차량 당 승차정원이 40명/대

행배정 알고리즘으로 나누어지며, 통행자의 인지오

인 경우의 일일 공급량은 200명으로 쉽게 산정된다.

차 고려 여부에 따라 다시 결정적 통행배정 알고리

하지만 해당 기점터미널과 종점터미널을 연결하는

즘과 확률적 통행배정 알고리즘으로 나뉜다.

노선이 복수이거나 환승이 필요한 복수경로가 존재

본 연구에서는 링크 기반 결정적 알고리즘 중 하

한다면 좀 더 복잡한 방법이 요구된다.

나인 Spiess and Florian(1989)의 최적전략 통행배정

<그림 5>와 같이 5개의 노드 A, B, C, D, E와 8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통행배정

의 노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B노드와 D노

시뮬레이터인 Emme/3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드를 연결하는 경로의 최대공급량을 살펴보자. B,

출발지와 목적지까지의 다양한 전략들 중 통행자의

D를 연결하는 대안 경로는 환승 없이 하나의 노선

평균 통행비용(시간)을 최소화 해주는 최적전략들

으로 이동 가능한 직결경로와 두 노선의 환승을 통

에 통행량을 배정한다. 이 기법은 여러 노선이 통과

해 이동 가능한 환승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정류장에서 통행자의 환승통행을 설명할 수

직결경로로는 노선1과 노선2가 존재하고, 이때

있으며, 다중경로에 통행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직결경로의 최대 공급량은 각 일일 운행횟수에 차

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량의 제약을

량 당 승차정원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차량당

고려하지 않고 모든 통행을 최적 전략에 따라 배정

승차정원을 40명으로 가정하면 공급량은 (3회 + 1

한다는 특징을 지녀 존 간 수요량을 터미널 간 수요

회) * 40명/대 = 160명으로 산정된다.

량으로 배분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환승경로의 경우에는 노선3과 노선4를 경유하는
경로와 노선3과 노선6을 경유하는 경로, 그리고 노

2. 공급수준 분석 방법론

선 7과 노선8을 경유하는 경로가 존재한다.
노선3-노선4 경로의 경우 노선3을 타고 B노드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종점 간의 수요공급비만

서 C노드로 1일 5회 총 200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을 가지고 공급수준을 판단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노선4의 경우 C노드에서 D노드로 1일 2회 총 80명

수 있어 경유 터미널 간 링크 기반의 수요/공급수

만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노선3-노선4 경로의

준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지역 간

경우 1일 80명만 수송할 수 있다.

시외버스 공급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기종점 간

같은 방법으로 노선3-노선6 경로의 경우에는 노

시외버스 수요/공급 수준 지표가 보다 직관적이기

선6이 1일 4회 총 160명을 수송할 수 있지만, 노선3

때문에 본 절에서는 기종점 터미널 간 공급 수준 분
석 방법과 링크 기반의 터미널 간 공급수준 분석 방
법을 같이 검토하였다.

가. 기종점 터미널 간 공급수준 분석방법론
기종점 터미널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경로(노선)
가 하나라면 해당 기종점의 시외버스 공급수준은
해당 경로(노선)의 버스운행정보로 쉽게 산정할 수
있다. 만약 기종점을 연결하는 단일 버스 노선의 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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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대공급량 산정을 위한 소규모 네트워크

시외버스 노선의 공급수준 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은 노선3-노선4 경로에서 이미 80명을 할당하였기

경로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대안 경로를 한정

때문에 노선3-노선6 경로에서 노선3은 나머지 120명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만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선3-노선6 경로

기종점의 최단경로 이동시간 대비 일정 배수(k)이하

의 공급량은 1일 3회 총 120명/일이다. 마지막으로

인 대안 경로로 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예를

노선7-노선8 경로의 경우 각 노선의 운행횟수가 동

들어 B노드에서 D노드로 이동하는 경로의 이동시

일하게 2회이므로 노선7-노선8의 공급량은 80명/일

간이 <표 3>과 같고, 최단시간경로 이동시간보다 2

이 된다. 지금까지 산정한 환승경로들의 공급량을

배 이상 소요되는 경로의 경우 대안 경로 집합에서

종합해보면 일일 80명 + 120명 + 80명 = 280명/일

제외한다고 할 때, 노선7-노선8 경로의 경우 최단시

이 되므로, B노드와 D노드를 연결하는 경로들의 최

간경로의 이동시간(1h 30m)보다 2배 이상의 이동시

대공급량은 직결경로 공급량 160명과 환승경로 공

간이 소요되므로 B-D의 대안 경로에서 제외된다.

급량 280명의 합인 440명/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비율계수 k=2일 경우 B-D의 최대공급량 또

위의 예시에서는 쉬운 설명을 위해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있어 특정 기종점 B-D 이동

한 노선7-노선8의 공급량만큼 줄어들어 440명/일 –
80명/일 = 360명/일이 된다.

시의 대안 경로를 다소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으나,

이를 대규로 네트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

우리나라 시외버스 네트워크와 같이 무수히 많은

종점 쌍 간 최대공급량 산정 방법을 일반화시켜보

노드와 여러 노선으로 복잡하게 얽힌 방대한 네트

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기종점

워크에서는 대안 경로 탐색 시 심하게 우회하는 경

을 연결하는 대안 경로집합 탐색 단계이고, 다른 하

로도 대안 경로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 일례로 서

나는 각 대안 경로의 병목공급량 산정 단계이다. 이

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안 경로에는 서울에서 인

를 보다 상세히 단계별로 나누어 나타내면 다음과

천으로 바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서울에서 대전을

같다.2)

거쳐 인천으로 가는 경로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종점의 대안 경로 탐색 시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

<노드 a에서 b로의 최대공급량 산정 알고리즘>

한 대안 경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1) 이를 위해 본

Step 0 : 변수 초기화 과정

연구에서는 각 대안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였다.

- 노드 a에서 b로의 최대공급량( _) = 0

<표 3> B-D 대안 경로들의 이동시간
구분

경로

공급량(명/일)

이동시간

직결
경로

노선1(B-D)

120

1h 30m

노선2(B-D)

40

2h

환승
경로

- 노드 a에서 b로의 최단이동시간( ) = ∞

노선3(B-C)-노선4(C-D)

80

2h 30m

노선3(B-C)-노선5(C-D)

120

2h 40m

노선7(B-E)-노선8(E-D)

80

3h 30m

- 경로 인덱스(  ) = 0
Step 1 : 네트워크 초기화 과정. 노선의 일일운행
횟수와 차량 당 평균승차정원을 이용하여 모든 링
크에 해당 시외버스노선의 공급량을 할당. 즉, 시외

1)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대안 경로를 제한하는 기법은 최소 비용 최대 유량(Minimum Cost Maximum Flow) 산정알고리즘과
구별되는 주요한 차이점임. 만약 대안 경로를 제한하지 않고 이동가능한 모든 경로의 공급량을 산정하게 되면 최소비용
최대유량 산정 알고리즘과 유사해짐.
2) 이는 박준식‧강성철‧김거중(2010)의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 평가 시 사용되는 용량산정 알고리즘을 응용한 것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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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의 경로(  )를 구성하는 모든 링크(  )들
에 해당 노선의 공급량(  )을 할당함. 이를 의사코드
(pseudo code)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for ∀∈
for ∀∈
   ∙
   시외버스노선 집합
  시외버스노선
  시외버스노선의 경로링크의집합
  경로를이루는링크
  링크의 공급량
  시외버스노선의 운행빈도
  시외버스노선의 차량당평균승차정원

Step 2 : 노드 a에서 b로의 i번째 최단시간경로
(   ) 탐색 후, 최단이동시간 설정함(     ).
Step 3 : 만약 의 이동시간(   )이  ∙ 보다
크거나 같다면, 노드 a에서 b로의 최대공급량
( _)를 출력하고 종료. 그렇지 않다면, Step4
로 이동.

<그림 6> 터미널 구간별 공급량 및 수송량 산정

Step 8 : Step 3으로 돌아가 반복함.

나. 터미널 구간의 공급수준 분석방법론
터미널 구간의 공급수준은 기종점 간 공급수준
분석 시 발생될 수 있는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제시되는 지표로써 링크단위의 터미널 간
공급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노선별 운행계
통정보(터미널 경유 정보 및 운행횟수 등)만 있으면

Step 4 : 최단시간경로( )를 이루는 링크 중 공

쉽게 산정가능하다.
<그림 6>과 같이 시외버스 네트워크는 실제 터

급량 병목링크(  )를 찾고, 노드 a에서 b로의 최대

미널 노드 사이에 여러 개의 가상의 노선 노드들과

공급량 ( _)을 병목링크의 공급량( )만큼

노선 링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터미널 노드

증가시킴( _



 _

   

).

간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가상노
드들을 연결하는 노선 링크들의 공급량들을 종합해

Step 5 : 최단시간경로( )를 이루는 모든 링크(  )
들의 공급량( )을 병목 공급량( )만큼 감소시킴.

야 한다.
<그림 6>에서 터미널 B-C 구간의 최대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노선1의 최대공급량 120명/일과 노선

Step 6 : 최단시간경로(



)를 이루는 링크(  )들 중

공급량( )이 0인 링크를 네트워크에서 삭제.

3의 최대공급량 200명/일을 합해 총 320명/일로 산
정된다. 참고로 앞 절에서 통행배정을 통해 얻은
터미널 간 노선별 수요량 또한 터미널 구간 수요로

Step 7 : 경로 인덱스를 1 증가시킨 후(      )
최단시간경로( ) 탐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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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요공급수준 분석 결과 해석
두 터미널 간 시외버스 수요공급수준은 지금까
지 살펴본 기종점 터미널 간 혹은 터미널 구간의 공
급 및 수요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공급량 대
비 수요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KTDB에서 배포한 전국 지역 간 버
스OD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 중인 시외버스
운행계통 정보를 활용하여 기종점별 수요공급비를
산출하였다.

1. 수요 추정 결과
2015년에 배포된 2014년 기준 KTDB의 전국 지역
간 버스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종점 터미널 간
수요와 터미널 구간별 수요를 산정하였다.
<그림 7>은 터미널 간 링크에 배정된 시외버스
통행량을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수요량이 많은 기
종점 쌍일수록 진하고 굵은 실선으로 표현된다.

<그림 7> 터미널 간 수요 추정 결과

그림과 같이 수도권과 부산권과 같은 대도시권
내의 통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TDB

조사된 노선별 운행정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의 전국 지역 간 버스 통행 OD가 고속/시외버스

이용하여 기종점 터미널 간 시외버스 수요/공급수

이외에도 전세버스 및 도시 내 시내/광역버스의 수

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종점 간 대안 경로 탐색

요량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시 현실적인 대안 경로집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 따라서 이후 수요/공급수준 분석 시, 동일 대도

대안 경로집합 선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의해야한

시권내 대중교통수단 수요를 최대한 배제하고 시외

다. 즉, 시간비율계수 k(최단시간경로 이동시간 대

버스수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동일 대도시권

비 대안 경로의 최대이동시간 비율)를 보다 현실성

내의 기종점 쌍을 제외3) 하고 분석하였다.

있는 값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그것은 향후연구로
넘기고, 본 연구에서는 최단경로 이동시간 + 1시간

2. 수요공급비 분석 결과

이하인 경로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총 7,928,804개(2,798×2,798)의 기종점 쌍 중 통행

통행배정을 통해 산출한 터미널 구간별 수요와

량이 존재하는 28,417개4) 의 쌍에 대해서 기종점 간

3)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 생활권역을 정의하여 동일 생활권 내의 통행을 제외시켜야 하지만 동일 생활권을 정의
하고 분류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행정권 단위의 동일 대도시권 내 통행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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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급량 대비 수요량(V/C) 분포
분석된 28,417개 기종점 쌍의 V/C 분포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V/C 구간별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았다.
<그림 8>과 같이 V/C가 0~0.1 사이가 전체의
84.12%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V/C가 1이하인
기종점 쌍은 전체 9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V/C가 1이 넘은 기종점 쌍은 300개로
1.06%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기종점 쌍에서는 상
당히 높은 V/C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수요데이터의 한계5)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9> 수요가 높은 기종점 쌍

9>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0.23에서 3.06까지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V/C가 높게 산정된 호남제일문(전주)-장신
대(완주) 터미널 간 통행의 경우 동일권역 내 통행
<그림 8> 분석된 기종점 쌍의 V/C 분포도

은 아니지만 인접 권역 간 단거리(약 20㎞) 통행인
것으로 보아 시외버스 수요 이외에 시내/광역버스

나. 수요가 많은 기종점 쌍의 V/C

수요도 포함되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된 기종점 쌍 중 수요가 많은 기종점 쌍의

반면, 강남센트럴-광주 터미널 간 통행의 경우 기

V/C를 살펴본 결과, <그림 9>와 같이 수요가 많은

종점 쌍 간 수요대비 공급이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

기종점 쌍은 호남/영남지방의 주요 대도시권간 통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쌍의 대안 경로들을 이

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종점 쌍들의 공급

루는 링크(터미널 구간)별 V/C를 살펴보면, <그림

수준 대비 수요수준은 평균 1.09로 수요 대비 공급

11>과 같이 타 기종점 쌍을 통행하는 수요들로 인

량이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해 각 링크 구간의 V/C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4) 총 7,923,804개 기종점 쌍 중 통행량이 존재하는 쌍은 54,744개이지만 동일 존 내에 위치한 기종점 쌍을 제외하면 39,215
개 쌍이 되며, 동일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기종점 쌍 또한 제외하면 28,417개 쌍이 됨.
5) KTDB의 버스 수요에는 전세버스 수요 및 시내/광역버스 수요 또한 포함되어 있어 수요가 과대 추정될 수 있음. 본 연구
에서는 시내/광역버스수요를 제외하기 위해 동일 대도시권의 기종점 쌍을 제외하였지만 모든 시내/광역버스수요 및 전세
버스수요를 제외시키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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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가장 높은 V/C를 지니는 구간의 경우 전주(안
골)-광주 구간이 3.45이며, 각각의 링크구간 V/C를
각 링크의 수요량으로 가중 평균한 V/C 역시 1.10
으로 높게 산정되었다.
<표 4> 수요가 많은 상위 20개 쌍의 V/C
기점명

종점명

수요

공급

V/C

최대 평균
링크 링크
V/C† V/C‡

천안

아산시외

8,069

8,522

0.95

5.51

3.57

봉강교

천안

7,855

7,308

1.07

5.14

3.29

천안

봉강교

6,204

8,038

0.77

5.51

3.72

아산시외

천안

6,013

4,555

1.32

5.14

3.43

아산고속

천안

5,722

4,576

1.25

5.14

3.51

선산휴게소

대구고속

3,496

4,097

0.85

2.38

1.81

선산휴게소

서대구고속

3,496

4,097

0.85

2.38

2.38

광주

목포

3,470

4,640

0.75

3.47

1.93

광주

강남센트럴

3,297

13,317

0.25

3.53

1.27

쌍용동

아산시외

3,263

3,913

0.83

5.51

4.01

쌍용동

봉강교

3,227

3,913

0.82

5.51

4.18

신창면

천안

3,006

2,938

1.02

5.14

3.13

강남센트럴

광주

2,629

11,318

0.23

3.45

1.10

목포

삼호

2,615

3,172

0.82

3.80

2.26

천안

신창면

2,546

2,765

0.92

5.51

3.46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 기종점 쌍 간 시외버스의

호남제일문

장신대

2,545

832

3.06

6.16

4.23

수요수준과 공급수준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검토하

전주

장신대

2,545

832

3.06

6.16

6.16

김해

진교

2,526

1,200

2.11

1.65

0.48

목포

광주

2,502

5,232

0.48

3.37

2.02

통자료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시외버스의 공급 대비

전주

익산

2,459

6,238

0.39

8.73

2.37

수요수준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

주: †: 기종점 쌍 경로를 이루는 링크 중 최대 V/C
‡: 기종점 쌍 경로를 이루는 링크 중 수요량 가중평균 V/C

<그림 11> 기종점 V/C 와 평균 링크 V/C 비교(강남-광주)

Ⅴ. 결론

였으며, 더 나아가 전산화된 전국 시외버스 운행계

석은 적정 공급수준을 평가할 경우에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및 변경
시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의 기종점 쌍 간 용
량산정방법에 관한 기존연구를 응용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의 기종점 쌍 간 공급수준을 산정하는 방법
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급수준이 적정한지를 판
단하기 위해서 기종점 터미널 쌍 간 수요수준 추정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그림 10> 수요가 많은 상위 20개 쌍의 V/C 분포도

보다 정확한 공급수준 대비 수요수준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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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실적 자료와의 비교 분석이

해당하는 링크의 수요공급비를 동시에 검토함으로

필요하지만 시외버스의 실제 이용실적 자료는 시외

써 기종점 간 적정 공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버스 운영업체의 보안 자료로 구득이 용이치 않아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TDB의 지역 간 여객 버스수요와 터미널 쌍 간 노

다만, KTDB의 지역 간 버스 수요는 시외버스 이

선운행정보를 사용하여 기종점 터미널 쌍 간 수요

외에 시내/광역버스 및 전세버스 수요도 포함되어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KTDB의 지

있어 현 데이터로 수요공급비 산정 시 수요가 과추

역 간 여객 버스 수요는 현실적으로 구득이 용이하

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며 신뢰도가 높은 OD 자료이다. 또한 현재 노선이

는 행정권역으로 분류한 동일 대도시권 내 통행을

운행되지 않아 실적자료가 없는 구간에서의 잠재적

제외하여 시외버스 외 수요를 배제하고자 하였지만,

이용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외버

행정권역으로 분류된 대도시권과 실제 생활권에는

스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시의 공급수준을 분석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히 시내/광역버스 수

수 있다.

요를 덜어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기종점 터미널 쌍 간 공급수준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외버스의 실제 통행실적

산정 방법론과 수요수준 추정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을 정의하여 실

기종점 터미널 쌍 간 수요공급비를 산정하여 공급

제 동일 생활권 내 통행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 검

대비 수요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종점 쌍 간 공급수준과 수요

이외에도 현실적인 대안 경로집합을 생성하기

수준만으로 기종점 쌍의 적정 공급수준을 평가할

위한 시간비율계수 k의 적정 수준 검토를 통해 보

경우 해당 기종점 쌍의 경로를 지나는 타 기종점 쌍

다 현실적인 공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간 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실제 노선의 운영수준을

연구가 필요하다.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재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하고, 향후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 자료와 실적자

기종점 터미널 쌍 간 수요공급비 이외에 추가로 링

료, 통행수요 자료 등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정비가

크(터미널 구간) 단위의 수요공급비를 검토하는 방

될 경우에, 제대로 된 지역간 시외버스 적정 공급수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종점 터미널 쌍 간

준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초

수요를 시외버스 네트워크에 통행 배정하여 링크

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KTDB의 지

단위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과 터미널 간 노선별 운

역간 여객 OD 자료를 사용하여 기종점 간 수요공

행정보를 사용하여 링크 단위의 공급수준을 산정하

급비를 산출한 결과는 분석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

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한 하나의 계산 예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특정

마지막으로 KTDB의 지역 간 여객 버스수요정보

기종점의 적정 공급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노선별 운행정보를

연구에서 개발한 수요공급비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

전산화한 시외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종점 터

에서의 지표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본 연

미널 간 시외버스 수요/공급수준 분석 및 터미널 구

구에서 개발한 수요공급비는 여러 지표들 중 하나

간별 수요/공급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종점 쌍의 수요공급비와 기종점 쌍의 대안 경로에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수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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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노선의 공급수준 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급비 지표 이외에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한 적정 공
급수준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론 또는 평가체계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Spiess, Heinz, and Michael Florian, “Optimal strategies:
a new assignment model for transit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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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을 분석하여 국내물류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DEA-SBM을 활용하여 매출액 상위 20위권 물류기업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빗(Tobit)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기업들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업이익은 효
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자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는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들에 따르면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선별적 관리와 원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요약이 되는 바,
이는 향후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국내 주요 물류기업, DEA-SBM, 토빗(Tobit) 분석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primary logistics companies, which are listed as top 20 on
sales, in order to draw up their improvement dir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efficiency on
the companies is conducted with DEA-SBM. The level of efficiency is on low level.
Determinants of efficiency from tobit regression analysis show operating income has positive
effect while tangible assets, sales costs, and administrative costs negative. Selective management
of tangible assets and curtailment of sales and administrative costs are considered to be needed
to improve efficiency level of Korea’s logistics companies.
￭ Keywords: Logistics Companies, DEA-SBM, Tobit Regression Analysis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효율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Ⅰ. 서론
국내 물류산업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

Ⅱ. 기존 연구 고찰
1. 선행연구 분석

를 계속해왔다. 198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수출 집
약형 경제발전모델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같은 국가

국내물류산업과 물류기업의 효율성 관련 연구는

SOC 확충과 컨테이너를 활용한 무역활동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하헌구, 최아영(2007)은 물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류산업의 현황파악 및 경쟁력 향상 방안 도출을 위

리고 1997년에는 택배업 자유화에 따라 대기업들의

해 DEA-ANP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물류

물류사업 진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산업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물류기업을

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중소업

대상으로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고정자산, 자본총계,

체들이 늘어났고 물류산업 내 공급과잉이 이루어져

운영비용을 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 매출액과 당기

물류산업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

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부터 2005년

한국은 201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물류성

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175로 분석되어 현재 투입

과지수에서 세계 160개국 중 24위를 차지하였다. 이

물의 17.5%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는 IMF에서 발표한 2015년 세계 GDP 순위 11위보

분석되었다.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체 효율

다 낮다. 이는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캐나다(10위)

성 평균이 0.369인 해상 운송업으로, 매출액 및 효율

와 호주(12위)가 국가별 물류성과지수에서 각각 14

성 상위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해

위와 1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은 경제규

상 운송업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효율성에 가장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산업 전

것을 알 수 있다.

반에 걸쳐 존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물류산업의 효율성 수

종업원 수의 과다투입을 줄여야 하고, 매출액 증대

준을 확인하기 위해 Data Envelopment Analysis-Slack

를 위해 물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서비

Based Model(DEA-SBM)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물류

스 영역 확대, 지속적 투자, 활발한 해외진출 및 물

기업들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토빗

류 수요 유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

조문숙, 하헌구(2010)는 DEA와 MPI를 활용하여

의 효율성 관련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135개 물류기업을 대상

요물류기업들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효율

으로 생산성 변화요인을 기업내부의 효율성과 산업

성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기술변화로 분해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

이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

과 국내 물류산업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분석

서는 물류산업과 물류기업의 효율성 관련 국내 선

기간 동안 매년 평균 5.3%의 생산성 증가 추세를 보

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 설

였으며, 규모 효율성의 증가를 생산성 증가의 주요

명과 함께 연구분석자료를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술은 일부 년도의 퇴보를 제외

효율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주요 물류기업

하고는 전반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

따라서 향후의 계속적인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점과 한계로 할애하였다.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수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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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등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투입과 산출관
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
였다.
김천곤, 김숙경, 하헌구(2010)는 산업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분석

<표 1> 물류 관련 효율성 분석 관련 문헌 고찰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방법

연구
대상

산출
요소

투입
요소

하헌구 외
(2007)

DEA-ANP
결합모형

물류
기업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고정자산
자본총계
운영비용

조문숙 외
(2010)

DEA 모형,
MPI 모형

물류
기업

총 매출

종업원수
유동자산
고정자산
운영비용

김천곤 외
(2010)

DEA 모형
SFA 모형

물류
산업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고정자산
자본총계
운영비용

박홍균 외
(2011)

DEA 모형

물류
기업

매출액

자본
종업원수

고범석
(2012)

DEAMalmquist
모형

물류
기업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임금
자본
자산

및 경쟁력 강화방안분석을 위해 DEA와 SFA를 활
용하였다.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고정자산, 유동자
산으로 산출변수는 총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체 물류기업의 효
율성 평균값이 DEA방법(0.2247)과 SFA방법(0.5520)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업 대부분이
비효율을 개선하여 더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기투자가 물류기업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물류기업은 단기투자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제언하
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
안으로 물류시장의 확대와 글로벌 물류전문기업 육

로비스이며, 2005년에서 2010년까지 6년 동안 효율

성으로 제시하였다.

성이 계속 높았다.

고범석(2012)은 국내물류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물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류산업의 경쟁

2. 본 연구의 특징

력 강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DEA CCR 및
BCC 모형을 사용하였다. 투입변수는 매출원가, 임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금, 자본, 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매출

특징을 가진다. 연구방법론에서 DEA-SBM을 활용한

과 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8년에서 2010

국내물류기업과 물류산업의 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년 3개년 간 물류기업의 전체 효율성 평균은 상대

들이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효율성 분석 후 해

적으로 높으나 기업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

당 결과에 효율성 분석에 대한 해석만을 실시하였다.

다. 중소물류기업군의 효율성 점수가 대기업물류기

본 연구는 DEA-SBM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 후 2

업군보다 높지만 ROA는 대기업 물류기업군이 높은

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금융공시시스템을 통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물류기업에 대한 효율성

해 공시된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주요 국내물류

평균은 국내 물류기업의 효율성 평균보다 높게 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연구대상 기업

타났으며, ROA 평균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의 효율성 영향요인을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활용

박홍균(2011)은 31개 종합물류기업 가운데 단독으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물류기업과

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9개 인증기업을

물류산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면 본

대상으로 DEA-CCR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

연구는 효율성 분석 후 관련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은 글

는 데에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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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과 분석자료

고 할 수 있다. 비방사적 모형은 Tone(2001)의 SBM
(Slack-Based Model)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를 자세히

1. DEA-SBM 모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A에서 적용하는 효율성은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가정할 때 총괄투입 대비 총괄산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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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의
미한다. 단일 투입요소로 단일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효율성 측정이 간단하나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 투입요소
와 산출물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계산해야

Subject to

한다.
일반적인 방사형 모델은 효율성을 측정할 때 원
점 O를 지나는 방사형으로 측정되므로 효율적
Frontier 상에 있는 B와 C를 똑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점 B와 점 C를 비교하면 X2의 투
입량은 동일하지만 X1의 투입량은 B가 C보다 적음
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투입요소에 여분(Slacks)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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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효율성 척도 값인  는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라
고 표현할 수 있다. 또, k번째 관측점보다 투입
이 많거나 혹은 산출점이 적은 점은 k보다 효
율성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림 1> 비방사적 DEA 모형

2. 토빗(Tobit) 모형
반면 비방사형 모델은 방사형 모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분(Slacks)을 포함하여 효율성을 측정하

DEA를 통해 측정되는 효율성 값의 상한값이 1이

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투입과 산출을 고려하여 효

며, 하한값이 0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양쪽으로 제한

율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

된 효율성 값을 전제로 J개의 관측치에 대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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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중제한형 토빗모형(two-limit tobit method)을

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적

이용하였다. 이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K개의 독

합한 변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 분석

립변수가 효율성 척도를 설명한다고 가정한다. 이

을 통해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 창고

에 따른 수리적 형태는 아래와 같다.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인 유형자산, 기
업의 영업활동에서 영업수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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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식에서   는 i번째 관측치의 실제 효율성

용인 매출원가, 그리고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
는 기업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판매관
리비를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물류사업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인 매출액과 물류사업에 의해 발생된
이익인 영업이익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였다.

나. 영향요인 변수

값이고,   는 관측된 효율성 값,   는 i번째 관측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물류기업별 효율성 결과

에 대한 k번째 효율성 설명변수,   는 추정계수, 

를 종속변수로, 효율성 분석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는 잔차항을 나타낸다. 상기 식에서는 진정한 효율

인 유형자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액, 영업이

성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익을 독립변수로 최초 설정하였다. 영향요인 변수

에 각각 0 혹은 1을 부여하고, 따라서 관측된 효율

들을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들로 설정함으로써, 각

성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

변수들이 효율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미한다. 이 때문에 종속변수가 제한(censoring)되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상관관계가 1로 나

토빗(Tobit) 모형을 통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얻을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매출액을 제외하였다.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입변수 중 매출액을 제외하고

영향요인이 효율성을 높이는가 낮추는가에 관한 것

유형자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을 투입

으로 방향 혹은 부호를 알려준다. 둘째, 영향요인이

변수로 설정하여 토빗(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효율성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크기)이다. 영향

영향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추정계수의
부호로부터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 분석자료의 특징
본 연구 대상은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20위권

3. 분석자료

물류기업 중 매출액이 2,500억 원 이상이며 금융공
시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가 파악 가능한 국내 주

가.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요 물류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매출액을 2,500억 원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은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으로 한 이유는 20위권 물류기업 중 해운, 항공 회

공시하여 관련 주주들과 사업 관계인에게 주요 재

사를 제외하고 종합물류사업 수행을 한다고 판단되

무제표 및 사업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DEA 분석의

는 중견기업과 대기업 규모군의 물류회사들을 연구

경우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에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

22

2017. 9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효율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소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물류산업통계의 국내 주요
물류기업을 참고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당해에 국회와 정

<표 3> 물류기업 14개년 DEA-SBM 효율성 결과
년도

효율성

유형자산
Slack

판매관리비
Slack

매출원가
Slack

2001

0.49

0.68

0.47

0.02

부부처의 국내물류기업의 내부거래 검토 등 물류기

2002

0.38

0.67

0.57

0.01

업의 경영투명성이 개선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2003

0.43

0.62

0.57

0.02

2004

0.47

0.62

0.57

0.02

2005

0.48

0.71

0.63

0.02

2006

0.34

0.78

0.70

0.04

틱스, 범한판토스, 한진, 삼성전자로지텍, 현대로지

2007

0.32

0.77

0.73

0.03

스틱스,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동방, 인터지스, 한솔

2008

0.34

0.71

0.67

0.02

2009

0.39

0.70

0.57

0.02

2010

0.41

0.80

0.56

0.01

14개 물류기업이다. 단, CJ CLS의 경우 2013년 4월

2011

0.38

0.86

0.63

0.02

CJ 대한통운으로 통합되어 2012년 기준 CJ GLS의

2012

0.36

0.85

0.66

0.03

2013

0.29

0.94

0.68

0.01

2014

0.31

0.83

0.72

0.02

평균

0.38

0.75

0.62

0.02

상기 기준을 통해 선별된 연구대상 물류기업은 현
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CJ CLS 포함), 롯데로지스

로지스틱스, 하이로지스틱스, 한익스프레스 등 총

매출액은 CJ 대한통운으로 통합하여 표기하였다.
<표 2> 2012년 주요물류기업 매출액 순위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업명

매출액

시장

개년 효율성 분석결과 주요 물류기업의 효율성은

1

현대글로비스

9,272,855

유가증권

최대 0.49에서 최소 0.29이며 평균값은 0.38으로 낮

2

CJ 대한통운

3,735,504

유가증권

3

롯데로지스틱스

2,045,050

비상장

은 수준이다. 효율성이 50% 미만 수준에서 하향평

4

범한판토스

1,324,404

비상장

준화 된 상황이다. 이는 물류산업 내 물류업체의 공
급과잉에 따른 하향평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가능

5

㈜한진

1,209,785

유가증권

6

삼성전자로지텍

1,180,558

비상장

7

현대로지스틱스

821,222

비상장

8

동부익스프레스

664,655

비상장

9

세방

572,103

유가증권

형자산과 판매관리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

10

동방

485,103

유가증권

출원가의 비효율 슬랙(slack)값은 미비한 수준이었

11

인터지스

449,833

유가증권

12

한솔CSN

390,133

유가증권

다. 유형자산의 비효율 슬랙(Slack )값은 최소 0.62에

13

하이로지스틱스

370,162

비상장

서 최대 0.94이며 평균값은 0.75였다. 이는 14년 동안

14

한익스프레스

251,734

유가증권

평균적으로 주요 물류기업의 유형자산은 75% 수준

하다.
14개 물류기업의 주요 비효율 슬랙(Slack)값은 유

의 비효율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물류기업은 물
류영업을 위해서 창고, 차량 등의 유형자산의 투자

Ⅳ. 효율성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형자산
의 경우 투자 후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1. 물류기업의 효율성 분석

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유형자산 비효율성이 높은 수준임을

다음은 DEA-SBM으로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효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들은 유형자산의

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경기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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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형자산은 효율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판매관리비의 비효율 슬랙(slack)값은 최소 0.47에

로 분석된다. 이는 효율성 분석에서 유형자산의 비

서 최대 0.73이며 평균값은 0.62였다. 판매관리비는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 연관지어 분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조

석이 가능하다.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효율성 향상

직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물

을 위해서는 면밀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한 선별

류기업은 기업 간 인수합병 혹은 제조를 기반으로

적인 유형자산 투자 및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

하는 모기업의 성장에 비례한 규모의 확장으로 판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관리비의 비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비용계정인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중 매출원가

있다. 인수합병과 같은 양적 성장은 기업이 성장하

가 효율성에 더 크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는데 필요한 부분이나 기업의 재무적 효율성 개선

나타나 실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데 발생하는 영

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 후 조직 운영과 관리비용인

업비용의 관리가 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판매관리비 절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선 효율성 분석에서 판매관리

매출원가의 비효율 슬랙(slack)값이 매우 낮은 수

비의 비효율성이 높다는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국

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는 물류산업

내물류기업들의 매출원가 관리는 국내 물류산업 내

내 공급과잉에 따른 물류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기

공급과잉으로 물류기업 간 경쟁으로 상당부분 이루

업 간 영업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이 상당 수준 이루

어져있고 판매관리비의 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물류기업 효율성의 영향요인 비교분석

<표 4> 물류기업 전체 토빗(Tobit) 분석 결과

국내 주요물류기업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토
빗(Tobit) 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
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형자산, 매출원가, 판매관리비가 효율성

Variable

Coef.

Std.Err

zvalue

Pr(>|z|)

유형자산

-0.290

0.029

-9.997

< 2e-16 ***

매출원가

-0.217

0.044

0.044

8.98e-07 ***

판매관리비

-0.156

0.038

-4.120

3.79e-05 ***

영억이익

0.570

0.039

14.753

< 2e-16 ***

주: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Log-likelihood: 77.61 on 9 Degree of Freedom

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
이익이 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효율성에 절대값을 기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영업이익이었다.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는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국

요인 중에서는 유형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 주요 물류기업들의 효율성 분석과 영향요인 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은 고정자산으로 현금유

석을 통해 국내물류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관

동성이 쉽지 않은 자산이다. 또한 투자된 유형자산

련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은 투자 후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

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

로 매각 등의 처분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유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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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국내 물류기업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

무제표를 활용하여 재무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물류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

하지만 향후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

한 적절한 전략선택이 가능하다. 유형자산과 판매

성 등 비재무적인 지표를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관리비의 비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두 항목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지표를

모두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활용한 효율성 분석 이외에 환경변화를 고려한 비

되었다. 따라서 국내물류기업은 유형자산의 효율적

재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주요물류기업의 효율성

이고 선별적인 활용 혹은 투자를 우선시 하는 선진

분석 및 영향요인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화 전략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된다.

두 번째로 정부는 본 연구 결과를 정책수요자인
물류기업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물류정책이 효율적
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적 검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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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물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을 위해 유형
자산의 선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 등 물류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혹은 유인책
을 마련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 종합물류기업인증 사업은 물류기

❙참고문헌

업의 유형자산의 수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3자
물류 사업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종합물류기업인증항목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효율적 활용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하여 인증기업이 유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3자
물류기업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국내에서 지속
적으로 재기되어왔다. 하지만 물류를 고유사업으로
성장해온 기존 물류전문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대기업 물류자회사 혹은 물류계열
사인 2자 물류기업들이 한국물류산업 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한국
의 특수한 물류산업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물류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파악되
어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먼저 국내 주요 물류기업의 효율성을 공시된 재

1. 고범석, “DEA 모델을 이용한 국내 및 외국계 물류기
업의 운영형태별 효율성분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
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 56-58.
2. 김종칠·박동기, “국내 물류시장의 현황과 물류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0집 제
3호, 2014. pp. 209-230.
3. 김천곤·김숙경·하헌구, 물류산업 효율성 분석 및 경
쟁력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78,
2010. pp. 1-178.
4. 박차미·김태승, “DEA-SBM을 이용한 국내 물류산업의
효울성 분석”, 로지스틱스연구, 제22권 제4호, 2014.
pp. 27-46.
5. 박홍균,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 분석”, 한국항만경
제학회지, 제27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pp.
261-273.
6. 하헌구·최아영,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효율성 분석:
DEA-ANP(Data Envelopment Analysis-Analytic Network
Process)의 적용”, 대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3호, 대
한교통학회, 2007. pp. 55-63.
7. Arabmazar, A. and Schmidt, P., “An Investigation of the
Robustness of the Tobit Estimator to Non-Normality”,
Econometrica, Vol. 50, pp. 1055-1063.
25

교통연구 제24권 제3호

8. Bao Jiang, Jian Li, “DEA-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of Seaports in Northeast Asia : Radial and Non-radial
Approach”, The Asian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25(2), pp. 219-236.
9. Cantos, Pastor & Serrano,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hange in the European railways : a nonparametric approach”, Transportation, Vol. 26, 1999. pp.
337-357.
10. Cooper, W. W, Seiford, L. and Tone, Data envelopment
analysis : a comprehensive text with models, applications,
reference and DEA-solver software, springer Verlag, New
York, 2007.
11. Cooper, W.W., L.M. Seiford, and K. Tone, “Data
Envelopment Analysis: A Comprehensive Text with
Models”, Application, Reference and DEA-Solver Softwar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12. Hokey, Min, Seong Jong Joo, “Benchmark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006. pp.259-265.
13. Kaoru Tone, “A slacks-based measure of efficiency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
Research, Vol. 130, pp. 498-509.
14. L. C. Lin, C. H. Hong, “Oper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ajor airports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2, 2006. pp. 342-351.
15. Matthew G. Karlaftis, “A DEA approach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urban transit system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152,
2004. pp. 354-364.
16. World Bank[www.worldbank.org].
17. Young-Tae Chang, “Environment efficiency analysis of
transportation system in China: A non-radial DEA
approach”, Energy Policy, 58, 2013. pp. 277-283.

26

2017. 9

교통연구 제24권 제3호 pp.27-43

주행시뮬레이터 내 주변차량 현실성 제고를 위한
실차와의 비교분석
: 교차로 접근 시 감속시간을 중심으로
박성용* ․ 이상용** ․ 박민주***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eal and Simulated Vehicles for
Improving Reality of Surrounding Vehicles in Driving Simulator
: Focusing on Approaching to the Intersections
Park, Seongyong (Research Specialis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Lee, Sangyong (Administration Officer,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Park, Minju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문헌 검토
1.
2.
3.
4.

Ⅲ

분석방법론
1.
2.
3.
4.

Ⅳ

시뮬레이션 내 차량 현실성 관련 연구
주행시뮬레이터 내 주변차량 현실성 관련 연구
단속류 교차로 차량 주행행태 연구
시사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OBD2 자료 구축
차량 블랙박스 영상 OBD2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행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주행자료 생성
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주행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OBD2 주행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 비교분석
1. 자료분석 개요
2. 시뮬레이션과 주행 OBD2 자료 비교분석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2017년 5월 24일 접수, 2017년 8월 28일 최종수정, 2017년 9월 5일 게재확정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주저자)
**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원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행시뮬레이터에서 모사되는 다양한 주행상황들이 교통 모형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마주하게 되는 특정상황에 대한 주변차량 현실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중 신호교차로 접근 시의 운전자들의 감속행태를 블랙박스 영상 자료 OBD2 자료를 활
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연구개발 중인 주행시뮬레이터에서 산출된 자료와 비교하여 주행시뮬레이
터의 주변차량 현실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려고 하
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 후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교차로 접근 시 감속에 소요되는 시간
은 시뮬레이터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교차로 접근 시 감속 소요시간은 시뮬레이터와 실제 운전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운전결과를 수집한 자료와 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자료를 통계
적 비교 검정을 수행하여 향후 시뮬레이터 S/W 개발 시 현실성 제고를 위한 보완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주행시뮬레이터, OBD, 안전운전, 주행행태, 교차로 접근, 감속시간

In this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fact that various driving situations simulated in a
Driving Simulator are difficult to explain by the traffic models. Among them, we measured the
decelerating behaviour of drivers approaching to the intersection using the On-board Diagnostics
2(OBD2) protocol with Blackbox data and compared them with the data from the driving
simulator to improve the reality of surrounding vehicles moving around.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analysis, it was founded that the time lapsed from deceleration when approaching the
intersection of the vehicles passing straight through and the vehicles attempting to make left
turns after passing through the intersection was similar to the actual drivers and the surrounding
vehicles in the driving simulator. However, the time lapsed from deceleration when approaching
the intersection of the vehicles attempting to make right turns after passing through the
intersec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between the simulator and the actual drivers. This study
has conducted statistical test to compare simulated surrounding vehicles with actual driven
vehicles. After all, it is expected to realistically improve the movement of surrounding vehicles
in driving simulation.
￭ Keywords: Driving Simulator, On-board Diagnostics(OBD), Safety Driving, Driving Behavior,
Approaching Intersection, Decel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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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기관의 관계자(운영자, 교관, 피교육생)들은 주
행시뮬레이터의 주변차량의 주행현실성이 기대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행 시뮬레이터의 활용

주행시뮬레이터는 안전을 확보하고 통제 가능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뮬레이터 내 주

환경에서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 상

변차량의 현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황을 모사하여 원하는 운전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단속류 교차로 접근 시 상황을 중심으로. 실제 운전

는 측면에서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자의 자연스러운 운전행태를 측정하여, 현재 개발

특히 주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운전자 교육을 수

중인 주행시뮬레이션 S/W에서 구현되는 자율주행

행할 때에, 운전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교적 안전하

차량의 주행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주행시뮬레이터

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주행시뮬

S/W의 현실성을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방안을 모색

레이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였다.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등 입체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

감을 강조하는 사물묘사 측면에서의 현장감(Fidelity)

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

은 H/W의 발전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시뮬레이

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주변차량 관련 연구, 주

터 환경에서 구현되는 주변차량(Surrounding Vehicle)

행시뮬레이터 주행자료와 실제차량 주행자료의 비

의 움직임에 대한 현실성(Reality) 측면에 대한 연구

교, 주행시뮬레이터 내 주변차량 현실성 관련 연구

는 면밀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행시뮬레

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 수행의 시사점

이터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기 위

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자

해서는 운전자가 주행상황에서 마주하고 상호 작용

료 구득 및 분석을 위한 전처리과정을 서술하였으

하는 주변차량들에 대한 모사가 매우 중요하며, 시

며, 제4장에서는 실제 구득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뮬레이터 주행 시 운전자로하여금 실제 운전자들의

차량 주행결과와 주행시뮬레이션에서 자율주행한

주행 자료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의 주행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

제5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한계 그

자 교육이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초보

리고 본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향후 연구과제로

운전자, 긴급차량 운전자 등을 위한 교보재로서 활

제시하였다.

용되고 있다. 이들 주행시뮬레이터에서는 연속류
주행환경, 단속류 주행환경에서의 운전상황을 가정

2. 연구의 범위

한 운전교육 시나리오가 다수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단속류 주행환경은 국내에서 일

본 연구는 주행시뮬레이터 내의 자율주행차량들

어난 사고의 45%가량이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에

의 자연스러운 주행행태를 제고하기 위한 자료 수

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호로 통제되는 횡단보도 등

집을 수행하였으며, 엄밀한 의미의 주변차량 주행

으로 사고 범위를 넓힐 경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에 관여하는 교통모형을 정산(Calibration)하기 위한

있다. 그러나 이들 시나리오를 구현한 국내외 개발

연구가 아닌, 궁극적으로는 주행시뮬레이터를 운전

사의 시뮬레이션 S/W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하는 피험자에게 정성적으로 작용하는 주변차량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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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성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다.

Paramics, 2008), MITSIM(Toledo et al., 2003) 등이 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의 가

표적인 미시교통류 시뮬레이션으로서 널리 활용되

장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고 있으며, 이들은 내부적으로 차량주행로직을 개

각기 다른 8인의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월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행결과의 정산은

(2016. 3~2016. 12, 운전자 마다 기간 상이함) 간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제

통근통행(출근, 퇴근)의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도로상에서 만나게 될 운전자성향에 의해서 결정되

OBD2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효율적인 연구의 수행

는 거동결과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의 통근통행 범위에

주행시뮬레이션의 자율주행차량의 주행로직으

있는 구간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분

로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에서 상용 미시교통류 시

석에 사용한 자료는 구득한 주행 궤적 중 교차로에

뮬레이션 프로그램의 API를 활용하여 주행시뮬레

접근하여 정지 또는 통과, 회전을 수행하여 교차로

이터와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션 간의 통합을 시

를 벗어나는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도하였으나, 미시교통류 시뮬레이션 모형은 주행시

주행시뮬레이터 시나리오는 분석대상차량의 주변

뮬레이터 내의 주변차량을 통제하는 데에 직접적으

교통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가속할 수 있는

로 사용되기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Bang and

주행구간 이후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Moen, 2004; Ciuffo et al., 2007; Jenkins, 2004; Kuwahara

셋째,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4지교

and Sarvi, 2004; Olstam, 2009).

차로에서 수행된 주행 결과만을 분석하였으며, 교
차로에 접근하여 유턴하는 경우의 주행행태는 분석

나. 주행시뮬레이터 현실성 관련 연구

하지 않았다.

Mudd(1968)와 McCormick(1970)은 운전시뮬레이

연구의 목적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자교육

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형

시나리오 개발에 있으므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태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첫 번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유형(음주운전, 졸음운

째는 운전 시뮬레이터에서의 피실험자의 운전행

전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태를 측정하고 동일한 피실험자의 실제 도로 주
행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표출되는
동적 특성을 포함하는 시뮬레이터의 물리적인 구

Ⅱ. 문헌 검토

성요소의 유효성과 이 요소들의 실제차량에서의
측정값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1. 시뮬레이션 내 차량현실성 관련 연구

였다. 한편 시뮬레이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으로 행태적 일치(Behavioural Correspondence)

가. 교통류 시뮬레이션 현실성 관련 연구

와 물리적 일치(Physical Correspondence)가 거론되

미시 교통류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에서 구현

고 있으며(Blaauw, 1982), 주행시뮬레이터의 유효

되는 차량의 거동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뮬

성을 검증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레이션으로 AIMSUM(Barcelo et al., 2002; TSS, 2008),

그러나 높은 물리적 유효성이 행태적 유효성을

VISSIM(PTV, 2003), Paramics(Quadstone, 2004; Quadstone

담보하지 않는다는 측면은 다양한 주행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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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련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Kluver et al.,
2016).

대부분의 주행시뮬레이터의 현실성에 관한 실
측연구들은 Cabin에서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행태

한편 행태적 유효성(Behavioural Validity)은 주행

와 동일 운전자가 실제 차량을 주행할 때의 행태

파라미터, 정신심리학적 지표들, 주행시뮬레이터에

를 비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운전자

대한 수치화된 점수화 등의 절대적 수치를 평가

차두간격 연구(Risto and Martens, 2014), 작업구간

함으로서 얻는 절대적 유효성과 앞서 언급한 요

에서의 운전자 행태 연구(Bham et al., 2014), 운전

소들의 순서나 분포 등을 살펴보는 상대적 유효

중 다른 행동을 할 때의 영향 연구(Kluver et al.,

성으로 나뉜다(Blaauw, 1982). 이러한 절대적, 상대

201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주행시뮬레이

적 유효성에 관한 관점도 다양하게 나뉘는데, 각

터가 운전자들의 속도책정행동(목표속도 설정, 자

요소별 차이가 절대적으로 같아야한다고 주장하

연스러운 가속 및 감속 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는 학자들(Godley et al., 2002; Mullen et al., 2011)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Mullen et al., 2011).

있으며, 상대적 유효성을 질적 기준으로 봐야한다
는 주장이 있으며(Blana, 1996), 반대로 상대적 유
효성을 양적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2. 주행시뮬레이터 내 주변차량 현실성 관련
연구

더욱 힘을 얻고 있다(Muellen et al., 2011; Wang et
al., 2010). 이를 통해 유효성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주행시뮬레이터 내에서 자율주행하는 주변차량

해석하여 두 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고

을 위한 운전 행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ARCHISIM model(El hadouaj

시뮬레이션 내의 주변차량의 주행 알고리즘 현

et al., 2002; Espie, 1995), NADS model(Ahmad et al.,

실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운전 행태를 크게 3단계

2001), DRIVERSIM model(Wright, 2000) 등의 알려

의 위계로 나누어, 경로선택/계획과 같은 전략적

진 운전행태 모형이 존재하고, 인지 단계, 감정

수준, 간격수락, 차로변경 등의 기동 및 전술적 수

단계, 운전행동 결정 단계, 운전행동 수행 단계로

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조향, 가속 및 감속 등의

나누어 각 단계에서 퍼지 이론을 기반으로 컴퓨

실행 및 통제 수준의 단계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터로 모사되는 차량의 행태의 Framework를 구성

제시하고 있다(Michon, 1985). 이와 관련하여 자율

한 연구가 존재한다(Al-Shihabi and Mourant, 2003).

주행차량들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주행시뮬레이터 내의 주

졌으며, Rule-based Model(Das et al., 1999; Salvucci et

변차량의 주행행태에 관여하는 모형에 대하여 차

al., 2001), State Machines Model(Booth et al., 1993)

량추종(Car-Following), 차로선택(Lane-Changing) 및

그리고 Probabilistic Model(Wright et al., 1998) 등이

간격수락(Gap-Acceptance), 추월(Overtaking), 속도순

거론되고 있다.

응(Speed-Adaptation)을 제시하고 있다(Olstam, 2009).

시뮬레이션의 현실적인 교통행태는 크게 판단 및

이들 모형은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인지 능력(Intelligence),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ies),

과 실제 차량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시뮬레이션 내

개인특성(Virtual-Personalities)을 통해 드러난다고 체

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계화 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Bailey et al., 1999;

으나, 실제 차량 주행 자료를 구득하는 부분에서

Wright, 2000).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차실험설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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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차량추종이나 차로선택, 간격수락의 경우 많

4. 시사점

은 표본을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월(Overtaking)에

선행연구 검토에서 교통부문 시뮬레이터를 활용

대한 현실성 검토를 위해 Floating Vehicle을 이용

하여 모사, 그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하여 추월한 차량의 수(Number of Active Catch-up)

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행시뮬레이션의 현실성 검

와 추월당한 차량의 수(Number of Passive Catch-

토는 주로 주행차량, 즉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 반응

up)를 측정한 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한 동일한

하는 차량의 현실성을 위주로 검증되어 왔다.

주행코스에서의 추월 행태와 수리적으로 추정된

그러나 운전행태는 주변차량 등의 주변환경에

추월차량 수 추정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뮬레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율적으로 주행하

션 내의 추월행태가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 연

는 주변차량의 현실성 역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가 수행되었다(Olstam, 2006).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현실성 검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수행된 기존 연구는 실제 운전자의

3. 단속류 교차로 차량 주행행태 연구

차량 주행 자료를 구득하는 부분에서의 한계로
제한적인 접근을 수행하고 있다. 제시된 연구에서

신호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행태 관련 연구는

는 한 가지 특성(추월행태)만을 검증하고 비교하

딜레마존(Dilemma Zone)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

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운전자가 경험하게 되는

고 있다. Gazis(1960)는 교차로에서 딜레마존에 관

운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현실성을 비교

한 문제를 처음 다루었고, 이후 딜레마존에서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뮬레이터의 주

운전자 행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변차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운전자가

고 있다(Papacostas and Kasamoto, 1992;

Zhang et al.,

감성적으로 겪게 되는 차량주행의 결과도 현실성

또한, Yan(2007)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운

여부에 큰 결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직

전자의 성별, 나이대별로 간격수락(Gap-Acceptance),

관적이고 직접적인 비교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속도, 가속도, 회전각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정이다.

2014).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도심부 내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

에서 운전자 행태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복하기 위하여 통과 및 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접근

Streubel(2016)는 자율주행차량의 등장으로 복잡해

하는 상황에서의 운전자들의 주행결과와 시뮬레이

진 도시내 교통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로에

션 상의 자율주행차량의 주행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서 실제 운전자의 행태를 GPS 데이터를 활용하였

시도로써, 교차로 접근 시 감속시간을 측정‧비교하

다. 교차로 각 방향별로 접근하는 차량의 직진, 좌

였다. 이를 수행 중인 주행시뮬레이터 S/W 개발과

회전, 우회전 시의 속도, 각속도(raw rate), 핸들각

정에서 주변차량 현실성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초

도 등의 분포들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터들은 자율주행차량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량과의 행태 연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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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론

은 통행빈도를 보이는 해당 운전자의 통근통행 동
안의 주행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OBD2 자료 구축

각 운전자들의 통근경로를 영상을 통해서 파악
하여, 경로상의 교차로의 기하구조 등을 위성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8인의 운전자의 동의

와 사진자료를 통하여 감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를 얻어 해당 운전자의 자가소유차량에 블랙박스영

다. 특히 교차로 간의 간격이 200m 이내로 좁은 경

상과 OBD2 데이터 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주변 교

우나, 경로 상에서 어떤 순서로 주행하고 있는지,

통상황과 신호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주행영상과

공사 및 작업구간 등의 특이사항을 Log에 기록함으

OBD2 진단 툴에서 표출되는 제동 및 브레이크 상

로써, 향후 분석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태, Gas 및 Throttle 상태, 조향 휠 상태, 주행속도,
RPM, 현재 기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주행행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운전자들의 자연스러운 주행행태 자료를 수집하
고, 의식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편안하고 잦

<그림 2> 운전자 5의 통근경로(일부)

OBD2-블랙박스 동영상은 30fps로 촬영되어 프레
임 단위로 신호변경 및 차량에서의 운전자 행동(가
속 및 감속페달, 조향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행
영상에서 각 교차로에 할 때 해당 동영상 프레임을
<그림 1> OBD2 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 수집장치

측정시작

측정종료

유효
측정일수

1

여성

20대

16.07.24

16.10.11

45

2

남성

30대

16.12.21

16.12.28

14

3

남성

30대

16.10.13

16.12.14

53

4

남성

40대

16.06.17

16.06.22

14

5

남성

40대

16.08.03

16.08.10

5

6

남성

30대

16.03.30

16.06.02

42

7

남성

40대

16.04.09

16.05.10

37

8

남성

40대

총측정기간

별로 표출자료를 기초로 하여 교차로에서의 영향거
리, 감속시간, 가감속도 등을 파악하여 교차로 접근

<표 1> 실험 기간 및 운전자정보
운전자ID 성별 연령대

확인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영상 프레임

16.04.11

16.04.11

2

16.03.16

16.04.06

29

16.03.16

16.12.28

241

시 감속상황에 대한 OBD2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림 3> OBD2 정보가 표출되는 주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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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취득 데이터 예시 : 교차로 접근 시 감속(교차로 접근
후 우회전 상황)

변 교통상황에 의하여 완전히 정지하여 대기하였다
가 다음 구간으로 진행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

감속시작 및 완료
프레임

속도(km/h)

가감속도
(m/s2)

13541

-

-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게 된다. 측정된 주행이력

13593

78

-0.16027

자료를 아래의 <표 3>에서 밝히고 있는 유형과 같

13703

76

-0.15153

13757

75

-0.15434

이 분류하여 (1)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는 경우,

13811

73

-0.30867

(2)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통과하는 경우, (3) 교차로

13856

71

-0.37041

를 우회전으로 통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실

13963

70

-0.07789

14018

67

-0.45459

시하였다.

14027

66

-0.92602

14081

63

-0.46301

14134

59

-0.62899

14189

52

-1.06071

14207

51

-0.46301

14241

39

-2.94147

14297

25

-2.08354

14342

8

14377

3

-3.14846
-1.1906

14394

0

-1.47074

은 상태로 다음 도로 구간으로 진행하기 위해 직진,

<표 3> 유형별 측정 결과
교차로 접근 감속 시작
(S)
완전정지

교차로통과 후 유효관측횟수
(1) 직진

(P)
(2) 좌회전
완전정지
하지 않고 통과 (3) 우회전

272회
189회
93회

* 본연구의 측정실험에 참가한 운전자들의 출퇴근 주행경로에 유
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하여 해당 교차로를 직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OBD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으로 통과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데이터분석을 통
해 처리한 결과 전체 운전자가 측정기간 동안 272
회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는 상황이 관측하였으

본 절에서는 구득한 OBD 자료의 분석을 위한

며, 좌회전으로 통과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189회,

가공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OBD2

우회전으로 통과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93회 관측하

프로토콜을 통해 구득한 주행영상 및 데이터를 일

였다.

자별, 운전자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일자별, 운전자별로 정리된 텍스트 기반 데이
터(comma separated value)를 오픈소스 통계분석 플

<표 4> 운전자별 교차로 접근 통계
운전자 ID

교차로 통과 후
직진

좌회전

우회전

1

65

28

9

2

19

21

2

3

35

41

5

교차로로 접근할 때에의 상황으로 한정하였고, 이

4

25

19

6

를 위하여 교차로로의 접근하는 가운데서 감속을

5

21

5

1

6

53

33

34

랫폼인 R version 3.3.3(x86_64)을 활용하여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축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차량주행행태로

시작하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당 차량의 교차로

7

21

21

25

접근 감속 주행행태를 관찰하였다. 운전자들은 다

8

33

21

11

음 경로를 계획하여 교차로에 접근하여 신호와 주

합계

272

189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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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측정일자, 측정교차

였다. 30fps로 구성된 영상에서 표출되는 정보를

로위치를 기록하고, OBD2의 가감속페달 정보를 활

읽어들여 프레임 단위로 차량주행속도를 기록하고

용하여 교차로 접근을 위해 감속을 시작하는 프레

등속으로 유지되는 경우의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임을 입력하고, 시작임을 나타내는 Dummy Code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삭제하였다. 30fps는 0.033초 단

부여한 후, 감속을 시작하는 속도를 기재하도록 하

위로서 매우 짧은 시간단위라고 판단하여, 직전 속
도에서 속도가 변경되어 표출될 때까지의 구간을

<표 5> 운전자 8의 2016.03.16. 주행(교차로 통과 후 좌회
전) 자료 처리 예시

등속도로 가정하여 해당 구간의 시점 프레임으로
부터의 관측 프레임까지의 경과시간을 추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근거로 가감속도 값을 산출하

운전자
ID

위치

8

3

8

3

50461 42.00 -0.40

8

3

50515 37.00 -0.77

(직진,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수행할 경우 구간 끝

8

3

50569 26.00 -1.70

을 나타내는 Dummy Code를 부여하여 1회 관측 시

8

3

50614 16.00 -1.85

8

3

50660 11.00 -0.91

의 자료 구성을 마친 다음,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

8

3

50704

6.00 -0.95

8

3

50776

1.00 -0.58

8

3

50830 -1.00 -0.15

8

4

8

4

72799 55.00 -0.62

8

4

72853 41.00 -2.16

8

4

72907 21.00 -3.09

8

4

72952 12.00 -1.67

8

4

72997

3.00 -1.67

8

4

73006

2.00 -0.93

8

4

73051 -1.00 -0.37

8

1

8

1

18288 46.00 -0.13

기술개발 R&D 과제에서 구축하고 있는 연구용

8

1

18351 39.00 -0.93

주행시뮬레이터로써, 해당 과제에서 목표로 하고

8

1

18360 38.00 -0.93

8

1

18405 29.00 -1.67

있는 “시뮬레이터 기반 안전운전 평가‧교육 S/W에

8

1

18441 23.00 -1.39

8

1

18504 12.00 -1.46

8

1

18576

시간

프레임

속도 가속도 시작종료

14.40 50398 45.00

10.20 72745 59.00

13.20 18225 47.00

1.00 -1.27

1

였다. 이후 감속이 완료되어 완전히 정지하거나,
완전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다음 행동

감속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구하여 일자별, 운전자
별, 교차로위치별로 자료처리 결과를 구축하여 분
2
1

석에 활용하였다.

3. 주행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주행자료 생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행시뮬레이터는 국토교통
부가 출연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하
2
1

여 시행한 고위험군 운전자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

활용될 시뮬레이션 교육용 안전운전 교육시나리오”
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2

▼
(R ver 3.3.3을 이용, Rcode 작성을 통해
mutate 함수를 통해, 세부구간 거리, 시간을 계산함)
▼

본 주행시뮬레이터 S/W에서 모사되고 있는 차
량은 크게 <그림 4>의 운전자 Cabin에서 조작이 가
능한 주행차량(Interactive Vehicle)과 주변차량으로써
주행로직에 의해서 자율주행하는 차량(Autonomous

운전자
ID

위치

8

3

14.40 50398 45.00

1

8

4

10.20 72745 59.00

1

행차량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주변차량의 역할을

8

1

13.20 18225 47.00

1

수행하게 된다.

시간

프레임

속도 가속도 시작종료

Vehicle)의 2가지 속성으로 나뉘게 되며, 이 자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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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직진을 하는 차량의
행태를 측정하였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의 행태를, 마지
막 세 번째 세트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들에 대한 행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6> 주행시뮬레이션 주행자료 생성 실험 개요
<그림 4> 본 연구 활용 주행시뮬레이터

구분

실험조건

도로환경

왕복 6차로
(편도 3차로)
신호교차로

실험
횟수

총계

90회

직진

30회

좌회전

30회

우회전

30회

실험차량 주변
발생교통량

전방 14대, 후방 15대
(2초 주기로 생성)

발생차량 초기속도

50㎞/h

표준 목표속도

80㎞/h

시작지점-교차로간 거리

350m

<그림 5> 자율주행 주변차량 주행 확인

각 시행에서는 동일하게 총 30대가 2초 주기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도시부 환경에서 충분

진행방향 3개 차로 중 하나에 임의로 생성되도록

히 넓은 왕복 6차로(편도 3차로)의 가로와 교차로가

한 주변차량생성기에서 초기속도가 50㎞/h인 주변

있는 가상의 주행환경을 개발하고 시작지점으로 교

차량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15번째 차량

차로까지의 거리를 350m 가량이 되도록 주변차량

을 측정차량으로 주행하도록 하였다.

생성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평상시 주행 시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

주변차량 생성기에서는 생성 대상차량에 임의로

차량 주변에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존재한다는

운전자 속성이 부여되며, 이 운전자 속성은 10개 단

점을 고려하여, 전후방에 주변차량이 충분히 배치

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각각 도달속도, 가속성향,

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주행시뮬레이터를 운전할

감속성향 및 인지반응시간이 다르게 설정된다. 또

때에 주변에 자율주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주변

한 측정하고자 하는 차량의 주변차량 및 교통환경

차량 현실성 제고의 가장 큰 목적임을 감안하였으

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운전자 속성 이외

며, 앞선 OBD2 측정 당시도 측정차량 주변에서 주

의 차량속성은 주행시뮬레이터에서 주행차량의 모

행 중인 차량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델로 활용되고 있는 동일 제원의 차량으로 측정을

감안하여 측정대상차량에 앞서 14대의 차량은 먼저

실시하였다.

생성시켜 선행차량으로서 동일한 경로를 움직이도

위의 조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행을
30회씩 3개 세트로 반복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세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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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차량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제원을
가진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생성 당시 목표속도로
설정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기도 하며, 목표속
도로 설정한 속도에 미달하여 주행하기도 하는 특
성이 반영됨으로써, 실제 도로상에서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고속주행성향의 운전자와 제한속도에 가
깝게 주행하는 운전자, 그리고 제한속도에 못미치
는 속도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도로환경을 모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차량 전방 교차로의 신호는 설정된 현시에
따라서 신호주기가 가동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
유에서 발생한 차량 중에서는 완전히 정지하지 않
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교차로로 접근하여
완전정지 후 신호에 따라 다음 주행경로로 진행하
는 차량이 각각 관측되었다. 다만 직진, 좌회전을
예정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이 정
지선을 앞두고 완전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회전의 경우 최하위차로를 통해 비보호로 계속해
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4. 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주행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절에서는 구득한 시뮬레이터 주변차량의 주
행자료 분석을 위한 가공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림 6> 측정된 개별차량의 운전자 성향을 반영한
주행궤적(예시)

자 한다. 시뮬레이션 시행을 통해 얻은 차량의 주행
자료를 확인하여 실험설계에 따라 분류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측정한 시뮬레이터 S/W 내

측정차량은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도로

주변차량의 궤적자료를 추출하여, 텍스트 기반 데

구간의 제한속도인 80㎞/h로 설정된 목표속도

이터로 저장한 다음, 시뮬레이터 S/W에서 산출되

(desired speed)인 80㎞/h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운

는 대상 차량의 주행궤적 데이터를 오픈소스 통계

전자 운전성향이 반영되어 각 생성차량들은 제한속

분석 플랫폼인 R version 3.3.3(x86_64)을 활용하여

도가 80㎞/h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6>에서와 같이

각각 읽어들여, Parsing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측

80㎞/h를 초과하여 계속 가속하여 높은 목표속도로

정차량의 주행자료를 정리한 다음, 여러 회에 걸친

주행하거나, 80㎞/h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속도를

실험결과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축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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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행시뮬레이션 S/W에서는
운전자성향이 10단계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어 측정
된 주변차량에 임의로 부여된 운전자 성향에 따라
교차로 접근에 10가지의 주행유형이 발생하게 된
다. 앞선 2절에서 실제차량 OBD2 자료에서 측정한
교차로 감속시간 및 감속거리를 운전자유형별로 집

<표 8> OBD2 주행자료 및 시뮬레이션 생성차량 주행자료
기초통계

OBD2
자료
DS

계한 측정결과는 <표 7>과 같다.

최소값

중위값

평균

최대값

표준
편차

직

5.10

12.90

13.49

30.06

4.66

좌

1.23

12.13

12.91

42.06

5.16

우

3.00

8.93

9.42

28.43

4.11

직

7.56

12.88

13.82

21.87

4.15

좌

7.58

12.93

13.85

21.97

4.16

우

6.15

11.22

12.76

21.99

4.67

구분

자료

<표 7> 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주행자료 DB 집계

구득한 OBD2 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의 분포특

감속 시간(초)

운전자 유형
구분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형1

7.56

7.58

6.15

유형2

9.56

9.58

8.21

대, 최소값 등 해당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유형3

11.68

11.72

10.52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의 하나인 각 관측유형별 상

유형4

12.04

12.06

10.51

유형5

12.27

12.33

10.56

유형6

13.48

13.52

11.87

유형7

14.24

14.24

13.50

유형8

16.51

16.55

15.30

유형9

18.95

18.95

18.95

유형10

21.87

21.97

21.99

Ⅳ. OBD2 주행자료와 시뮬레이션 자료
비교분석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분위수, 중위수, 평균, 최

<그림 7> 교차로 직진 상황에서의 감속시간 Boxplot
(좌 : 시뮬레이터, 우 : OBD2 자료)

1. 자료분석 개요
앞선 자료 구축결과 OBD2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얻은 실제 차량 운전자의 교차로 접근 시 감속시간
을 구득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범주의 데이터를 얻
기 위하여 주행시뮬레이션 환경에 왕복 6차로 가로
망에 4지 신호교차로를 설치하여, 시뮬레이터 내의
자율주행로직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을 적용되는 운
전자 성향 유형별로 산출하여 교차로 접근 시의 감
속시간을 구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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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차로 좌회전 상황에서의 감속 시간 Boxplot
(좌 : 시뮬레이터, 우 : OBD2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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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우회전의 경우 상당부분 차
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Histogram과 Kernel Density Plot을 그려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직진, 좌회전, 우회전 순으
로 각각 GDTraffic(상단, 본 연구 시뮬레이터),
OBD.raw(하단, 본 연구 취득 OBD2 데이터)의 개형
이 직진, 좌회전 유형에서는 유사한 분포 유형을 보
<그림 9>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의 감속 시간 Boxplot
(좌 : 시뮬레이터, 우 : OBD2자료)

이고 있고, 우회전의 경우 약간은 상이한 개형을 나
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주행시뮬레이터의 경우 우회전 시 비보호상황을

자수염그림(Box-and-Whiskers-Diagram)을 그려 관측

가정하여 감속시작을 비교적 빠르게 하도록 설계되

된 자료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상자수염그림은 정

어 있는 반면, 주행차량의 경우 우회전 상황이 비보

량형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고, 이상치의 분포를 파

호 상황인 만큼 최대한 교차로에 가깝게 접근하여

악하는데 사용되는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주행을 위한 판단을 수행 후 운전행동을 실행하려

한 Boxplot은 소위 Tukey boxplot으로, 사분위범위

고 하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IQR)의 1.5배 연장한 범위보다 밖에 있는 값을 이

그리하여 OBD2로 측정된 교차로 접근 시 감속

상치라고 정의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Boxplot이

시간이 시뮬레이터의 자율주행중인 주변차량에게

다(McGill et al., 1978).

서 측정된 교차로 접근 시 감속시간의 분포가 좌측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주행자료와 OBD2 자

으로 Shift 되는 경향을 보이고, 중위값 이상의 값

료를 활용한 실제차량 주행자료 두 집단의 분포를

분포 범위가 작은 직진, 좌회전과는 달리 좁은 것을

살펴보면 비교적 직진과 좌회전 상황에서는 유사한

확인할 수 있다.

2. 시뮬레이션과 주행 OBD2 자료 비교분석
가. 정규성 만족 여부 검정
시뮬레이션, 주행 OBD2 자료는 표본이 충분히
많아 중심극한의 정리에 의거해서 정규분포를 따를
것으로 가정이 되지만, 앞선 Kernel Density Plot의
개형을 통해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따
르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각 모집단
분포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주행
OBD 자료에 대하여 각각 Shapiro-Wilk Normality
<그림 10> 시뮬레이션자료(상)와 OBD 측정원자료(하)의
분포(직진, 좌회전, 우회전 순)

Test를 수행하였다. 검정의 수행은 R ver 3.3.3을 사
용하여 shapiro.test 함수를 활용하였다.

39

교통연구 제24권 제3호

유의수준 α=0.05를 적용한 검정결과에서 직진,

<표 9> 측정자료에 관한 정규성 검정

좌회전의 경우 귀무가설인 OBD, 시뮬레이션 자료

H0 :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H1 :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두 집단간 교차로 접근 감속시간 차이는 없다는 명

표본수

통계량
(W)

P.value

직진

272

0.96

7.82e-07

좌회전

189

0.91

5.47e-09

우회전

93

0.84

5.20e-08

직진
주행
시뮬레이터 좌회전
자료
우회전

30

0.93

0.049

30

0.93

0.049

30

0.90

0.012

구분
OBD2
자료

검정
결과

제를 기각할 수 없어, 교차로에 접근 후 직진 또는
좌회전 하여 통과하는 주변차량의 교차로 접근 시
감속 소요시간은 시뮬레이션자료와 OBD자료 간에

대립
가설
(H1)
채택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된
다. 다만, 우회전의 경우는 p.value가 0.05보다 낮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OBD, 시뮬레이션
자료 두 집단간 교차로 접근 감속시간의 차이가 있
다는 명제를 채택하게 된다.

유의수준 α=0.05를 적용한 검정결과에서 OBD2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운전자의 OBD2

자료, 주행시뮬레이터 자료 모두 p.value가 0.05보다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알아본 교차로 접근 시 감속에

낮아 귀무가설인 각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소요되는 시간(감속하기 시작하는 시간)과 본 연구

명제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의 실험에서 사용된 주행시뮬레이터의 자율주행로
직에 의해 주행하는 주변차량의 측정값과 비교했을

나. 두 모집단 중심에 대한 비모수 검정

때, 교차로에 접근 후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교차로

OBD2 자료와 주행시뮬레이터자료의 정규성 검

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나타났으나, 교차로에 접근 후 우회전으로 통과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비모수 검정을 통

게 되는 경우에는 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타났다.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두 모집단의 중심에 대

이는 주행시뮬레이터의 주변차량에는 기본적

한 비모수 검정에 사용되는 Wilcoxon-Rank-Sum-Test

으로 Accident-free 상황으로 맞춰 설계하기 때문

를 수행하였다. 검정의 수행은 R ver 3.3.3을 사용하

에, 우회전 시 Conflic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여 wilcox.test 함수를 활용하였다.

해 직진, 좌회전 방향 진출과는 달리 교차로 접근
시 조금 더 빨리 우회전 주행로직으로 전환되어,
주행 속도를 미리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인 것

<표 10> 두 측정방법에 대한 비모수검정

으로 보인다.
H0 : OBD, 시뮬레이션 두 집단 간 교차로 접근 감속시간 차이는 없다.
H1 : OBD, 시뮬레이션 두 집단 간 교차로 접근 감속시간 차이가 있다.
구분
직진
OBD2
vs
좌회전
주행
시뮬레이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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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유의확률
(W)
(P.value)

이에 반해 실제 주행상황에서는 운전자들은 최
대한 빠르게 교차로에 접근하여 주행의사결정을 수

검정결과

4314

0.61

3276

0.17

귀무가설 (H0)기각
할 수 없음
: 귀무가설(H0) 채택

1935

8.50e-05

대립가설(H1) 채택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직진, 좌회전 주행 대비 감속
소요시간이 짧았다. 즉, 감속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
른 상황 대비 느리기 때문에 우회전 상황에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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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자연스러운 운전결과를 수집한 자료와 시뮬레이터
주변차량 자료를 비교하고자 했고, 이 결과에 대한

주행시뮬레이터 속의 주변차량에는 교통공학에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여 향후 시뮬레이터 S/W 개

서 그동안 발전시켜온 다양한 미시적 교통류모형

발 시 현실성 제고를 위한 보완에 활용될 수 있을

등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S/W에서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영역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규모의 운전자를

는 제약 속에서 주변차량의 주행현실성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실측데이터를 수집하였다는 측면과 주행

계량적인 비교가 어려워,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측정대상 차량 이외의 주변차량

루었다.

의 배치 등 교통환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분석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행시뮬레이터에서 모사되

하였기 때문에, 실제차량들이 겪는 다양한 임의의

는 다양한 주행상황들이 교통 모형적으로 설명되기

상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 중 마주하게 되는 특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보다 충

정상황에 대한 주변차량 현실성을 검토하고자 하였

분히 많은 수의 표본과 표본설계가 과학적으로 이

다. 그 중 신호교차로 접근 시의 운전자들의 감속행

루어진 상태에서 실제 차량 주행데이터를 수집해야

태를 블랙박스 영상 자료와 OBD2 자료를 활용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 측정하고, 이를 연구개발 중인 주행시뮬레이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행자료 수집을 위

S/W에서 산출된 자료와 비교하여 주행시뮬레이터

한 장비 구득과 같은 비용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

의 주변차량 현실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시권 침해 등의 한계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위

운전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통근경로를 장기간에

한 세밀한 실험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걸쳐 통행하도록 하여 수집한 블랙박스-OBD2 주행

는 비교적 기초적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집단

자료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행시뮬레이터에서 모

간의 유서성 여부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비모수

사되고 있는 주변차량의 주행자료 중에서 교차로에

통계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이론이 존재할 수 있

접근함에 따라 감속 하는 행태를 비교하고자 수행

으므로, 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분석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을 하려고 하

통계적 방법론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 후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다.

운전자의 교차로 접근 시 감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편,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매

시뮬레이터와 실제차량 운전자가 유사한 것으로 나

우 단순한 수준으로 구성한 것으로, 주변차량의 발

타났으나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교차로

생 시격이나 도로 상에서의 교통량, 정체여부 나 신

접근 시 감속 소요시간은 시뮬레이터와 실제운전자

호의 현시길이, 타 방향 교통류 흐름 등 실제 도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환경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등을 단

주행시뮬레이터에서 모사하고 있는 주행차량에

순화한 환경에서 실험되었다. 기초적인 환경에서의

대한 현실성 검증 또는 차량동역학 개발 등에는 활

실제 운전자와 시뮬레이션 상의 가상의 운전자의

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시뮬

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레이터의 주변차량의 현실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실

위에서와 같이 단순화한 주행환경에서 튜닝된

측연구결과가 적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더욱 실제와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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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복잡화한 시뮬레이션 도로환경에서의 실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단순
화한 환경적 요소들이 운전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더욱 현실감 있는 운전자 교육
시나리오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율
주행차량 보급에 따른 각기 다른 주행속성을 지닌
차량들이 혼합될 경우의 주행시뮬레이터를 통한 교
육훈련방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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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가구 다 차량 보유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도하고 있지만 임시적 대책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
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을 통해 국내 특성을 반영한 주차정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주차장을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세금 할증 또는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급 예산 확보,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가의
주차난 심화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현실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사용
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세금 할인 또는 할증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차고지증명제, 사회적 비용, 불법주차, 사용자부담원칙

In line with an increase in multi-car household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various policies
to address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in residential areas, but they work only as temporary
measures, not as ultimate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arking policy
appropriate to Korean settings by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illegal parking. In particular, tax
disincentives are proposed to drivers who do not own garages or tax incentives to those owning
garages. Then, expected are such effects as an additional budget for garage supply, improved
perceptions on parking fee payment, and reduced social costs. This study ultimately adopts a way
of tax incentives/disincentives according to the user pay principle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resulting from illegal parking as well as a lack of parking spaces in residential areas and thus, it
can help urban governments to address the parking shortage problem.
￭ Keywords: Garage Registration, Social Cost, Illegal Parking, User Pay Principle

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한 주차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
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고서를 발간, 이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최근 1가구 다 차량 보유현상이 확산되면서 주거

설치 상한제, 주차단속현황 등 주차관련 정책과 운

지역에서 주차시설 부족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

영방안을 다루었다(국토교통부, 2012). 이 연구에 따

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

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나 이

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우선주차제, 자

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주차공간은 공공

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Green

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 차

Parking)사업, 학교운동장 및 공원의 지하공간 활용,

고지 증명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부

간선도로 지하공간 활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터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 취약지역 주

다양한 방식의 주차공간 공급정책을 시행해왔다.

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반드시 거주지에 충

하지만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예산 및 주차공간

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생계형으로 운행

확보의 어려움, 수요공급법칙에 대한 무차별적인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라는 또 다른 비

차량 증가 등으로 이어져 임시변통일 가능성이 높

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

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 2012).

주거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가장 근본적인 대안으
로 평가받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1) 를

도입하자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량등록대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대한민국 도로는 불법주차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갓길에 주차된 불법주정차 차량

차고지 증명제는 1962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되

은 사고를 유발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며, 이외

었으며 국내에도 지난 2007년부터 제주시에서 시행

소방차 등 응급차량의 진입로를 막아 골든타임을

중에 있지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기반이 갖추어져

놓쳐 사고의 규모를 키우기도 한다. 주차대란의 근

있지 않는 대도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본적 원인은 국내의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극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위주의 주차정

이제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하여 전면 도입이 필요

책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한 시기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량

하는 것도 아직은 무리가 있다.

을 구입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불법주

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위에 불법주차를

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차고지를 소

하겠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된다.

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거나 또는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2천만대

차고지를 소유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

것이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발생 된 사회적 비용을

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고지 증명

전 시민이 부과한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

1)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거나 변경 이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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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 차고지증명제란 물리적인 환경(주차장)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또는 주차장 확보자
에게 세금할인 정책도 올바른 방향이다.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정

본 연구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차주들에게

책으로 이는 생계형차량 문제, 주차장공급 문제 등

세금을 할증시키는 방안을 택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물리적 환경이 갖춰있지 않고는 시행이 어려운 만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적정 세금에 대한

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에 따른 단계적 도입방안

방향성을 검토할 것이다. 주차 특성에 대한 이해도

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도입

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기초통계 분

이전단계로 불법주차 차량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

석을 시행할 것이며, 이러한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적정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소유 및 주차요금 지불에 대

부과 요금을 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

한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과 같다.

이는 체계적인 주차관리를 가능케 하며, 세수 증가
를 통한 주차 공간 확장에 대한 예산 확보, 차량 소
유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에 따라 주차
정책의 체계를 마련함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사
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주차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불법주정차에 따른 부정적 효과 범위 선정
부정적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추정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주택가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과 분석 및 해석
주차정책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시

<그림 1> 본 연구의 순서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주차 특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주차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내의 주택가 주차
구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자료범위는 불법주차
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도로교
통혼잡비용(국가교통DB), 탄소발생량 처리비용(한
국에너지공단), 교통사고 발생비용(보험개발원), 긴
급차량 길 막음 피해비용(소방방재청), 주차장 확보
비용(서울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이렇게 불법주차로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

3.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가. 국내 주차정책 검토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자동차가 대중화되
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공간인 이면도
로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긴급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 등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수요관리 및 주차장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주거지와 관련
된 주차정책은 다음과 같다.

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동
등히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용주차장 : 서울시는 주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가운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

거지주차장 100% 달성을 목표로 이를 위해 우

한 차주들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적

선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용주차장 확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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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차장 수요의 일부를 해결하려 한다. 그

한 조사 결과 난폭운전은 연료의 효율성이 낮고, 더

러나 건설부지 확보가 어렵고, 공사 및 토지비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지만 통행시간이 절감되어

용이 과다하게 소요(주차 1면당 조성비용은 약

손실보다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폭

5,000만 원)되는 만큼 서울시의 부담은 가중되

차량으로 인해 주변차량의 통행방해, 사고위험 발

고 있다(서울연구원, 2012).

생 등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

• 주택가 공동주차장 개방 : 주택가 인근에 있는

법운전자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 4,560억 원의

학교운동장 및 공원, 부설주차장, 교회 등 혼잡

비용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홍보와 강력

도가 낮은 시간에 인근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

한 단속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 필

방하여 공동 사용하게 함으로 주택가 보급률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확대시킬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김태호(2016)의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

및 야간에 사용안하는 주차공간 등 개방할 주

소방안 연구에는 현대해상의 교통사고 Big Date를

차장을 모집하여 설치비 및 면당 2~5만 원의

활용하여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사고 유형을 분석한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결과 손실금액은 약 2,2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 국공유지 등

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

유휴공지 및 주택가 인근의 자투리땅을 활용하

은 연평균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시민

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우선

의 활발한 참여로 2013년 5월 기준 214면이 조

선행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

성되었다. 1면당 200만 원 조성지원과 1년 이상

법주정차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운영 시 월 3~6만 원의 운영수입도 얻을 수 있

대상으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이 필요

다(서울시통계, 주차계획과).

함을 나타내고 있다.

• 내집 주차장 갖기 : 내집 주차장 갖기의 대표적

이창(2013)은 주거지의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

인 운동은 그린파킹(Green Paring) 사업이다. 담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

장을 허물어 사유지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다. 첫째,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요금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 사업

징수하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개인입찰제’

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선

를 도입하여 개인 스스로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진적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희망금액’을 주차공간 배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목적이 있으나 해마다 그린파킹 신청률이 감소

둘째, 현재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활

되는 실정이다.

성화를 제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야간에 개방하는
주차장에 인력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나. 선행연구 검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아파

김원호(2013)의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에는 국

트의 주택과 주차장을 분리해서 분양받고 거래할

내 운전자들은 불법운전의 의식수준은 매우 낮으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

서울시는 교통 혼잡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운전자

구에 제시된 주차 정책들은 주차공간의 공급에 중

들의 낮은 의식수준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음을 밝

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주차공간

히고 있다. 본 연구는 난폭차량과 일반차량을 비교

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수립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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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고 있다.
나은욱(2013)은 지속적인 승용차 증가 및 도시화에

있다. 본 연구는 거리 위 불법주차 감축이 차량의 이
동성 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 주차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90

Morillo Carbonell(2016)의 거리 위의 불법 주차가

년대 초 정부의 주택건설을 위한 다가구 및 다세대

도시 환경에서 차량 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불

건설 중심 정책으로 인해 주차장 보급기준을 완화하

법주차 지역을 통과하는 일반차량의 이동시간에 미

여 진행하게 함으로 주차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

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주차 정책으

해 영향을 정량화시키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로 추진 중인 주차장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기반

불법주차의 양 및 주차 위치에 따라 이동차량 속도

으로 Green parking 사업이 서울시 주택가 주차문제를

에 미치는 결과가 상이하였다. 이는 이동차량의 통

해소하는데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행속도가 높을수록 불법주차가 미치는 영향이 큰

황수경·임수길(2009)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 시행사례를 통하여 정책방안

만큼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법주차 단속강화, 둘째,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택가의 주차난

친지 및 지인 방문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셋째, 주

및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이 높음

변 상권 영향에 대한 최소화, 넷째, 소방도로의 기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능과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조화를 유도하며, 다섯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째, 주차공급 확보를 위해 주차 회전율 높이기 등을

의 주차환경 조건이 열악하여 이상적인 정책방향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의 성공률을 높일 수

로 제시할 뿐 현실적인 보안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주차환경을 진단

김인수(2013)는 1~2인 가구의 세대수 증가에 대

하여 주택가를 기준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한 소형주택의 공급확대가 불법주차를 확대시키는

비용을 추정한 뒤 원인자 부담형 주차정책을 제안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소형주택이 밀집된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인근 주거 환경 및 주민들에

한다.

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
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정책방안

Ⅱ. 현황 및 기초분석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공공 및 공용 공간, 유휴부지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1. 주차 관련 현황

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Carlos Morillo(2014)의 도시 지역 내 도로 위의 불

서울시의 주차장 개수 및 주차면수 변화율을 살

법 주차비용은 거리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펴보면 <표 1>과 같다. 1990년대 대비 큰 폭의 증가

비용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나리오 분

율을 보이며, 주차장 개수는 약 17.13%/년, 주차면

석결과 전체 도시에서 무계획 주차로 인한 경제적

수는 약 35.85%/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손실이 높음을 보여주었고, 손실비용은 차량의 위반

주차장당 주차면수는 2013년 기준 12.54면/개로 대

위치와 영향 받는 차량에 따라 상이함을 나타내고

형 주차장 비중이 높아지며, 전체 차량 대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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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주차장 현황

2. 불법주차의 원인과 특성
주차장
주차장
전체차량
개당
확보율
(대)
주차면수
(%)
(면/개)

연도

주차장수
(개)

주차면수
(면)주)

1990

60,706

406,730

1,193,633

6.70

34.1

1995

146,798 1,123,832 2,043,458

7.66

55.0

2000

174,878 1,658,535 2,440,992

9.48

67.9

면 보급률이 100%가 넘게 나타나 주차난이 해결될

2005

230,734 2,759,689 2,808,771

11.96

98.3

것으로 보이나 주차난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0

299,166 3,404,346 2,981,400

11.38

114.2

2013

299,941 3,760,460 2,973,877

12.54

126.4

주: 주차장수 및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주차장 ‘시
영’ ‘구영’) 및 민영주차장(노외 ‘민영’, 건축물부설)을 합산
한 수치임
자료: 서울시 통계, 2015.

가. 주택가의 주차장 보급률 낮음
서울시 주차장 보급률은 1990년도 34.1%에서
2013년도 126.4%까지 높아져 왔다. 단순 수치로 보

통행이란 출발지와 목적지가 한 통행으로 구성되므
로 결국 차량 한 대당 두 개(출발지-목적지) 차고지
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는 현재
는 필요분의 60% 정도만 주차장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주차장 보급률을

확보율은 2013년 기준 126%로 주차환경도 개선되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주차장

있다.

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주차장 현황은 <표
2>와 같다. 총 주차면수를 살펴보면 강남, 송파, 서

<표 3> 서울시 차량 대비 주차장 보급현황

초구 순으로 많으며 서대문, 강북, 종로구 순으로

연도

전체 차량(대)

주차면수(면)

보급률(%)

적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가 주차장 비중(=주택가

1990

1,193,633

406,730

34.1

1995

2,043,458

1,123,832

55.0

2000

2,440,992

1,658,535

67.9

도봉, 노원구 순으로 보급률이 높고 중구, 종로, 금

2005

2,808,771

2,759,689

98.3

천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

2,981,400

3,404,346

114.2

2013

2,973,877

3,760,460

126.4

주차면수/총 주차면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평,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및 주택가 비중

자료: 서울시 통계, 2015.

자치구

총 주차면수
(면)

자치구

주택가
주차장 비중(%)주)

강남구

368,420

은평구

78.3

출발통행의 비중이 높은 주택가의 차량당 보급률에

송파구

266,870

도봉구

76.6

서초구

266,934

노원구

75.7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다. 차량

강서구

223,968

성북구

74.6

~

본 연구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이 목적인만큼

등록대수 산정 시, 주택가에 주로 주차하지 않는 관
용차량 및 업무차량은 제외하였다.

~

도봉구

105,658

강남구

47.9

종로구

86,308

금천구

43.0

강북구

78,889

종로구

36.2

서대문구

65,372

중구

28.7

주: 주택가 주차장 비중은 총 주차면수(서울시 통계) 및 주택가
주차면수(서울시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함
자료: 서울시 통계, 2015.

각 자치구별로 주택가 주차장 부족비율(=1-주택
가 주차장보급률)을 살펴보면 성북, 동대문, 은평,
용산, 도봉구는 약 5% 미만으로 주택가 주차장보급
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대문, 중구, 금천, 영등포,
종로구는 약 30% 이상으로 주택가 주차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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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및 주택가 주차장 비중
자치구

자동차등록
대수주)(면)

주택가
주차면수(면)

서울시

2,768,769

성북구

110,677

동대문구

<표 5>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유형

주택가
주차장보급률(%)

구분

2,333,944

84.3

비율(%)

112,285

101.5

87,688

87,212

99.5

은평구

116,484

114,503

98.3

도봉구

86,039

80,920

94.1

용산구

73,358

69,063

94.1

강동구

130,994

117,317

89.6

동작구

98,222

87,675

89.3

으며, 타거주자의 대문과 차고지까지 막음으로써

강서구

160,683

142,404

88.6

해당시설이 갖는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마포구

103,819

91,330

88.0

있다.

관악구

112,565

98,823

87.8

송파구

202,935

177,127

87.3

광진구

89,290

77,676

87.0

인해 구급차·소방차와 같은 응급차량의 진입 및 통

서초구

162,252

139,255

85.8

행을 방해하고,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로

노원구

143,583

122,927

85.6

인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중랑구

95,916

80,399

83.8

성동구

84,265

70,547

83.7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2009년 실태조사를 보

강남구

211,780

176,549

83.4

면 전국 아파트 단지 중 6% 이상에서 주차차량으로

강북구

69,159

56,799

82.1

소방차 진입이 방해를 받아 화재장소 접근에 5분 이

양천구

137,944

110,350

80.0

상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121,253

94,097

77.6

종로구

45,077

31,241

69.3

영등포구

127,971

85,683

67.0

금천구

71,466

46,242

64.7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자

중구

51,065

30,629

60.0

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

서대문구

74,284

32,891

44.3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

주: 관용차 및 업무차량은 제외함
자료: 서울시 통계, 2015.

보행불편 도로교통 긴급출동 교통사고 도시환경
장애
혼잡
차량방해
발생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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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

8

3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13.

이렇게 불법주정차 차량은 도로뿐 아니라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도로,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

주택가 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정성 문제도 유발시키
고 있다.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로 통행하며 보·

인이 된다. 전체 사고유형 가운데 보행자 사고의 점
유율은 20%를 넘는데, 이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

에 기인한 것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지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도로용량의 감소, 교통 혼

방행정연구원, 2013).

잡 및 보행 불편의 증가, 긴급출동차량의 통행 장애
발생 등이며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교통사고 유발

다. 주차문화 의식 부족

가능성도 높아진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유형은

주차요금에 대해 운전자들은 가능한 피하고 싶

<표 5>와 같으며 보행불편장애가 52%로 가장 높게

다는 입장이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나타나 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5.8%)을 크게 앞질렀
다. 주차는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차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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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는 것에 거부감 또는 부담을 느끼고, 주차는 공

확대(긴급차량 길막음, 도로정체 등), 운전자 의식

공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미흡함, 배회주행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등

개선책이 요구된다.

이 주요 문제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에 불법주정차의 문제점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기반
으로 본 연구의 사회적 비용 범위를 추정할 것이며

<표 6>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의식
6구분

비율(%)

이에 대한 내용적 범위는 <표 7>과 같다. 불법주정

가능하면 요금을 피하고 싶음

56

차에 따른 교통혼잡 발생, 교통사고 발생(차량 및

적당한 수준이면 부담가능

35

당연히 지불해야 함

6

보행자), 긴급차량 길 막음, 배회주행으로 발생되는

기타

3

자료: 경기연구원,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008.

온실가스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고자 하며 주
차요금의 인식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주차장 미소유
운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Ⅲ. 분석결과
1. 주차 개선방안

<표 7>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적용범위 산정

문제점

도로
경기
교통
연구원
공단

한국
삼성
한국
지방
교통
본
교통
행정
안전 연구
연구원
연구원
연구소

교통혼잡 가중

✓

✓

✓

✓

✓

적용

교통사고 유발

✓

✓

✓

✓

✓

적용

주차로 인한 피해 가중, 주차 인식 부족 등으로 인

긴급차량 길막음

✓

✓

✓

✓

✓

적용

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배회주행 증가

-

-

-

✓

-

적용

이전에 주차장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페널티

주차요금 인식

✓

-

✓

-

✓

적용

불법주차의 문제점은 주차장 수요 부족 및 불법

를 부과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세수를
늘려 주차장 보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영방안은 차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자료: 경기연구원, 불법주차문제의 해법, 2013; 도로교통공단,
도로 및 보도 불법주차의 해결방안, 2014;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불법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13; 한국교
통연구원, 국민 밀착형 주차정책 혁신 및 실천 방안,
2012;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 2015.

차량을 등록 시 자신이 소유하는 차고지를 증명(공
영주차, 거주자주차, 민영주차, 건축물부설주차. 주

2. 사회적 비용 추정

택단지 내 주차 등)한 뒤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 등록

가. 교통혼잡비용

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세를 개편하는 것이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도로교통 혼잡비용에

다(이와 반대로 차고지를 증명하는 운전자는 세금

따라 지역별, 차종별, 도로별, 비용원가 등의 자료를

할인 혜택도 가능함). 추가금액 및 할인금액에 대한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서울연구원의 경우 불법주정차에 대한 평균통행시

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할 것이다.

간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차로

불법주정차에 문제점은 보행자 및 주정차 차량

수 및 불법주정차 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

충돌 사고 유발요인, 불법 주정차차량에 의한 피해

난 만큼 본 연구는 주택가 도로를 감안하여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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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적용한 결과 약 20%의 교통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차대차 사고는 연간

혼잡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159억 원, 차대인 사고는 연간 276억 원의 사회적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비용이 발생되었다.

연간 1,323억 원이 발생되었다.
- 사고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2) = 차대차 사고 비용 + 차대인 사고 비용

- 교통 혼잡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1)= 교통혼잡비용(서울시) * 차종별 발생
(승용차)*도로별(일반)*비용원가(차량운행)*교통혼잡률
※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 비용 및 시간가치비용2)으로
산정되며 주차 관련 비용은 차량운행비용만 적용하였다
(시간가치비용은 제외함).

<표 8> 교통혼잡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구분

내용

혼잡비용

서울시 84,144억 원

차종별 발생율

승용:51.3%, 버스: 22.8%,
화물: 25.9%

도로별

고속:28.4%, 일반:71.6%

비용원가

시간가치: 78.6%,
차량운행: 21.4%

교통혼잡률

20% 적용

사회적 비용

1,323억 원/년

자료 인용
(기준년도)

국가교통DB
(2012)

차대차 사고비용 = 사고발생건수 * 평균수리비용
차대인 사고비용 = 사고발생건수 * 평균지급비용

<표 9> 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구분

차대차 사고

차대인 사고

자료 인용
(기준년도)

사고발생건수

15,000건

2,180건

서울시(2014)

평균수리/
지급비용

106만 원

1,364만 원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
(2014)

사회적 비용

159억 원/년

276억 원/년

자료: 보험개발원,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통계

다. 긴급차량 길 막음 위험비용
불법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길 막음 현상으로 골
서울연구원

자료: 국가교통DB, 자동차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서울연구원,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011, 2001.

든타임을 놓쳐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 비
용은 증가될 수 있다. 본고는 연구범위가 주택가
주차장임을 감안하여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주택가

나. 사고발생비용

화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평균화재건수, 화재비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 연간

중, 평균피해액, 골드타임 가중비용 등을 기반으로

15,000건이 발생되었으며 차량사고당 자동차 평균수

산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연간 약 62.5억 원의 사회

리비 지급은 약 106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보험개발

적 비용이 발생되었다. 즉, 주택화재로 인한 불법주

원, 2014). 불법주차로 발생되는 차대인 사고는 연간

차의 사회적 비용이 약 62.5억 원의 추가 손실금액

2,180건이 발생되었고(서울시, 2014), 인피사고의 평

이 발생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균지급비용은 약 1,264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도로교
통공단, 2014).

2) 차량운행비용: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변동비(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등)
시간가치비용: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 비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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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길막음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3) = 평균화재건수 * 화재비중(공동+단독)
* 평균피해액 * 골드타임비용
※ 광주시에서 골드타임을 놓쳤을 경우 평균피해비용 대비
80%가 높은 피해를 보이고 있다(광주시소방본부, 2015).

행시간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절감시간을 배회시간
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 파킹 개발업
체가 잠실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
수 700부) 스마트파킹 설치 이후 주차 소요시간 단
축의 고객 체감은 10분 이상이 46.4%, 5분 이상이
33.4%를 보였다.3) 샌프란시스코 도시 교통청에서
시행한 SFpark 4) 테스트 결과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표 10> 길막음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구분

내용

평균화재건수

5,815건/년

화재비중

공동주택: 20.5%,
단독주택: 16.5%

평균피해액

363만 원/건

골드타임비용

80%

사회적 비용

62.5억 원/년

자료 인용
(기준년도)
서울연구원
(2014)
광주시(2015)

자료: 서울연구원 언론보도, 광주시

운전자들은 SFpark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 설치
이전보다 약 5분 정도 빨리 주차공간을 찾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1>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추가 주행거리 및 시간
지역
실험
구역

라. 배회주행 처리비용
본인 차고지가 없는 경우 적절한 주차장소를 찾
고자 과잉통행(excess travel)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배회주행에 대한 통행시간 측정을 위

스마트
파킹

서울숲 인근
범계역 인근

주행거리

주행시간

약 496m 추가

약 5.5분 추가

약 805m 추가

약 8.4분 추가

Manhattan

약 231m 추가

약 3.1분 추가

평균값

511m 추가

5.6분 추가

-

약 6.3분 단축

잠실인근주)

-

약 5.0분 단축

평균값

San Francisco

-

5.6분 단축

적용값

511m 추가

약 5.6분

주: 잠실 인근은 10분*0.464%+5분*0.334%를 적용하여 산출함

해 두 개의 지역을 걸쳐 연구진이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표 11>과 같다. 이외 해외사례의 경우
Manhattan의 15개 블록에 위치한 무료 노상 주차장
의 빈자리를 찾는데 차량 1대당 평균 3.1분, 0.37마
일의 추가적 배회 주행이 필요하였다(한국교통연구

- 배회주행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4) = 과잉거리 * 탄소배출량 * 배회자동차수
/ 처리비용

원, 2012).
이외 스마트파킹 사업에 따른 효과성 측정을 본

배회주행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처리비용

연구 값에 사용하였다. 스마트 파킹이란 운전자에

을 추정한 결과 연간 사회적 비용은 약 19억 원이

게 지정된 주차장으로 안내하여 불필요한 배외주

발생되었다.

3) TIS 정보통신이 주차유도시스템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방문한 71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음
4) SFpark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이 변동하는 시스템(주차장에 차량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관리시스템이 이를
통해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가격을 조절함)으로서,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올리고 수요가 적은 지역의
요금을 낮추어 전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요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차공간
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첨단기능(스마트폰 앱)을 함께 도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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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표 12> 배회주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구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실험값 평균

4.0

2.2

1.3

1.3

0.7

1.0

자료: 통계청

내용

과잉거리

511m

탄소배출량

149.9g/㎞

에너지공단(2015)

배회 자동차수

434,825대

주차장 부족 차량대수

연간발생량

8,654ton

주행일수: 5일/주일

처리비용5)

220달러/ton

네이처 기후변화(2015)

사회적 비용

19.04억 원/년

본 연구의 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한
주차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표 15>와
같다.

3. 결과해석

<표 15> 본 연구의 주차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내용

효과1

세수확보를 통한 주차장 공급 예산확보

효과2

현실적인 주차장 실태조사 가능

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를 적용시킬

효과3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전환

우려가 높아 교통 혼잡비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686

효과4

불법주정차 감소 및 교통혼잡,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억 원/년)6) 를 제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다.

효과5

내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 방안

효과6
(향후)

개인소유의 수익형 주차장 도입
(개인소유 차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기반조성)

효과7
(향후)

민간사업자의 주차장 투자기반 마련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경우
<표 13>과 같다. 현재 정부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

이는 비용항목별로 동일년도로 조정하기 위해
2015년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
산출한 결과 연간 1,19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차고
지 미소유 차량에 연간 27.5만 원, 월간 2.3만 원의
과세를 적용 또는 차고지 소유차량에게 세금 할인

가. 세수확보를 통한 주차장 공급 예산확보

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주차장 미확보 운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주차장 공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
다(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들에게 세금혜택을 부

<표 13>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구분

산출값

조정값

비용(원)

기준(년)

비용(원)

교통혼잡비

1,323억

2012

1,367억

사고발생비

435억

2014

438억

긴급차량비

63억

2014

63억

배회주행비

19억

2015

19억

불법주정차 과태료

686억

2014

691억

합계

1,154억

-

개별부담금

기준(년)

과하여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함). 차고지 미확보차량에 대하여 세수확보를 통
해 주차타워 및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공급 예산 확

2015년
적용

1,197억

27.5만/인/년, 22,940원/인/월
(차고지 미소유 차량 : 434,825대)

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나. 현실적인 주차장 실태조사 가능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1항
을 살펴보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5) 2015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톤당 처리비용은 220달러로 나타났음
6) 686억 원(불법주정차과태료)=951억 원/년*0.721,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951억 원(서울시, 2014년), 차종별 단속현황은
승용차가 72.1%, 화물 10.2%, 이륜 8.7%, 승합차 4.9%, 기타 2.4%를 보이고 있음(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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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

바. 개인소유의 수익형 주차장 도입

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

현재 개인 소유의 임대전용 오피스텔도 사업자

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

등록증을 발급받아 소득 신고를 권하고 있다. 추후

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주차장도 개인 수익형 사업으로 확장하여 매매 및

다.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이처럼 정기적으로 집행

소득신고 등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서 세수확대 방

되는 조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

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는 낮에 주차이용률이 낮으며, 야간은 오피스·상업
시설의 주차이용률이 낮아 효율적인 주차장을 운영

다.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전환

할 수 있는 공유주차에 대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세금의 본래적 목적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상황
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즉,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사. 주차장 투자 기반조성

세금 부과를 통해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인식 개선

현재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가운데 재무

을 만들어 내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각 시민의 노

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시설물(특히 판매

력을 진화시킬 수 있다. 부가적으로 현재 과소 이용

시설)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

되고 있는 민간유료주차장을 활성화시키며, 집에서

차장 혼잡 및 주변교통에 방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먼 거리에 있는 주차가능 지역도 활성화 시킬 수 있

따라 주차장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형 구조가 확보

을 것이다.

되면 민간사업자들도 주차장 사업에 보다 많은 관
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은 줄어들

라. 사회적 비용 감소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가 없는 운전자들은 불법주차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 발생
및 긴급차량 진행 방해,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등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원
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차장 미확보 운전자에게

1. 결론 및 시사점

부담 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에게 해택을 줄 필요
가 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주택가의 주차난은 가중되고
차량등록대수는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는 불법주정

마.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 방안

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서울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주차장 확대, 그

그린파킹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호응이 높지 않

린파킹, 공공시설 개방, 자투리땅 활용 등 다양한

다. 주차장 미확보 운전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차장 공급 위

면 그린파킹 신청 및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은 스

주의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임시적일 뿐

스로 유휴부지를 발견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등 자발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에 앞장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특성에 적합한 주차정책
을 통해 차고지를 소유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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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또는 소유한 운전자에게 세금혜택을 부과하는

화, 불법주차로 인한 추가세금을 통해 주차요금 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세금부과는 불법주

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고. 적용

세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는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긴급차량 길

내 집 담장 허물기, 민간주차장 이용률 개선 등을

막음비용, 배회주행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을 사회적

통해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

비용으로 환산하였다.

라 판단된다. 현재 불법주정차에 대한 최종 해결방

분석결과 교통혼잡비용(2015년 조정기준)은 연간

안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1,367억 원, 사고발생비용은 438억 원, 긴급차량 길

지는 만큼 본 연구의 불법주차 차량에게 사회적 비

막음 비용은 63억 원, 배회주행 비용은 19억 원으로

용을 부과 또는 주차장 소유 운전자는 세제혜택을

산정되었고, 현재 불법주정차의 총 과태료가 691억

부여함으로 차고지 증명제도입 이전단계를 통해

원인 만큼 중복과세를 제외하고자 이 금액을 제외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소유 및 주차요금 지불에 대

한 1,197억 원이 산출되었다. 이는 차고지 미 소유차

한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

량 약 43만 대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요할 것이다.

차량당 약 27.5만 원/년, 월간 약 2.3만 원의 세수확
보가 가능하다.

2. 향후 연구

이는 세금부과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본 연구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

적 비용을 내부화시키고 이를 원인자에게 부담케

실적인 차원에서 추정하였으나 불법주정차로 발생

함으로써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되는 사회적 비용의 범위는 넓은 만큼 사회적 비용

수 있다. 또한 추가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나 서울시

의 추가 확장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주차에 대한 데

도 주택가 주차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

이터의 한계로 타기관의 실험값 인용(서울연구원,

가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연구원 등), 데이터 기준년도 및 화폐가치가 상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자동차 보유대
수에 비해 주차시설의 공급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

이함에 따라 추후에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 및 동일
년도의 자료를 통한 분석 값이 요구된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공공부분의 사회적 비용이 다양한 분야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 보급률을 확보한 지역부터

서 산출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적용한 사례는 많지

우선시행하며 단계적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시행

는 않다, 하지만 최근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사고 발

지역 내에서도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서 작은 자동

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차로 단계별 도입, 차량축간거리가 긴 자동차에서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

짧은 자동차로 단계별 도입, 생계형 자동차 및 장애

배 이상 부과된다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인 자동차 우선면제, 승용차 우선도입 등의 방안이

을 발의한 만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사례는 머지

마련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무리 없는 진행이 가능

않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주차장 확보는 국가가
아니라 차량 소유주가 확보해야 된다는 인식의 변
58

2017. 9

불법주정차의 사회적 비용에 기반한 주차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1. 경기연구원,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008.
2. 교통안전공단, “도로 및 보도 불법주차,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Koroad 웹진, 150호, 2014.

한 방안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7(4), 2009. pp. 91100.
20. 황경수․임수길,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해결
요소 탐색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7(6),
2009. pp. 97-106.

3. 김원호,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서울연구원, 2011.

21. Carlos Morillo, José Magín Campos, “On-street illegal
parking costs in urban area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60, 2014. pp. 342–351.

4. 나은욱, “주택가 주차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성
동구 Green parking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3.

22. Morillo Carbonell, Carlos, Campos Cacheda, Jose Magin,
Effect of illegal on-street parking on travel times in urban
environment, 2016.

5.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수리비 환경변화에 따른 시사
점, 2014.
6. 부산광역시시의회, 부산광역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2.
7.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실효성 제
고방안, 2015.
8. 서울연구원, “서울에서 화재 얼마나 발생하나?”, 서울
인포그래픽스, 제165호, 2015.
9. 서울연구원, “서울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은?”, 서
울인포그래픽스, 제188호, 2016.
10. 서울연구원,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지하주차
장 개발 및 설계방안, 2011.
11. 서울연구원, 자동차소유, 운행의 사적·사회적 비용
비교 연구, 2001.
12. “연합뉴스, 전남 광주 화재 10건 중 3건 이상 ‘골든타
임’ 놓쳐”,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04/19/0200000000AKR20150419027000054.HTML].
13. 이창, 주거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서울연
구원, 2013.
14. 최우일, “차고지 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소형사
업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
교, 2007.
15. 하만복, “도시지역 차고지 증명제 전면도입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도로학회지, 16(1), 2014. pp. 59-62.
16. 한국교통연구원, 차기 정부를 위한 교통정책 제안-국
민 밀착형 주차정책 혁신 및 실천 방안, 2012.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불법 주정차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13.
18.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2016.
19. 황경수,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례소개와 성공을 위

59

교통연구 제24권 제3호 pp.61-74

철도교통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철도법령 중심으로
전영석*

A Study on Suitability of Guaranteeing Independence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 Focusing on the Korea Regulations
Jeon, Young-Seok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관제사 관련 열차사고 사례조사 분석

Ⅳ

법령상 철도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1.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의 당위성
2. 국내법령의 철도관제업무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Ⅴ

결론

2017년 5월 8일 접수, 2017년 7월 18일 최종수정, 2017년 7월 19일 게재확정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주저자, 교신저자)

Abstract
본 연구는 철도교통관제업무와 관련된 열차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철도교통관제사의 독립성 보
장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철도
교통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철도교통관제업무와 관
련된 열차사고는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략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독립성, 안전성, 열차사고, 철도교통관제사, 철도교통관제업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independence guarantee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For the study, to investigated train accidents related to railway traffic
control task and analyzed the connection with independence guarantee. And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dependence guarantee of the railway traffic controller of the Basic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for domestic railway related laws. The results show that train
accidents related to the railway traffic control task are related to the independence of the railway
transport controll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railway transport controller.
￭ Keywords: Basic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Independence, Railway Traffic Controllers,
Railway Traffic Control Task, Safety, Train Accident,

철도교통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철도법령 중심으로

Ⅰ. 서론

부터 관제사의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위험의 감
시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되

철도교통에서 철도운송은 수송수요 해결을 위하
여 사전 정의된 열차다이어그램(Train Diagram)에 따

고 있으며, 이는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라 계획된 열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필요

본 연구에서는 중앙관제실 운전관제사의 관제업

로 한다. 이 필요에 따라 구축된 철도교통관제 설비

무와 관련된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관제사의 독립성

“관제사”라 한

보장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국내의 철도관련법

다)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

령을 대상으로 기본법에서 정한 관제사의 독립성

다)를 통하여 계획된 열차의 집중 제어·감시·통제함

보장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으로 열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안

를 활용하여

철도교통관제사1)(이하

국가 소유인 고속선로와 철도교통관제 설비를

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KTX가 영업을 해 오던

연구범위는 중앙관제실에서 근무하는 운전관제

중에 2016년 12월 9일 수도권고속철도(SR) 개통에

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으로 기본법이 적

따라 하나의 고속선로와 관제설비를 이용하여 한국

용되는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시간적으

철도공사의 고속열차(KTX)와 수도권고속열차(SRT)

로는 기본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를 기

가 동시에 운행하게 됨으로써 한국철도는 경쟁체제

준으로 하였다.

구조가 되었다. 관제업무는 국가의 기반시설을 이

연구 결과는 관제사와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보

용한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중간접점에 위치하고

장함으로써 열차운행안전 내지 철도교통의 안전수

있어 일반적으로 항공과 해상 교통관제업무와 함께

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사무로 분류된다. 국가사무인 관제업무는 철도
시설·운영과 복수의 철도운영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Ⅱ. 선행연구 고찰

이는 무엇보다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관제업무와 관련된 선행된 연구로는 김구영(2007)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종사자의 독

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표준대응절차 활용 실태분

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

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철도교통관제업

정하였다.

무규정에 이를 수행하는 관제사의 업무내용을 첫째,

이와 같이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유지, 지연 운행 시 회복운전,

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운전관련 지침 준수 및 감독 등 운행정리 업무 둘

규정하고 있음에도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고

째,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에 대한 승인, 조정, 통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사고가 발생된 배경에

및 작업구간의 열차운행 통제업무 셋째, 철도사고

는 열차운행 조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한 사고수습 및 조치

1) 철도안전법(제2조 10호 나목)에서는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항공교통관제사, 해상
교통관제사와 같이 통일하여 철도교통관제사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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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넷째, 이례상황 발생 시 긴급한 처리지시 및

요인 비교연구”에서 관제사는 교대근무2) 에 의한 개

임시열차, 구원열차, 대체수송수단결정 등 운행 조

인생활 종속, 비상상황 시 조기종료 압박감 및 쾌적

정이 포함되는 업무분야 다섯째, 관제업무 수행에

하지 못한 근무환경에 의한 피로감의 3개 항목이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판단, 전달/전파,

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를 미친다고 보았고, 관제

기록 유지에 관한 업무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

사에 대한 기관사와의 비교 관점에서 스트레스 원

시하고, 표준대응절차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

인 파악을 시도하였다.

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한국원자력연구소(2007)는 “안전업무종사자의 인

서 저자는 관제센터의 독립적 기능수행과 관련된

적오류 관리 및 업무적성평가기준 개발”에서 철도

설문조사에서 ‘관제센터의 본사 독립, 분리, 별도의

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의 직무특성을 6가지로 정리

공단 설립’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38%로 나타났

하고 이에 대한 인적오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으나 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요구되는 직무특성으로는 첫째, 관제업무는 열차정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운전유지를 위한 정신적인 사고 둘째, 시간적 압

고종현 외(2007)는 “철도 관제사 직무유형 및 특

박과 동시에 여러 업무 수행능력 셋째, 비상상황이

성 분석”에서 관제직무는 총 24개로 정상직무 17개,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법의 숙지로

비상직무 7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관제직무는

상황발생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넷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사고와 시간적인

째, 관제설비의 감시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

압박,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이 필요하고 비상

하는 집중력 다섯째, 정상적인 직무외 비상상황 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따른 집중력이 요구되며,

생 시에도 원활한 관제직무 수행을 위한 차량·선로

정확한 의사소통 등의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급전·신호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보았다. 그러나 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대

많은 경험 여섯째, 현장과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정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착오나 실념

홍순흠 외(2012)는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 세부

에 의한 오류, 조작실수,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판단

사항 도출 방안 연구”에서 관제업무 관련 규정에

실수, 집중력 저하에 의한 인지오류, 경험부족에 의

나타나는 행위자의 명령·지시·보고 관계에 따라 실

한 잘못취급, 의사소통기법 부족에 의한 의사소통

제 수행주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과, 관제사 등 행

오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한 인적오류

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과 각

관리와 업무적성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위자별 또는 수행자별로 행위의 중심에 선 행위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관제업무와 관련된 내용

자위주의 규정의 재편 필요성과 관제운영과 관련된

외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여 역

는 찾아보기 어렵다.

할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관제사 독립성 보
장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중곤 외(2013)는 “기관사와 관제사의 스트레스

2) 서론 앞부분에서 “기관사와 관제사는 일상적인 교번근무의 제도적 틀과…”에서 기관사와 관제사를 묶어 교번근무로 표현
하였으나, 기관사는 교번근무, 관제사는 교대근무가 정당하므로 ‘교대근무’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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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제사 관련 열차사고 사례조사 분석

1>의 사고사례별 사고당시의 운전조건과 이에 따른
열차의 안전 확보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준으

기본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로 사고당시 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내용을 비교하

사고사례를 항공철도사고위원회 홈페이지의 ‘철도

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성 보장과의 연계성을

사고조사보고서’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

분석하여 표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의 ‘철도사고조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국내 열차사고

관제사는 운전조건이 변경되어 정상적인 열차운행

중 철도관제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를 조사하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전조건에 따라

여 <표 1>에 표시하였다.

수반되는 추가 위험을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이 표의 안전성 비교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관

있도록 열차안전 확보 원칙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

제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고는 국가직무능력표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사고당시 관제업무

준(NCS)에 정한 관제업무 수행의 기본가치인 열차

수행 내용과 같이 추가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감

안전운행확보보다 열차지연을 의식한 효율성에 치

시·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표 1>과 같은

우친 결과로 유추되며, 관제사가 안전성보다 효율

열차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기서

성에 치중한 배경에는 관제사에 의한 관제업무의

는 관제사 관제업무의 전문성과 인적오류에 대해서

독립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표 2>에 <표

관제사는 국가사무인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표 1> 국내 관제사 관련 주요 열차사고
No

일시

사고종별

장소

사고개황

안전성 비교

1

’03.02.18
열차화재
09:53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반대선 열차를 화재가 발생한 역으
열차에 화재발생 후 관제사가 반대선 열차 진입을 잘못 허
로 출발지시는 안전성보다 효율성
가하여 화재가 옮겨 붙음(사망 192명, 부상 148명)
에 치중

2

’03.08.08
열차충돌
07:13

경부선
고모-경산

통신식 시행 중 관제사가 선행열차 경산역 도착 전에 후속 선행열차 개통 전 후속열차 운행
무궁화열차 진입을 잘못 허가함으로써 선행 화물열차와 충 지시와 사용중지한 출발신호기 임
돌(사망 2, 부상 58명)
의 사용지시는 효율성에 치중

3

’06.02.12
열차탈선
05:13

경부선
고모역구내

금강산 관광열차가 고모역 접근 시 관제사가 사전 안전조치 진입열차 정차 등 안전조치 없이
없이 선로전환기를 원격으로 잘못 전환하여 지나가던 열차 선로전환기 전환취급은 안전성보
가 탈선
다 지연의식 등 효율성에 치중

4

’10.11.28
서울9호선 전동열차가 신논현역 접근 중 기지관제사가 운전관제사와 열차진입 중에 선로전환기 취급은
열차탈선
19:49
신논현역구내 협의 없이 선로전환기를 잘못 전환하여 열차탈선
안전성보다 효율성에 치중

’11.02.11
5
열차탈선
13:04

경부고속선
광명역

선로전환기의 연속 장애발생에 따른 확인 및 사용중지조치
열차지연을 의식하여 선로전환기
없이 신호를 취급하여 가동크로싱 첨단이 전환되지 않은 상
연속 장애발생에 따른 사용중지 조
태에서 신호회로상의 문제로 장내신호기에 진행신호가 잘
치 및 확인조치를 하지 않음
못 현시되어 진입 중인 고속열차 탈선

관제사가 구원열차에게 고장열차
3호선 배산역-물만골 역 간 운행 중인 전동열차의 전기장
부산교통공사
정차위치, 열차운전방법, 속도제한,
’12.11.22
치고장으로 정차한 후, 관제사의 무리한 구원열차운전지시
6
열차충돌
3호선
구원요령을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
08:30
에 따른 지연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과속운전이 조장되어
은 것은 안전성보다 지연방지 등
고장열차와 충돌, 201명의 부상자 발생
효율성 치중
7

’16.4.22 열차탈선

전라선
율촌역구내

순천-덕양 간 하행선로 공사로 인한 폐색 및 신호보안장치
사용이 중지된 비정상조건에서 사고열차의 정상속도운전이
허용됨으로서, 율촌역에서 열차 정상선로로 임의 복귀 중
분기기에서 탈선전복, 사망 1명, 부상 8명

폐색 및 신호보안장치의 안전기능
지원이 불가한 조건에서 정상속도
운전허용은 안전성보다 효율성 치
중(열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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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열차안전 확
보 원칙에 따른 안전성을 기본가치로 관제업무를 수

Ⅳ. 법령상 철도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
의 적정성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관제사는 철도운영기
관에 소속된 사원신분으로서 소속기관의 효율성과

<표 1>의 사고사례와 <표 2>의 분석결과를 중

비용절감을 위한 사규와 지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심으로 국내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한 관제사 관제

한 구조에서 열차지연과 효율성에 치우친 무리한 관

업무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

제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취

하여 먼저 중앙관제실의 운전관제사에 의한 관제

약해져 <표 1>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

업무 독립성 보장의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

된다. 이는 <표 2>와 같이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과

준으로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도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하였다.

<표 2> 관제사 관련 열차사고사례별 관제사의 독립성과의 연계성 분석
No

사고장소

사고당시운전조건

안전확보 원칙

사고당시 관제업무

독립성과의 연계성

∙ 사고발생장소(열차)를
∙ 중앙로역에서 전동열차(#1079) ∙ 화재장소 확인, 반대선 진입열차 ∙ #1080열차 대구역 대기지시를 하
확인하지 않고, 반대선
지 않고, ‘대구역 화재발생, 주의운
안전여부 확인
대구지하철 중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상태에서
열차 출발 중지지시를
1
앙로역
∙ 반대선에 도착한 열차(#1080)에 ∙ 위험시 반대선 열차 이전 역( 대구) 전하라’는 잘못 지시로 중앙로역
하지 않은 것은 안정성
진입허용
정차대기 지시
화재가 옮겨 붙어 피해 확대
보다 열차지연 의식
경부선 고모2
경산

3

∙ 신호기 증설공사로 폐색·신호보
∙ 사용중지한 고모역 출발신호기 임
∙ 수신호취급 및 선행열
안장치·자동열차정지(ATS)장치 ∙ 상치신호기 대용 수신호취급
의 사용하도록 지시
차 경산역 도착하기까
∙ 통신식 시행 시 고모-경산 간 2개
사용중지
∙ 선행열차 경산역 도착 전에 후속열
지의 열차지연의식
∙ 통신식(인위적인 폐색 및 신호취 이상 열차운행금지
차 출발지시
급) 시행

∙ 진입열차 정차확인 후 선로전환기 ∙ 진입열차 정차조치 없이 선로전환 ∙ 진입열차 정차에 따른
경부선 고모역
∙ 열차진입 중 선로전환기 임의 전환
전환취급
기 잘못 전환
열차지연 의식
구내

∙ 지상신호 장애발생시 통신식 시행
∙ 지상 신호장치 장애발생에 따른 통
∙ 지상ATC신호장치 장애발생되어 (인위적인 폐색·수신호)
∙ 통신식 시행에 따른 열
신식 미적용
∙ 안전장치(폐색·신호) 사용중지에
차상안전장치 차단 운전
∙ 차상안전장치 차단 및 지상신호 정 차지연 의식
서울9호선 신
∙ 관제통제에 따라 신논현역 열차진 따른 안전기능 대체 및 육안운전
4
∙ 진입열차 정차에 따른
지신호 무시한 운전 지시
논현역 구내
입 중 선로전환기 전환취급으로 (속도제한 등) 조치
∙ 열차진입 중에 선로전환기 임의 전 열차지연 의식
∙ 진입열차 정차확인 후 선로전환기
열차탈선
환취급
전환취급

5

6

경부고속선
광명역

∙ 연속적인 신호장애 발생
∙ 신호회로 상 문제로 장내진행신호 ∙ 연속된 신호장치 장애발생시 상치 ∙ 연속 신호장애 발생에 대한 신호기 ∙ 상치신호기 사용중지
에서 분기기의 첨단레일 정위, 가 신호기 사용중지하고 장애원인· 사용중지 및 원인규명 없이 장내신 와 수신호취급에 따른
호기에 진행신호 현시
열차지연 의식
동크로싱은 반위 조건에서 KTX 확인 후 정상사용
진입 중 탈선

∙ 고장열차 무선장치고장상태에서 구
∙ 구원열차 운행 시 고장열차정차위
원열차에 대한 전령법(전령자 동승)
∙ 전동열차 전기장치고장으로 구원 치 등 운전정보 공유
∙ 정지신호구간 정차 후
미적용
∙ 전령자를 동승시켜 과속운전방지
부산교통공사 요구(열차무선 사용불능)
∙ 차상안전장치(비상모드)지시에 따 15㎞/h 스위치 적용
3호선
∙ 구원열차운전 중에 정지신호구간 와 고장열차 연결작업
른 과속운전감시통제수단 미적용으 및 과속운전 통제에 따
(고장열차정차) 과속운전으로 고 ∙ 정지신호구간 진입허가 시 속도제
른 열차지연 의식
로 과속운전 방치
한 지시 및 과속운전감시 통제(15
장열차와 충돌
∙ 정지신호구간 정차 후 15㎞/h 스
㎞/h 스위치 적용 등)
위치 미적용

∙ 반대선 운전에 따른 비정상조건에
∙ 폐색방식 변경 없이 폐
∙ 폐색·신호·차상안전장치 사용중
서 정상속도 운전허용
∙ 선로공사로 지도통신식에 의한 반
색구간(순천-율촌-덕
지에 따른 안전기능 대체 : 수신
∙ 사규의 지령식 대신 지도통신식 적
대선로 이용 열차운행(폐색·신호
양) 도중 율촌역에서
호, 속도제한, 과속방지 조치 등
전라선 율촌역
용(잘못된 사규)
·차상안전장치 사용중지)
7
정상선로 변경은 폐색
∙ 지도통신식(단선) 시행 중 도중 정
구내
∙ 폐색방식 변경(지도통신식⟹통신
∙ 정상선로 복귀를 위한 건늠선 과
방식 변경절차에 따른
상선로 운전 복귀 시는 통신식(복
식) 없이 정상선로 임의 복귀 및 율
속운전으로 탈선 전복
지연의식
선)으로 변경
촌역 수신호 생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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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의 당위성

여 관제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점, 관제사가 적용하
는 업무기준이 사규에 의존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가. 국가사무로서의 관제업무 독립성 보장

논란이 된다. 과거에 관제업무 관련 국가사무에 대

국내의 교통관제업무는 일반적으로 국가사무로

한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국가사무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교통관제사는 각 교통수단

로의 보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있었으나, 2014년 국

별 특성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제업무를

토교통부의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이하 “규정”)이

수행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교통관제사별로 신분과

고시된 이후에는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기준이 되는 적용 법령은 <표 3>과

반론의 여지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서의

같이 서로 상이하다. 교통관제사 중 항공안전법에

관제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규정과 철도운전법령

의한 항공교통관제사와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상교

(철도차량운전규칙과 도시철도운전규칙)은 일부 기

통관제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항공사 또는 해운

술적인 사항을 정한 수준으로 관제업무 수행에 필

사와 독립된 구조인데 비하여 철도교통관제사는 한

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에 속한 사원 신분이라

관제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제사는

는 차이가 있다. 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할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사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때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관

관련 개별

법령3)에

경우에는

철도안전법령4) 을

따른다. 다만, 철도교통관제사의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

제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원 신분이라는 점과 사원
신분으로 사규에 따르는 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령보다

기본적으로 관제업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는 기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규5) 에 의하여 관

준으로 국가 소유인 철도시설과 철도운영기관 소유

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사규에

인 철도차량을 이용한 열차운행과정에서 승객과 국

의한 철도교통관제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느냐

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와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본법에 정한 국토교통부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

장관은 철도관제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 것

사무인 관제업무는 철도 시설과 운영, 복수의 운영

과6)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관제사가 독립되어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

있도록 신분보장과 독립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되어

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

야 한다.

한 것7) 으로 미루어보면 관제업무를 국가사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제업무주체인 관제사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사원 신분이라는 점과 사원에 의하

3)
4)
5)
6)
7)

훈령과 고시, 지침 포함
｢철도안전법｣,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철도차량운전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 ｢운전취급규정｣, 매뉴얼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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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교통관제사의 신분과 관제업무기준 비교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8) 안전성 확보는 관

교통관제사

제업무를 국가사무로 분류하는데 있어 설득력이 있

신분

관련법령

관제업무기준

항공교통

국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법령
공무원

해상교통

국가
해사안전법 해사안전 법령
공무원

철도교통

사원

철도안전법

비고

∙ 법령 적용에
철도안전 법령 는 한계
사규(구체적) ∙ 구체적인 사
규 적용

다. 또한 철도교통은 국가업무인 관제업무와 철도
시설관리업무, 철도운영기관 업무인 영업업무와 철
도차량관리업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관
제업무는 양 업무 간에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립성이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관제업무의 대상이
정해져야 하고, 관제업무 수행 중에 양 업무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제사의 중립성 보장을 위

나. 교통관제업무의 중립성 보장

한 의사결정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관제업무는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시간 확보와
시설관리자의 시설유지보수시간 확보를 위한 양자

1) 관제업무의 대상

간의 선로배분, 철도운영기관의 복수화(코레일과

관제업무의 주 대상이 ‘열차’냐 ‘철도차량’이냐는

SR)에 따른 열차배분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

논란이 된다. 철도관련법령에는 ‘철도차량9) ’과 ‘열

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제업무종사자의 공정한 중립

차10)’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관제업무 대상

성 확보가 필수다.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어느

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열차의 운행’으로

한 곳에 치우친 관제업무는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

정하였으나11) , 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서

발생으로 국가사무로서의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기

로 다르게 규정하여12) 관제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때문이다.

있다.13)
기본적으로 열차의 운행은 영업을 주목적으로

다. 교통관제업무의 안전성 보장

정거장과 정거장 간 전국 본선 운전이 가능하나, 철

관제업무의 기본가치는 무엇보다 계획된 열차의

도차량의 운행은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로 한

운행과정에서 승객 등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및 사유

정된다.14) 철도차량의 운행은 로컬 정거장과 기지

재산 보호 등 열차의 안전성 확보이며, 궁극적인 목

내에서 차량의 정비, 유치 등을 위한 입환15)에 해당

적은 철도(열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의 공공

되어 관제업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이며,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철도관제(0902010111-16v2)
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10) ｢철도안전법｣ 제2조 제6호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
11)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철도관제 직무정의 : 열차운행 계획의 실행을 목적으로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열
차운행과 운행선 지장작업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혼란이 발생할 때에
는 운전정리를 통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 시키는 일
12)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나목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
13) 국토해양부‧한국철도학회,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 pp. 212-215.
14) 국토해양부‧한국철도학회,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 pp. 212-215; 국토교통부, ｢철도차
량운전규칙｣, 1차 개정 2010. 10. 18. 국토해양부령 제296호(제정 2005. 7. 6. 부령 제454호); 전영석, “중대열차사고 위험
분석을 통한 지령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제3권 제3호, 2015. 9. pp. 381-387.
15)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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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행은 철도운영기관(역장 또는 기지의 장)

철도안전법령과 NCS의 ‘열차운행 안전성과 효

의 업무이다.16) 따라서 관제업무의 대상은 NCS와

율성 확보’로 정한 배경은 양자를 고려한 관제업무

같이 열차스케쥴에 정한 ‘열차의 운행’을 주 대상17)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양자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전법의 관제업무의

국가사무로서의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기본가치18)

정의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NCS와 같이 영업을 주

로 하고, 안전성 확보가 보장된 범위 내에서 가능

목적으로 하는 ‘열차의 운행’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

한 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제업

당하며, 이는 관제업무의 중립성 보장에도 기여하

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게 된다고 본다.

하다.
정리하면 관제업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열차의 안

2) 관제업무 중 안전성과 효율성이 상충하는 경우

전성 확보라는 명제와 철도운영기관의 시장원리에

관제사에 의한 관제업무 수행 중 국가와 철도운

의한 정시운전 등의 효율성과 인건비 등 비용절감

영기관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돌하는 경우 의사

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계획된 열차를 차질 없이 운

결정을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관제업무와 관

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운행 중인 열차에

련하여 철도안전법령 및 규정의 핵심내용은 열차운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필연적으로 열차

행과 효율성 확보를 근간으로 정하였고, NCS의 관

지연이 수반되고 관제사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정의에서도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로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의사결정을 위한

정하였다. 그러나 <표 2>와 같은 안전성과 효율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열차의 안전성 확보는 그 어

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기본가치로

떤 명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본가치로서 이에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이

따라 수행된 관제업무에 대해서는 열차지연 등에

는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중 <표 2>와 같이 운전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법령의 명문화가 필

조건의 변경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충돌되는 상황

요하다. 이 같은 제도의 보완은 관제사에 의한 관제

이 발생한 때에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업무의 중립성 보장의 필수요건으로 <표 1>과 같

되는 구조이다. 이때 관제사는 안전 확보 원칙보다

은 안전성보다 효율성에 치중한 사고방지에도 기여

사고당시의 관제업무 수행내용과 같이 당장 회사의

할 수 있다고 본다.

방침에 따라 열차지연을 의식한 효율성에 치우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가치인
안전성 확보보다는 철도운영기관에 소속된 사원 신

2. 국내법령의 철도관제업무 독립성 보장의 적
정성

분으로 효율성과 비용절감 명분의 회사 방침을 무
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인사와 징계 등 인사상의 불

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를 위

이익을 고려할 때 당장은 후자를 선택하는 구조에

탁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

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16) 국토해양부‧한국철도학회,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 pp. 212-215.
17) 스케쥴에 없는 사고복구열차 등 긴급 출동하는 임시열차가 포함됨
18)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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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하도록 정하였고,19) 철도안전법(이하 “안전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

법”)에 근거한 규정에는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

가의 예산지원규모가 관제운영과 관제업무의 독립

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

성 보장을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

제외하였고. 다만, 관제사의 인건비가 철도차량운전

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제업무의 독

경력자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문

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철도교통관제센

성과 경력을 확보한 직원이 관제사 업무를 기피하

터, 예비철도교통관제실, 관제운영실)을 독립적으로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관제사의 전

운영하도록

정하였다.20)

문성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이는 전문성을 기반으

그러나 규정은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를

로 하는 독립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관제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별로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제업무종사자로 정

제외하였다.

하도록 함으로서 관제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원 신
분이다. 또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나. 신분상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무를 한국철

<표 3>과 같이 교통관제사는 각 교통수단별로

도공사에 위탁함으로서 관제사의 독립성 보장에는

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신분상으

한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로는 항공과 해상교통관제사는 교통 운영기관과 독

부터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립된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비하여 철도교통관제사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규정

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운영기관인 한국

과 모순된다.

철도공사 사원 신분이다. 따라서 관제사는 한국철

기본법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사의 독립성 보

도공사 사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배경으로 예

없다. 즉, 관제사가 업무수행 중 사장의 방침과 지

산 및 인사,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와 운영사가

시에 위배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사조

관여하지 못하도록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

치, 징계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사원의

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

인사권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다규제

라서 여기서는 관제업무종사자의 독립성 보장에 대

라는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기본

하여 예산상, 신분상, 업무상 독립으로 구분하여 국

법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독립성 보장조치에

내 법령에 정한 철도관제업무 독립성 보장의 적정

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관제사

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는 효율성과 비용절감 차원의 회사방침에 따라 관
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표 2>와 같은 잘못된 관

가. 예산상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제업무가 이루어져 열차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

기본법에 따라 국가사무인 관제업무를 한국철도

석된다.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관제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20)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제5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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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상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치와 열차운행 중지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수익감소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관제사가 독립

를 부담해야 하는 갈등상황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업무를

운영자에 부여한 것은 철도운영자에 관제업무가 종

수행하기 위한 관제업무기준으로 구분하여 철도관

속되는 구조가 되어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보장에는

령 법령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계가 있어, <표 2>와 같이 안전한 열차운행 일시
중지조치보다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무리한 열차운

1)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권한 부여의 적합성

행을 지시함에 따라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관제사가 업무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으로 분석된다.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된다

2) 독립성 보장을 위한 관제업무기준의 적정성

는 헌법21)에 기초하여 법적인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유는 규정에 정한 관제업무 중 운전정리에는 열

서는 법적으로 부여받은 업무권한을 기반으로 국가

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운전휴지와 선로변경, 운

사무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차

전시각 변경 등 국민의 열차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원의 세부적인 업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24) 이에

업무가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정리는

따라 국토교통부의 규정25)과 철도차량운전규칙이

관제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그 권한은 관제사에

마련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22) 그러나 안전법은 열

첫째로 규정은 관제사가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

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관제사가 아

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보다는 관제시설의 운영

닌 철도운영자에게 부여하였다.23) 이에 따라 관제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실

사는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중지에 대한 의사

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절

결정에 종속되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제업무 대상을 국가직무

구조가 되어 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능력표준(NCS)과 달리 안전법26)에서 ‘철도차량의

관제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상

운행’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에도 철도차량의 정상

반된다. 이 같은 구조는 관제사가 안전성 확보를 기

적인 운행유지 및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본가치로 하여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해야 하는 조

으로 정한 것은 오류다.27) 그 이유는 NCS에서 정한

21) 헌법 제37조
22) 국토교통부,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4호, 2014. 3. 24(2015. 5. 1차 개정));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철도관제(0902010111-16v2); 국토해양부‧한국철도학회,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
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 pp. 212-215.
23) ｢철도안전법｣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
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4) 김구영, 2007; 홍순흠 외, 2012.
25)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26) ｢철도안전법｣ 제2조 10호 나목;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
27) 국토해양부‧한국철도학회,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3. 1. pp.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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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관제사는 열차스케쥴에 정한 열차운행을

철도운전법령(철도차량운전규칙)의 근거가 없이 철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철

도운영기관에서 임의로 사규를 제정함에 따라 결국

도차량 운행의 감시와 통제는 기본적으로 관제구역

위험 감시·통제가 곤란하여31) 관제사는 이를 적용

에서 제외되고, 철도차량을 정비하기 위한 장소와

하지 못하고 열차집중제어(CTC)구간이 아닌 구간에

차량유치를 위한 장소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은 입

적용되는 지도통신식을 잘못 허가함에 따라 발생된

환업무로 철도운영자의 소관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

사고이다.32)

이다.28) 이 업무는 로컬정거장 또는 차량기지의 책
임자가 별도의 구내운전

작업내규29) 와

관제사는 국가사무의 업무기준에 따라 관제업무

구내작업 다

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나,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이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보는 관제

에는 소속된 사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경

사에게 제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안

우 사규는 효율성과 비용절감33)에 따라 위험통제

전법의 오류가 규정에 반영되어 각 조문의 열차, 철

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관제사가 이에 따라 업무를

도차량, 철도차량 등의 용어를 잘못 정하여 적용에

수행하는 경우 열차의 안전성확보와 기본법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규정(제7조) 관제업

정한 독립성 보장은 기대하기 곤란한 것으로 분석

무의 범위에서 열차가 아닌 ‘철도차량의 정상적인

되었다.

운행 유지 및 적법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정하여 관제업무의 주 대상인 열차운행에 대한 지

라. 운영상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

도감독이 제외되었고, 철도차량운행에 대한 지도감

관제업무는 철도 시설과 운영의 중간 접점에 위

독업무는 관제사와 철도운영자가 중복되어 독립성

치하고 있다. 기본법에 따라 국가사무인 관제업무

보장을 어렵게 하였다.

를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

둘째로, 철도차량운전규칙은 관제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철도운영자에게 치우칠 개연성을 안고 있

기 위한 열차와 철도차량 등의 운전기준과 원칙, 절

다. 또한 하나의 고속선로를 한국철도공사의 KTX

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와 수도권고속철도회사의 SRT가 공동 사용하는 경

에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동 규칙에는 폐색에 의한

우 관제사가 일시 열차운행 중지(운전휴지) 등 운전

열차운전방법의 대용폐색방식 중 지령식에 대한 규

정리를 할 때 소속된 한국철도공사의 KTX를 우선

정이 누락되었다. <표 1>의 No.7 율촌역사고에서

하여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운전취급규정에는30)

관제사가 소속된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을 무시할 수

지령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국가사무인 관제업무를 운영

열차에 대해서는 지령식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하는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치우치게 될 개연성

사고열차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28)
29)
30)
31)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제2조 1호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8조(운전작업내규의 제정 및 준수)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145조 제1호; CTC구간은 지령식과 자동폐색식 병용
전영석, “중대열차사고 위험분석을 통한 지령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제3권 제3호, 2015. 9. pp.
381-387; 전영석·김충기, “열차운전사고 분석기반의 열차운전방법 적용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교
통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 53-64.
32) 율촌역에서 건늠선을 이용하여 정상선로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지도통신식에서 통신식으로 폐색방식 변경이 타당
33) 운전허가증 발행과 교부에 따른 인건비 등
72

2017. 9

철도교통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철도법령 중심으로

으로 독립성 보장과 중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한부여와 이 권한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국가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절
차와 방법을 정한 기준 마련이 필수이다. 이는 현
국토교통부의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과 철도차량운

Ⅴ. 결론

전규칙(도시철도운전규칙 포함)을 보강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관제업무와 관련된 열차사고조사·분석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과 기본법에서 정한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과 관

철도운영자로부터 관제업무종사자의 독립성을 보

련하여 국내 철도관련법령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

장하는 것은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 중 열차운행

보았다. 연구결과는 관제업무의 독립성 보장에 한

의 안전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열차운행의 집중 감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한계문제는

시·제어·통제하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표 1>의 사고사례와 <표 2>의 운전조건 변화에

구축으로 철도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철도교통

따른 열차운행안전 확보의 원칙과 관제사의 업무수

의 안전수준 향상과 궁극적인 국가 철도교통안전

행결과를 기준으로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보다 열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지연의 최소화 등 효율성에 치우친 결과로 나타
나 사고와 관제업무의 독립성과 상당부분 인과관계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정량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표 1>과 같은 열차사고를
포함한 철도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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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통계품질은 과거 정확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을 강조하는 개
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철도통계의 품질을 이용자 적합성의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해 철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을 실시하였다. 2007년 통계청에서 수행한 전문
가 표적집단면접 결과와 본 연구에서 2017년 실시한 FGI 결과를 비교하여 과거 10년 동안 한국철
도통계의 품질이 개선되었는지, 이용자 요구사항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진단을 위
해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6가지 차원(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
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07년 FGI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이용자 요구사항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7년 FGI에서는 2007년에 나타나지 않았던 정확성 차원
의 잠재적 요구가 발현되었고, 관련성·비교성·접근성/명확성 차원의 요구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 주제어: 통계품질진단, 한국철도통계, 표적집단면접(FGI)

The quality of statistical data has been changed its conceptual definition since mid-1990s by
placing highlights on fitness for use rather than correctness or completen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find users’ needs on a Statistical Yearbook of Railroad by
conducting a Focus Group Interview (FGI) on rail experts. Authors examine whether the quality
of Statistical Yearbook of Railway has been improved and there have been changes in users’
needs since 2007 by comparing 2017 FGI results with 2007 FGI results written in 2007 Reports
for Statistical Data Quality Assessment. For the assessment, authors accept six quality dimensions
(Relevance, Accuracy, Timeliness/Punctuality, Comparability, Coherence, and Accessibility/Clarity)
suggested by the Statistics Korea. As a result, most requests of improvement suggested in 2007
FGI have yet to be addressed so far. Also, in a 2017 FGI, potential requests embedded in users’
needs has been turned out in a accuracy dimension and it is found that users’ needs have been
diversified and specified in relevance, comparability and accessibility/clarity dimensions.
￭ Keywords: Data Quality Assessment, Statistical Yearbook of Railroad, Focus Group Interview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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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하였다. 또한 2007년 이후 관련 연구들에서도 도
시철도와 민자철도 통계의 포함하는 포괄적 통계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정책결정과 연구결과에 큰

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철도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통계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캐나

업과 기술부분의 통계자료 포함과 같은 새로운 요

다 통계청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구사항이 등장하고 있다(김연규, 2009; 최진석 외,

선진국과 EUROSTAT,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

2013). 그러나 한국철도통계는 2007년 품질 진단 이

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문권순, 2009). 각 국가

후에도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

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품질진단 기준에는 유사

아 품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이 있지만 각 기관에서 공표하는 통계의 목적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통계의 품질 진단을 위

따라 진단 차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통계

해 이용자 요구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

청에서는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품질관리 기준을 참

철도통계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고하여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

2007년 통계청에서 한국철도통계에 대해 보고한 국

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tibility), 일

가통계 품질정보 보고서 상의 표적집단면접(FGI,

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참고한다. 그리고

의 6가지 진단 차원을 확립하고 있다(통계청, 2017).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이용자 의견 변

통계품질에 다면적 진단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는 철도 전문가

주된 이유는 통계품질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양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계

해의 표적집단면접에서 나타난 전문가 의견을 6대

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통계품질 진단 차원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다.

에는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는 2장에서 표적집단면접법과 진단 차원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용자 필요와 우선순위는 다

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소개한다. 3장에서 분석결과

차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 차원 또한

를 정리하며, 4장에서 한국철도통계의 품질진단 결

다차원적으로 고려되고 있다(Wang and Strong, 1996).

과를 논의한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6대 진단 차원을 이용하여
2006년 최초로 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시작하
였다(문권순, 2009). 그리고 한국철도통계에 대해서

Ⅱ. 연구 방법론

도 2007년 처음으로 6대 진단 차원을 적용하여 통계
품질을 진단하였다. 당시에는 철도보선통계, 운수성

통계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품질진단을 위

적일보, 여객사고통계, 화물사고통계의 네 가지 승

한 몇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왔다. UN통계국이나

인통계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네 건의 품질진단이

EUROSTAT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품질보고서와

각각 이루어졌다. 각 품질진단 보고서에서는 도시

지표개발, 공정과정 측정, 이용자 설문, 자기평가,

철도와 민자철도를 포함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문제

표시제도와 인증 등을 통계품질평가 방법으로 개발

(변종석 외a, 2007; 변종석 외c, 2007)와 공표시기의

하였다(UNSD, 2012; Sæbø, H. V., 2014). 그 중에서도

지연(변종석 외b, 2007), 자료형태의 불편함과 자료

이용자 설문은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피드백을 구

접근성의 저하(변종석 외d, 2007)를 개선의견으로 제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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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고려된다. 특히 표적집단면접법은 참여하는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토대로 한국철도통계의 품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기 때문에

질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통

통계에 대한 자세한 품질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것

계청, 2017)에서 제시하는 6가지 차원을 적용한다

으로 알려져 있다(Bergdahl, Mats, et al., 2007).

(<표 2>). 양 해의 표적집단면접은 모두 질의서 작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통계의 품질개선에 대한

성과 토론과정에서 동일한 6가지 진단 차원을 고려

이용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법을 사

하였기 때문에 품질진단과 면접내용 측면의 일관성

용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진행자의 진행 하에 소규

을 유지한다. 면접결과에 대한 분석편의를 위해 이

모의 참석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계획적이면서도

용자 요구사항을 <표 3>과 같이 7가지 개편업무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취한다. 토론 과정에서 다

집계하였다. 진단 차원에 대해 분류된 각각의 이용

른 사람이 제시하는 의견을 참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 의견은 개편업무 중 하나로 집계되어 개편업무

생각이 좀 더 확실히 표출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별 이용자 요구사항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일대일 면접에 비해 신속하게

확인하였다. 2007년과 2017년 사이의 이용자 요구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통계청, 2017).

항의 반복 여부, 새로운 이용자 요구사항의 등장,

2007년과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구득하기

유사 이용자 요구사항의 세분화를 중심으로 과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였다. 과거 자료구득을 위

10년 동안의 철도통계 품질변화를 살펴보았다.

해 2007년 한국철도통계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가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참고하였다. 한
국철도통계는 2008년 전까지 여객사고통계, 화물사고

<표 2> 통계품질의 6대 진단 차원
진단 차원

진단기준

관련성

관련성 차원은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지를 의미한다. 즉,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정확성

정확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
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지를 의미한다.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참값 사이에 근접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통계이다.

시의성/
정시성

시의성은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시점과 공표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정시성은 예고한 자료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비교성

비교성은 다른 시간과 공간에 대해 통계자료를 비교
할 수 있는 정도를 진단한다. 즉 개념, 항목, 작성기
준에 차이가 없고 시공간적으로 다른 통계와의 비교
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관성

일관성 차원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측정하는 경
우 보고시점이 다르거나 출처가 다른 통계자료라도
유사한 내용을 보고하는지를 진단한다.

접근성/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들이 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고 명료성은 통계가 어
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의미한
다. 접근성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수
록 높아지고, 명확성은 메타데이터, 그래프 및 도표
와 같이 동반되는 자료를 통해 통계자료에 대한 이
용자의 이해도를 높일수록 높아진다.

통계, 철도보선통계, 운수성적일보의 네 가지 통계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
에서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2017
년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구득하기 위해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엔지니어링 업무 등에 한국철도통계
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섭외하였다.

<표 1> 표적집단면접(FGI) 자료 구득
구분
출처

2007년

2017년

2007년 통계청 정기통계품
질진단 보고서 (여객사고통 본 연구의 전문가 표적집단면
계, 운수성적일보, 철도보선 접 결과
통계, 화물사고통계)
∙ 철도물류협회 부장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서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실원
참석자 ∙ 한국양회공업협회 대리
∙ 교통안전공단 팀장
∙ 한국철도대학 교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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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5(목)

∙ 태조엔지니어링 부사장
∙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철도대학 교수
2017.5.26(금)

자료: 통계청, 2017.

한국철도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2007년과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거에도 있었던 이용자 요구사항이 다시 재기되었다.

<표 3> 한국철도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개편업무
이용자 요구사항

개편업무

통계작성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 제고를 위한 통계 1. 작성절차
작성과정 문서화, 자료내검 절차 강화
개선
기존 통계항목 집계기준 세분화, 정확한 통계 생
2. 집계기준
산을 위한 집계 기준의 명확화, 유관통계와의 비
개편
교를 고려한 집계기준 개편
통계항목 제목, 집계표, 정보 검색 편의성, 가독성 3. 작성양식
등 통계연보 양식 개선
편집
통계연보의 명료한 해석에 필요한 설명자료 추가
4. 작성내용
및 보완, 통계연보 분석에 필요한 철도운영자료
보완
추가

정확성 측면을 살펴보면 이용자 요구사항이 2007년
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7년에는 2가지 요구사항
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성, 비교성,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요구사항
이 다시 재기됨과 동시에 새로운 이용자 의견이 더
해져 요구사항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6대 진단 차원별로 한국철도통계를 진
단한 결과는 통계품질의 차원별 특징을 설명하지만

도시철도·민자철도와 같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5. 작성대상
운영실적까지 확대하여 통계연보에 포함, 산업
확대
체·기술동향 등 철도통계 보고대상 영역 확대

각 차원을 구성하는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했는

원시자료는 있지만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이용 6. 신규 통계
가치가 있는 신규 통계항목 추가
항목 추가

위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추가분석하여 각 진단 차

통계 작성기간과 보고시점 간의 시간적 공백, 공
표예정일 준수여부에 대한 만족도, 통계자료에 대 7. 배포정책
한 편리한 접근성, 통계자료 제공통로 일원화 등

원을 설명하고자 한다.(<표 4-9>). 개편업무는 <표

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편업무 단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4> 관련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Ⅲ. 한국철도통계 품질진단

요구사항(14)
기존 여객수송실적 통계
항목의 집계기준 세분화

이용자 요구사항은 2007년 13가지에서 2017년 38

2007년 2017년
○

○

개편업무
2. 집계기준 개편

지역별 영업실적 집계

Ⅹ

○

2. 집계기준 개편

열차 시각표 포함

Ⅹ

○

4. 작성내용 보완

중 11가지는 2007년 이용자 요구사항과 유사하고 나

도시철도와 민자철도를
보고대상에 포함

○

○

5. 작성대상 확대

머지 27가지 요구사항은 새롭게 제기되었다. 총 51

철도보선뿐만 아니라 철도인프라
전반에 걸쳐 통계자료화1)

○

Ⅹ

5. 작성대상 확대

가지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7년 이용자 요구사항

가지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해 6대 진단 차원을 적용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시의성/정시성, 일관성 차원에서는 과

<그림 1> 2007년과 2017년 FGI 진단 결과 비교

철도산업통계 포함

Ⅹ

○

5. 작성대상 확대

철도기술개발 현황 포함

Ⅹ

○

5. 작성대상 확대

설계변경 및 오류개선 정보 포함

Ⅹ

○

5. 작성대상 확대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관련
자료 포함

Ⅹ

○

5. 작성대상 확대

발권취소 등 잠재수요 관련
통계항목 개발

Ⅹ

○

6. 신규 통계항목
추가

환승(연계)수요 관련
통계항목 개발

Ⅹ

○

6. 신규 통계항목
추가

환적정보 관련 통계 개발

Ⅹ

○

6. 신규 통계항목
추가

사고통계 관련 신규항목 개발

○

Ⅹ

6. 신규 통계항목
추가

서비스 관련 성능지표 개발

Ⅹ

○

6. 신규 통계항목
추가

주: 1) 해당 요구사항은 2008년 승인항목에 철도보선뿐만 아니
라 토목, 건축물, 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정거장, 차량
기지 등을 포함하면서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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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정확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요구사항(1)

2007년 2017년

<표 8> 일관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개편업무

요구사항(1)
운영기관별 집계기준 일
원화

내검 강화를 통한 자료오차
최소화

Ⅹ

○

1. 작성절차 개선

자료처리 오차 발견시 검토
요구 가능한 민원창구 마련

Ⅹ

○

1. 작성절차 개선

2007년 2017년
○

○

개편업무
2. 집계기준 개편

<표 9> 접근성/명확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표 6> 시의성/정시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요구사항(2)

○

공표일 준수와 공표지연 시
사전 공지

○

○
○

요구사항(7)

2007년 2017년
△

차량(ITX, GTX 등)과 노선
(경부선 등)의 두 가지 기준
을 일원화

Ⅹ

○

○

개편업무

Ⅹ

○

1. 작성절차 개선

7. 배포정책

OD 테이블의 과도한 비중

○

○

3. 작성양식 편집

세부항목별 제목 구체화

○

○

3. 작성양식 편집

가독성 개선(양날개 인덱스)

○

○

3. 작성양식 편집

편집상의 배열 맞춤을 위해
한 단어 내에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찾고
자 하는 단어검색이 어려움

Ⅹ

○

3. 작성양식 편집

철도통계 연보에 기초한 상
세한 시계열적 변화 요약

Ⅹ

○

4. 작성내용 보완

수송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이력사항

Ⅹ

○

4. 작성내용 보완

용어 및 집계방법 관련 정
의서

Ⅹ

○

4. 작성내용 보완

주석 및 일러두기 수정·보
완

Ⅹ

○

4. 작성내용 보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1)

△

○

7. 배포정책

자료배포채널 일원화

○

○

7. 배포정책

자료제공 형태
(pdf→text)

Ⅹ

○

7. 배포정책

7. 배포정책

<표 7> 비교성 차원의 이용자 의견과 개편업무

철도청 시절의 영향으로운
영선 이외에 시설선이 노선
집계기준으로 사용. 노선
집계기준 일원화 필요1)

2007년 2017년

개편업무

2007년 2017년

주요항목을 월별, 분기별로
공표

요구사항(14)
통계 작성 담당자의 업무숙
련도 제고

개편업무
2. 집계기준 개편

2. 집계기준 개편

ERP 상에 ITX 청춘 집계기
준을 여객수송실적과 광역
수송실적 중 한가지로 명
확화2)

Ⅹ

도로통계와 철도통계 사이
의 상이한 사고통계 집계기
준 일원화

Ⅹ

○

2. 집계기준 개편

홈페이지 내 자료 검색 경
로 유지

Ⅹ

○

7. 배포정책

도로통계와 철도통계 사이
의 상이한 화물품목별 집계
기준 일원화

Ⅹ

○

2. 집계기준 개편

광역철도 수송실적과 같은
유관정보의 홈페이지 통합
수록

Ⅹ

○

7. 배포정책

자료수정 이력을 표시하여
최종 수정된 수치를 확인
가능하게 보완

Ⅹ

○

4. 작성내용 보완

주: 1) 2007년 마이크로데이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원자료의 조사범위에 대한 궁금증과 더욱 상세한 자료제
공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OECD와 UIC 통계에 상이
하게 보고되고 있는 국내
철도통계 실적에 대한 명료
한 설명자료 추가

Ⅹ

○

4. 작성내용 보완

○

2. 집계기준 개편

주: 1) 2007년 FGI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설선과 운영선 집계기준
의 차이를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뀜에 따라 철도통계 승인 내용에 변동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2) ITX 청춘은 현재 광역철도 수송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ITX 청춘의 집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ERP 담당자 따라 광역수송실적 혹은 여객수송실적
으로 다르게 집계함으로서 광역철도와 여객철도의 수송
실적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할 경우 이상치가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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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17년 FGI를 진단 차원으로 분석한 후
개편업무에 대해 분류한 결과는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그림 3>에는 2007년 이
용자 요구사항이 2017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
우, 반복되는 요구사항의 수를 ( ) 안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진단 차원에 대한 개편업무의 변화 추이
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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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2007년과 2017년 개편업무에 동일한 이용자 요구

Ⅳ. 진단결과 논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전통적 이용자 요구사항이
상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7년 개편

1. 관련성

업무에 없던 이용자 요구사항이 2017년에 등장한
경우 이용자의 잠재적 요구가 발현된 것을 알 수 있

관련성 차원에서는 집계기준 개편과 작성대상

다. 또한 2007년 개편업무에서 나타난 이용자 요구

확대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두 가지

사항의 수에 비해 2017년 동일 개편업무에서 나타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세분화된 집

나는 이용자 요구사항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이

계기준을 마련하여 수송실적을 월별·요일별·이용시

용자 요구사항이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음을 확인

간대별로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와

할 수 있다.

민자철도를 한국철도통계에 포함하여 작성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용자 요구사항
모두 지난 10년 동안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관련성 차원의 통계
품질 개선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민자철도 철도운영기관들의 통계
자료가 새롭게 한국철도통계에 포함되는 경우, 국
가승인통계로서의 품질과 지위를 만족하기 위해 통
계청에서 요구하는 6가지 진단 차원에 대한 품질기
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통계항목 추가와 작성대상 확대와 관

<그림 2> 진단지표 및 개편업무별 FGI 분석 결과(2007)

련하여 2007년 FGI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
구사항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잠재수요·환승·환
적·서비스 성능과 같은 신규 통계항목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고. 기술동향, 시공, 유지관리
비와 같이 철도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성 차원의 요구사항이
급증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용자 니즈가 세분화·
다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용자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집계기준 개편과 작성내용 보완과 관

주: ( )안의 숫자는 2007년과 동일한 이용자 의견의 개수

<그림 3> 진단지표 및 개편업무별 FGI 분석 결과(2017)

련하여 2007년에 없던 몇몇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집계기준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별 영업실적
집계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사
항들은 과거보다 수송실적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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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이용자 니즈를 반영한다. 또한 작성내

따르면 매년 5월에 통계연보를 공표해야 하지만, 지

용과 관련해서는 열차시각표와 같이 철도운영과 관

난 2001년 이후 공표일정을 살펴보면 3~5개월가량

련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열

늦게 공표되는 등 공표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차시각표가 해당 시점에는 구득하기 쉽지만 과거

자료배포 일정 미준수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열차시각표는 삭제되는 경우가 많고, 통계자료에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당하는 열차 시각표를 연결시켜 확인하는데 불편

비용 발생의 우려가 있다.

함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 비교성
2. 정확성
비교성 차원에서는 작성내용 보완과 관련하여
과거 FGI에서는 정확성 차원에 대한 이용자 요

두 가지 새로운 이용자 요구사항이 나타났다. 우선

구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에 들어

이용자들은 자료수정이 있을 경우 통계자료에 수정

작성절차 개선과 관련한 이용자 의견이 나타난다.

여부를 표시하여 어떤 정보가 최종 수정된 것인지

이용자들은 통계자료에서 발견되는 오차를 최소화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하기 위한 내검절차를 강화할 것과 민원을 통해 오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혼선을 줄이기 위

차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철도여객수송량

요구사항은 2017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을 해외통계인 UIC와 OECD ITF 두 곳에 제공하고

2007년에도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있지만, 두 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집계

다. 왜냐하면 2007년 FGI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방식의 차이를 주석으로 달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

200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는 발간물 오

다. UIC 통계는 한국철도통계에 제시된 지역간 및

류와 관련한 품질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일부 수도권 전철의 수송실적을 바탕으로 여객수송

때문이다(변종석 외a, 2007; 변종석 외b, 2007; 변종

량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OECD ITF에는 한국교통

석 외c, 2007; 변종석 외d, 2007).

연구원에서 한국철도통계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통계를 참고하여 여객수송량 합계치를 제공하고 있

3. 시의성/정시성

기 때문에 여객수송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해
당 사이트에 집계방식을 주석으로 달아 두 자료 간

시의성/정시성 차원에서는 배포정책과 관련하여

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07년과 2017년에 동일한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집계기준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나타났다. 먼저 시의성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1월 1

이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

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작성기간을 거쳐 익년 5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ITX 춘천, GTX 노선과

에 통계연보가 게시되기까지 최대 17개월까지의 시

같이 차량 기준으로 집계되는 노선과 경부선, 경춘

간적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주요 통

선과 같이 기종점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노선이 있

계항목만이라도 월별 혹은 분기별로 공표할 것을

어 두 집계기준 간에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요구하고 있다. 정시성 측면에서는 공표일정 미준

다. 또한 철도통계와 도로통계 비교를 위한 사고 집

수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철도통계의 승인내역에

계기준과 화물품목 집계기준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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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통계에는 여객사상사고 집계 기준에 자살을 포

철도통계연보 작성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

함하고 있어 두 통계의 집계기준에 상충이 발생하

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집계기준을 일원화 할 필요가

고 있다. 또한 화물품목의 경우 전국 화물통행 실태

있다.

조사와 철도통계의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품목별로 수송실적을 재가공하여 사용해야

6. 접근성/명확성

하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성 차
원에서 이용자의 요구가 증가한 것은 철도망과 노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배포정책과 작성양식

선의 확장, 기술개발로 다양한 집계 기준이 혼재되

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2007년과 2017년

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통

FGI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근성 차원의

계에서 2012년 2월부터 경춘선 용산-춘천 구간을 운

배포정책과 관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통계자

행하는 ITX 청춘을 광역철도로 집계하고 있었으나,

료 배포체계 일원화가 요구된다. 다만 2007년 당시

2017년 5월부터 운행하는 경부선 용산-대전 구간 열

에는 마이크로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차를 일반열차로 집계하면서 비교성에 문제가 제기

원자료의 조사범위를 궁금해하거나 막연히 더욱 상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철도망과 노선의 확장, 기술

세한 자료제공을 요구했었다. 또한 통계자료 배포

개발은 기존에 집계하던 개념, 항목, 작성기준에 새

체계의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구득하기 위한

로운 기준이 필요해지면서 통계자료의 비교성에 점

일원화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상세

철도통계를 다른 유관 통계와 복합적으로 연계·융

자료를 원할 경우 자료구득 채널에 대한 작성기관

합하여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다각화된 시도가 비

차원의 안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채

교성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 증대의 원인이 되고

널을 통해 자료를 구득해야 하고, 자료를 구득한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더라도 내부기밀 경고문구, 장기누적 자료 공
개 기피 등으로 인해 자료이용에 많은 한계를 느낀

5. 일관성

다고 응답하였다.
명확성 차원에서는 작성양식 편집과 관련한 대

일관성 차원에서 통계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분의 문제들이 200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유관통계 사이에 일원화된 집계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다. 우선 기종점 통행량이 연보를 구성하는 비중

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2007년과 2017년의

이 지나치게 높고, 통계항목의 제목만으로는 구체

FGI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민

적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텍스트와 숫자들이 빽빽하

자철도의 통계자료를 한국철도통계와 비교할 수 있

게 편집되어 있어 가독성이 낮다. 이와 같이 반복적

도록 운행실적과 시설에 대한 집계기준을 일원화

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은 이용자의 통계 활용에 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철도와 민자

걸림돌이되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는 각 기관이 독자적인 집계기준을 채택하고

또한 2017 FGI에서 새롭게 지적된 바와 같이 편집

있어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 기관에서 관심

상의 배열맞춤을 위해 한 단어를 띄어쓰기 하는 경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항목 간에도 일관성

우 자료 내 단어검색이 불가능해져 이용상에 불편

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최진석 외, 2013). 이 문제는

함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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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차원에서는 또한 2017년 FGI에서 새롭게

Ⅴ. 결론

나타난 요구사항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들은 작성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통계작성 담당자가

통계자료는 국가정책의 결정이나 사회현상을 측

이용자의 질의에 명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업무

정하는 연구결과에 토대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숙련도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순환보

통계품질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직 체계 하에서 통계작성 담당자가 2~3년을 주기로

한국철도와 같이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가지고 있

바뀌는데 원인이 있다. 통계발간 전문인력을 고용

는 경우는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통계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작성 업무를 체계화·문서화 하여 통계담당자의 업

6대 품질진단 차원에 근거하여 한국철도통계의 품

무숙련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확인하고자 2007년과

자세한 자료요약, 주석 및 일러두기의 구체화, 용어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및 집계기준에 대한 정의서 포함 등 설명자료의 보

용자 의견은 2007년과 2017년 FGI에서 각 13개, 38

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폐선·노선개통·주요 국가

개가 취합되어 과거 10년 동안 이용자 요구사항이

행사 등과 같은 수송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이력사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조

항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KTX의

사된 38개의 이용자 요구사항 중 11가지가 2007년

2004년 도입, ITX의 2012년 도입 등을 이력으로 남

이용자 요구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용

기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통계연보에서 해당 년도

자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품질 개

를 기점으로 철도수송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와 같은 철도시설이

었다. 총 51개의 이용자 의견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

나 운영상의 이력을 모른다면 이와 같은 변곡점을

시하는 6대 차원을 적용하여 한국철도의 통계품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을 진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있는 설명자료의 설명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료

관련성 차원에서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이용 시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

되고 있는 이용자 요구사항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

서 통계자료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하고 있는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

언급한 네 가지 이용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

었다. 2007년부터 이용자들은 집계기준 세분화와 도

설명자료 보완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철도와 민자철도를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이 외

마지막으로 2017년 FGI에서 새롭게 나타난 접근

에도 2017년 FGI에서는 지역별 영업실적 집계, 잠재

성 차원의 배포정책과 관련한 이용자 요구사항에도

수요·환승·환적·서비스 성능과 같은 신규 통계항목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제공되고 있는 pdf

추가, 운행시각표 포함, 기술동향·시공·유지관리비

자료형태에서 텍스트 형태의 파일로 자료제공 형태

정보와 같은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

를 바꿀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pdf 형태의 자료는

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 요구사항

편집이 어렵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시에도 통계자

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요구

료 검색 경로를 유지해 줄 것과 광역철도 수송실적

사항을 청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 같은 유관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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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차원에서는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작성절차 개선과 관련한 이용자 요구사항이 나타났

한국철도통계 품질개선을 위한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2007년과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다. 이용자들은 내검절차 강화와 민원을 통한 오차

의 높은 구성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통계항

수정 방안을 요구하였다. 발간물 오류와 관련한 품

목의 제목, 낮은 가독성 등을 우선과제로 고려할 필

질개선의 필요성은 2007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보고

요가 있다. 더불어 이용자들이 부실한 작성을 이유

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잠재적 요구가

로 살펴보지 않던 자료요약, 수송실적에 영향을 미

최근 FGI에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치는 이력사항, 주석 및 일러두기, 용어 및 집계기

시의성/정시성 차원에서는 배포정책과 관련하여

준에 대한 정의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2007년과 2017년 FGI에서 동일한 이용자 요구사항

pdf 자료를 텍스트로 제공하여 자료가공에 편의를

이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시의성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홈페이지도 통계자료 검

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통계항목을 월별 혹은 분기

색 경로를 유지하고 동일 페이지 내 유관정보를 포

별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시성 측면에서

함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는 과거 3~5개월가량 늦게 공표되어 온 공표일정을

것이다.

정상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2007년 FGI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비교성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온 이용자 요구사항을 우선과제로 고려해 통계품질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분석의 증가나 국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성, 비교성, 접근

제기구 통계 제공에 따른 자료보완의 요구가 높아

성/명확성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철도 네트워크 확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원의 이용자 요구사항

장과 기술개발은 노선집계 기준 일원화 필요성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도통계를 다른 유관 통계와 복합적으로 연계·융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7년과 2017년 표적집단면

합하여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다각화된 시도는 통

접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문지 작성단계

계집계 기준의 일원화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여

에서 6가지 품질진단 차원을 고려하고 토론시간을

기에 철도청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

비슷하게 유지하여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였지만

설선 기준집계를 운영선 기준으로 일원화 필요성도

면접에 참여한 면접자의 수가 적고 양 해에 참석한

지적된다.

면접자가 상이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2007년

일관성 차원에서는 도시철도와 민자철도 등 유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누락된 정

관통계와 일원화된 집계기준이 없다는 점이 2007년

보가 있다면 더 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과 2017년 FGI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도시철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적집단면접을

도와 민자철도는 각 기관의 집계기준을 채택하고

실시할 수 있는 주요 이용자 그룹 패널을 구성하고

있고, 각 기관에서 관심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

표적집단면접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이

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수렴

를 중심으로 집계기준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한 품질

접근성/명확성 차원에서는 관련성 차원과 더불

보고서와 지표개발, 공정과정 측정, 자기평가, 표시

어 가장 많은 이용자 의견이 제기되어 이용자 불편

제도와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 측면뿐

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 아니라 작성자 측면에서의 통계품질 평가도 진

2007년부터 잠재적으로 지속되어 온 마이크로데이

행해야 할 것이다.

터 제공, 통계자료 배포체계 일원화, 기종점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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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논문은 2017년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국가승인통계 품질관리 기준에 의한
한국철도통계 진단(남궁옥·장수은, 2017)”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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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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교통연구 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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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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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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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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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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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연회원제

交通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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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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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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koti.re.kr)에서도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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