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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는 2007년 도입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으며, 2017년 하반기 경에는 고속도로 이용자 중 80%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전망이
다. 십여 년에 걸쳐 진행된 하이패스 이용률 증진과 향후 이용 제고는 고속도로 요금징수 시스템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 스마트 톨링 도입 시기를 결정할 주요 판단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
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이용자들 중 하이패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
과를 토대로 개인의 사회경제특성변수, 고속도로 이용특성변수 등의 관련요인을 검토하고 하이패
스 이용을 선호하는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을 수
행하였다. 분석결과 30대 이상 60대 미만의 연령대, 2대 이상의 차량보유대수, 2,500㏄ 이상의 대형
차량보유, 출퇴근 및 업무를 위한 고속도로 이용 목적을 가진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한 결제방식의
이용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당 고속도로 이용횟수가 1회 미만이거나
1～2회인 경우, 하이패스 이용선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당결과는 차량
및 교통관련 구매력이 확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하이패스
이용선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 주제어: 하이패스,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동요금징수체계

Hi-Pass was introduced as ETCS in 2007 and brought about a shift in toll collection system. More
than 80% of expressway users are expected to have Hi-Pass in the second-half of 2017. Constant
increase in Hi-Pass use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growth outlook in the future become the
foundation of a shift in tolling system and will be a critical indicator to decide when to adopt smart
tolling system. This study examines factors lik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expressway attributes
based on a survey of both Hi-Pass users and non-users. It also conducts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main factors of Hi-Pass use. The survey shows that those who are at the age between
30 and 60, have 2 cars or more, have a car with 2,500㏄ at least, and use expressways for commute
or business trip prefer to pay toll fees with Hi-Pass. Meanwhile, those who use expressways twice
or less a week turn out to be not intended to use Hi-Pass. Such results mean that you would be more
willing to use Hi-Pass if you have economic power to spend on transport-related goods and services
or frequently use expressways.
￭ Keywords: ETCS,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고속도로 이용자 설문을 통한 하이패스 이용선호 영향 요인 분석

Ⅰ. 서론

스템 변화를 위한 기반으로 스마트 톨링 도입 시기
를 결정할 주요 판단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

하이패스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2007년 12월 전

된다.

국적으로 도입된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본 연구는 고속도로 이용자들 중 하이패스 이용

System)이다. 도입 이후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대수

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0월 기준 누적 1,514만

토대로 하이패스 이용선호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여 대로 국내 차량등록대수(2,162만 대, 2016. 10.)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s Regression Analysis)을 수

70.1%에 해당하는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한국도

행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공사, 2016). 또한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 중 하이
패스 이용 차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하이패스 이용
률은 2016년 12월 기준 75.9%를 나타냈고, 2017년 올

Ⅱ. 관련 문헌 및 방법론

해 6, 7월경을 기점으로 80%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
된다(한국도로공사, 2017).1)

1. 문헌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ETCS 관련 기술 및 안전관
련 정책분야 연구,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사업운영
효과와 관련 연구, 하이패스 서비스 선호도와 같은
현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 주요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용택(1998)의 연구에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그림 1>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현황 및 보급률2)

대상으로 ETCS 이용률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용률 추정을 위해서 유사 해외사례를 기반

일본의 경우 ETCS 이용률이 90%에 이르고 있어

으로 과거 추세 연장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향

스마트 IC 적용을 통한 영업소 및 인터체인지 등 유

후 ETCS 이용률보다 차량 증가율이 작다면 차선 확

관시설의 규모 간소화와 같은 도로체계 변화가 이

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김홍철(2004)

루어지고 있다(안중근 외, 2011). 현재의 하이패스

연구는 고속도로 ETCS에 적용된 핵심기술인 단거

이용률은 일정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지만 일본 수

리전용통신(DSRC)의 하이패스 적용사례와 국내외

준의 이용률 증진을 위해서 이용집단과 비이용 집

표준 및 방식별 비교를 조사하고, 기존 하이패스의

단의 이용선호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통신방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능동형 DSRC 성

선호요인의 특성 도출과 전략적 이용확대방향 설정

능시험을 토대로 적용성을 제시하였다.

이 필요하다. 십여 년에 걸쳐 진행된 하이패스 이용

이상건(2001)은 하이패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률 증진과 향후 이용 제고는 고속도로 요금징수 시

ETCS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30%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xcard.co.kr/board/NoticeDetail.do), [2017.06.20].
2) 한국도로공사, Hi-pass 단말기 고객정보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관련 발표자료,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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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

(2011)은 하이패스 비이용자가 향후 구매를 결정하

다. 정종식(2004)은 하이패스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게 되는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하이패스 비이용자

확대방안(국토연구원, 2000)의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로지스틱 모형을

ETCS 단말기 장착 의무화 시의 효과분석에 적용하

활용하여 구매의사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였다. 효과분석을 위해 시설운영자(인건비 절감, 건

고속도로 이용 빈도가 높고, 단말기 구매 및 설치

설 및 유지관리비 절감), 사용자(통행시간 절감, 차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통행시간 절감에 대

량운행비 절감), 사회적 측면(환경오염 절감)으로 구

한 기대가 큰 이용자들이 하이패스 구매의사가 높

분하고 각각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단말기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착을 의무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분석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는 ETCS 이용율 추정(이용택), 관

시설운영자 측면에서 약 7,559억 원, 이용자 측면에

련 통신기술 개선검토(김홍철), 기대 사업효과 분석

서 약 1,578억 원, 사회적 측면에서 약 3.9억 원으로

(이상건, 정종식), 서비스 만족도 관련 조사 및 영향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검토(장성조, ITS KOREA), 특정구간의 시나리오별

장성조(2008)는 하이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

ETCS 선택행태 연구(전연후), 하이패스 비이용자를

비스 측면의 만족도가 하이패스 재사용에 영향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한 구매의사 모형개

미치는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

발(안중근) 등이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하이패

구는 단말기 서비스 품질, 전자카드 서비스 품질,

스 관련 장래 영향 및 기대효과를 시나리오 설정 및

시설 서비스 품질, 콜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하이패

모형구축 등의 방법론을 통해 추정하는 연구를 수

스 재이용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하였으나 보급 이후 시점의 추정결과 검증 등의

결론지었다. 전연후(2003)는 창녕터널에 도입 예정

과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이용현황

인 ETCS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선택행태를 로지스

조사를 수행한 연구의 경우, 하이패스 비이용자만

틱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용 예정자에게 가상의

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 한계를 가진다. 본

시나리오 상황(통행료와 단말기 구입비용 등)을 주

연구는 하이패스 개통 이후 일정시점에 이용자와

어 이용자가 창녕터널 통과 시 ETCS 선택여부에 대

비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로

하여 모형을 구축하여 단말기 보조금, 통행시간 절

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

감, 요금 할인율 등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이 결정되

적인 하이패스 이용선호 분석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는 것으로 결과 제시하고 있다. ITS KOREA(2007)는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하이패스 효과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하
이패스 전반에 대한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 즉 향

2. 로지스틱 회귀모형

후 지속적인 이용 확대를 위한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용형태, 이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용만족도, 단말기 가격 민감도, 하이패스 차로운영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

방법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

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독립변수

과 단말기 가격인하, 통행료 할인, 단말기 구매 및

의 선형결합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카드충전 장소 확대 순서로 보급정책을 추진해야

는 회귀분석, 판별분석과 유사하나 종속변수가 이

고객만족도가 향상된다고 점을 강조하였다. 안중근

항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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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고자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용과 비이
용에 대한 이항형 종속변수의 특성을 가지므로 로
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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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일반구조를 이용하여 나타
낸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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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오즈비는 변수  가 한 단위 증가 시   배
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즉 특정변수(  )의 계수
(  )가 양수인 경우 변수의 오즈비는 1보다 크게



  ln 


(3)

(Odds ratio>1)되고, 계수가 음수인 경우 오즈비는 0
에서 1 사이의 값(0<Odds ratio<1)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 하이패스 이용(  =1)이 발생할 확률

계수값이 0인 경우는 모형에 있어 의미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 설문대상자  의 하이패스
이용여부(  =0,1)

  : 이용여부에 대한 독립변수
    : 변수 와 계수 로 구성된 선형함수
 : 상수

1. 설문조사 개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
하지 않을 확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오즈(Odds)
는 다음 식(4)와 같이 정의된다.


   
 

Ⅲ. 데이터

해당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고속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직접 설문
조사로 수행하였다. 설문이 용이한 고속도로 내 휴
게소를 대상으로 화성휴게소 등 6개 휴게소 지점을

(4)

조사 장소로 선정하였다. 총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그 중 유효 910명의 유효 설문자(총 960명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해당 오즈는 식(5)와 식

조사)를 확보하였다. 유효 설문자 중 하이패스 이용

(6)과 같이 표현되며, 모형의 특정 설명변수  가 한

자는 488명, 비이용자는 422명으로 유사한 규모의

단위 변화 시의 오즈의 한계율은 오즈비(Odds ratio)

종속변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관련 개

라 한다.

요는 아래 <표 1>과 같다.

5

교통연구 제24권 제4호

승용차종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모형을 구축하였

<표 1>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세부사항

다. 승용차종은 경소형, 준중형 및 중형, 대형으로

조사 시점

2012년 5월 10일(목)~5월 20일(일)

분류하여 소유차종규모에 따른 하이패스 이용영향

조사 장소

화성휴게소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조사 형태

고속도로 이용객 대상 휴게소 직접 설문

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고속도로 이용빈도가 하이

표본수(인)

총 유효조사인원 : 910명(총 960명 설문)
하이패스 이용자 : 488명
하이패스 비이용자 : 422명

주: 한국도로공사(2013)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

2. 설명변수자료
종속변수인 하이패스 이용여부는 이용자를 1로
비이용자를 0으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개
인의 사회경제특성변수, 고속도로 이용특성변수로

패스 이용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
속도로 이용횟수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고속도로
이용목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출퇴근, 업
무, 여가 및 관광, 개인용무, 기타로 이용목적을 분
류하여 변수화 하였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적
으로 통행거리에 비례하므로 고속도로 이용 시의
통행거리가 하이패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고자 변수설정 하였다.
각 변수 및 세부사항은 <표 2>와 같다.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특성변수는 거주지역, 나이, 성
별, 차량보유대수, 월소득으로 구성하였다. 거주지

Ⅳ. 모형구축과 분석결과

역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분포밀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수도권과 지방권으로 분류하여 하이패스

1. 모형구축

이용영향이 지역적 도로특성에 기반하는지 알아보
고자 했다. 나이는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한 20대부터

모형 요약통계량을 나타내는 유사결정계수인

30, 40, 50대를 분류하고 60대 이상을 일반적인 노령

pseudo   는 0.072로 나왔다. 또한 모형의 전체적인

운전자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기와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Hosmer and Lemeshow

기술의 사용선호가 젊은 층에서 높은 점을 고려하

적합도 검정으로서   값은 90.89이며 유의확률은

여 하이패스 이용선호에도 유사한 경향이 있는지

0.00001 이하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개발된

알아보고자 했다. 차량보유대수는 단일차량보유대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수 여부만을 고려하여 1대와 2대 이상으로 분류하

또한 종속변수에 의한 각 범주 간 각 독립변수별

였다. 월소득은 2015년 기준 월평균 임금이 3,268,855

평균에 대한 독립 표본 t-test 결과 0.10 이하의 유의

원인 것을 참고하여 월임금 300만 원 미만과 300만

수준에서 하이패스 이용 및 비이용자 각 범주간 차

원 이상으로 속성을 분류하였다.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도로 이용특성변수는 설문 당시의 차종, 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형 내 설명변수의 계수

속도로 주간 이용횟수, 고속도 이용목적, 고속도로

(Coeff.,  )가 0보다 큰 양수인 경우 종속변수에 양의

통행료로 구성하였다. 차종에 있어 버스, 화물 및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오즈비( exp )는 1보다 커지

기타 차종은 하이패스 설치권한이 차량운전자에게

게 된다. 또한 설명변수의 계수(Coeff.,  )가 0보다

직접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대상 설문응

작은 음수인 경우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답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차종 분석에서 제외하여

이때 오즈비는 0에서 1 사이 값을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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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자료
하이패스 이용 여부
구분

거주지역

나이

이용자(N=488)

비이용자(N=422)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도권

240

49.18

215

50.95

455

50.00

지방권

248

50.82

207

49.05

455

50.00

20대

46

9.43

67

15.88

113

12.42

30대

140

28.69

118

27.96

258

28.35

40대

168

34.43

122

28.91

290

31.87

50대

115

23.57

91

21.56

206

22.64

60대 이상

19

3.89

24

5.69

43

4.73

평균(표준편차)
성별

차량보유대수

42.32(10.35)

남성

435

89.14

355

84.12

790

86.81

여성

53

10.86

67

15.88

120

13.19

1대

242

49.59

268

63.51

510

56.04

2대 이상

246

50.41

154

36.49

400

43.96

평균(표준편차)
월소득

2.50(0.61)

300만 원 미만

131

26.84

149

35.31

280

30.77

300만 원 이상

357

73.16

273

64.69

630

69.23

평균(표준편차)

승용차 차종

고속도로
이용횟수(회/주)

587.03(2,473.23)

1,500㏄ 미만(경소형)

50

10.25

72

17.06

122

13.41

1,500㏄ 이상~ 2,500㏄ 미만
(준중형, 중형)

336

68.85

300

71.09

636

69.89

2,500㏄ 이상(대형)

102

20.9

50

11.85

152

16.70

1회 미만

98

20.08

182

43.13

280

30.77

1 ~ 2회

84

17.21

79

18.72

163

17.91

2 ~ 3회

74

15.16

46

10.9

120

13.19

3 ~ 5회

89

18.24

44

10.43

133

14.62

5회 이상

143

29.3

71

16.82

214

23.52

평균(표준편차)

고속도로
이용목적

고속도로
통행료(원/회)

총계(Obs=910)

빈도

2.84(3.77)

출퇴근

175

35.86

127

30.09

302

33.19

업무

170

34.84

106

25.12

276

30.33

여가 및 관광

74

15.16

105

24.88

179

19.67

개인용무

66

13.52

76

18.01

142

15.6

기타

3

0.61

8

1.9

11

1.21
8.68

2,000원 미만

53

10.86

26

6.16

79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

44

9.02

33

7.82

77

8.46

3,000원 이상 6,000원 미만

147

30.12

124

29.38

271

29.78

6,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68

13.93

70

16.59

138

15.16

10,000원 이상

137

28.07

152

36.02

289

31.76

미기입

39

7.99

17

4.03

56

6.15

평균(표준편차)

8,814.12(10,436.75)***

주: 1) *전체 이용자(비이용자) 대비 비율, **전체 응답자(Obs=910) 대비 비율, ***미기입 제외(Obs=854)
2) 한국도로공사(2013)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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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별 계수(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석이

하이패스 이용에 양의 경향을 가지는 것은 다양한

가능하다. 변수 30대 이상 60대 미만의 연령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해당 연령대의 차량이용자가

( exp =1.482), 차량보유대수 2대 이상( exp

단순히 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하이

=1.537), 2,500㏄ 이상 대형차종 보유( exp =1.393),

패스 이용자 분포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거나,

고속도로 이용목적이 출퇴근 및 업무( exp =1.360)

또는 해당 세대가 경제적 구매력이 확보되고 디지

인 경우 각 변수의 오즈비는 1.0 이상으로 하이패스

털기기 사용과 수용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이용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 하이패스 이용선호에 긍정적

으며, 고속도로 이용횟수가 주당 1회 미만( exp

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0.355)이거나 1회 이상 2회 미만( exp =0.642)인

차량보유대수가 2대 이상일 때 계수 값이 양인

경우 오즈비는 1.0 미만의 양수로 해당 변수들은 모

것은 차량보유대수가 많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

형에 있어 하이패스 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은 구매력을 확보하고 기기설치 비용부담이 체감적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작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하이패
스 이용이 차량관련 구매력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2. 분석결과

출퇴근 및 업무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가. 결과해석

경우 하이패스 이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0.1 미만의 유의수준 기준 회귀모형의 최종변수

2회 미만의 드문 주당 고속도로 이용횟수가 하이패

는 30대 이상 60대 미만의 나이, 2대 이상의 차량보

스 이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되는 것은 반복

유대수, 2,500㏄ 이상의 대형차량, 출퇴근 및 업무를

적이고 빈번한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우 하이패스

위한 고속도로 이용목적, 주당 1회 미만, 1~2회의

이용을 통한 결재 및 통행편의를 크게 느껴 하이패

고속도로 이용횟수로 구성된다.

스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3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의 고속도로 이용자가

최종 분석모형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하이패스 이용선호 로지스틱 회귀모형
p-Value

Odds ratio

나이

변수
30대 이상 60대 미만

0.393 (0.187)**

0.036

1.482

차량보유대수

2대 이상

0.430 (0.143)***

0.003

1.537

승용차 차종

2,500㏄ 이상(대형)

0.332 (0.198)*

0.094

1.393

고속도로 이용목적
고속도로이용횟수(회/주)

Coeff. (s.e.)

출퇴근 및 업무

0.308 (0.153)

0.044

1.360

1회 미만

-1.035 (0.170)***

0.000

0.355

1~2회

-0.443 (0.191)**

0.020

0.642

-0.213 (0.226)

0.345

0.808

constant
No. of Observations = 910
Likelihood ratio statistics : χ2 =90.89 with 6 d.f.(p-value<0.00001)
Log-likelihood for constant only( ) = -628.36842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 = -582.92358

pseudo   =    = 0.072

주: *>.90, **>.9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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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의 한계

기가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

분석결과 하이패스 이용에 있어 차량이용자의

아 차량구매비용에 단말기 비용이 일부 반영되어

구매력 관련 지표들이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분석

있지만 대형차량의 구매선택 순간 추가적인 단말기

되었다. 그러나 검토 변수들 중 가장 직접적인 구매

설치에 대한 비용체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게

력관련 지표인 고속도로 이용자의 월소득이 최종

된다.

설명변수에서 제외된 것은 차량 및 고속도로 이용

또 다른 이용선호 요인으로 고속도로 이용목적

관련 구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이

이 출퇴근 및 업무통행인 경우 하이패스 이용선호

존재하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며, 차종의 크

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목적으로 고

기 및 보유대수와 같은 요인은 구매력 이외에도 차

속도로를 이용 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통행료 지

량 및 교통관련 상품 소비에 대한 운전자의 구매의

불이 발생하게 되고 통행시간 절감 필요성이 큰 통

사 또한 반영된 영향요인으로 봐야 할 것이다.

행목적상 고속도로 진출입 영업소에 정차하는 기존

또한 고속도로 이용자의 하이패스 선호영향과

통행료 지불방식보다 일정수준의 속도로 정차 없이

관련하여 설치 절차의 불편과 같은 제도 및 기술 상

통행하는 하이패스지불방식이 이용선호에 긍정적

의 문제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맥상통한 이유

사용 영향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로 주 2회 미만으로 고속도로 이용빈도가 적은 고

된다. 이러한 제도 및 기술 상의 문제와 심리적 요

속도로 이용자들의 경우, 별도의 단말기 설치가 필

소 등 다각적인 선택 요인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설

요한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결재방식이 이용선호

문조사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하이패스 이용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은 차량 이용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측면에서 구매력 또는 상품 소비에 대한 운전자의
구매의사를 갖추고 있고, 하이패스 장착 시의 비용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속

진입장벽이 체감적으로 낮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도로 통행료 결제방법별 이용선호 영향 요인 분석

특성을 반영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이용률 제

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고를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의 비용부담을

선호모형 구성에 있어 30대 이상 60대 미만의 연

낮추는 기존 2만원대의 행복단말기 보급캠페인과

령대, 2대 이상의 차량보유, 2,500㏄ 이상의 대형차

같은 저렴한 단말기 보급정책의 확대가 유의미할

량 소유자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에 있어 긍정적 선

것이라 판단된다. 모형에 있어 양의 영향을 가지는

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해당요인들은 차량이용

30대 이상 60매 미만 세대와 달리 60대 이상의 노령

측면에서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하이패스 장착 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용수준

의 비용 진입장벽이 체감적으로 낮은 고속도로 이

이 타 연령대 운전자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

용자들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해석된다. 결국 단말

로 꾸준한 홍보를 통해 하이패스 이용을 유도할 필

기 설치 시의 비용소요가 하이패스 이용선호의 주

요가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는 스마트 톨링 도

요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승

입을 위한 기반으로 진출입 영업소를 전면적인 스

용차량 보유자의 경우, 차량 구매 시 하이패스 단말

마트 톨링으로 변화 시 기존 IC 진출입 영업소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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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던 부지의 규모 축소와 전용을 가능하게 하
고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차 시 발생하던 진출입부
정체 및 차량 간 안전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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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30년 이후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를 함께
운영하겠다는 통합운용계획을 세웠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추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기존의 조종석을 지상으로 가져온 RPS와 무인항공기인 RPA를 연결해주는 C2 링크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C2 링크 단절 시 지상에 있는 조종사는 무인항공기의 통제를 잃게 되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승객수가 가장 많은 노선인 서울-제
주 항로에 대해 ICAO RPAS 패널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서울-제주 항로는 1시간 이내의 비행시간을 가지는 비교적 짧은 항로이며, 양방향 단
일 노선에서 현재는 단일방향 두 개의 노선으로 복선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
여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를 비행계획 유지와 회항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회항은
지정된 장소에서 체공하며 C2 링크 복구 시도 후 실패 시 진행하는데, 이 때 구 항로를 이용하는
것과 반대편 신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비상절차 시나리
오가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한 유, 무인항공기 통합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무인항공기, 비상절차, C2 링크, 통신두절, 통합운용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established a plan to integrate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into manned airspace by 2030 and Korea conducts research efforts along with the ICAO’s
pla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 consists of Remote Pilot Station(RPS), which is the
cockpit on the ground, Remotely Piloted Aircraft(RPA), and C2 link that connects the RPS and the
RPA. Hence, a remote pilot loses control over the RPA when the C2 link is lost, and this situation
can pose a serious risk to safety. This study suggests lost C2 contingency procedures for RPAS on
Seoul-Jeju route, which is the busiest air route in terms of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suggested
contingency procedures are based on the discussions in the RPAS panel of the ICAO. Seoul-Jeju route
is short with about 1 hour flight time. The route was previously single but now is parallelized. The
lost C2 contingency procedures have two different scenarios: continue on the flight plan and return
to the base. The “return to the base” is conducted when C2 link recovery is failed, and there are
two options again: use the old route and the new route. The suggested contingency proced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 integ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operations in the future.
￭ Keywords: Contingency Procedures, C2 Link, Integrated Operations, Lost Link, Remotely Piloted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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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Command and Control의 약자이다. 다른 용어로는
CNPC(Control and Non Payload Communications)라고

1. 무인항공기의 공역 내 통합

도 부른다.

무인항공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군용목적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기술 발달과 효용성으로 민간
항공산업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김홍기, 2009).
ICAO(2016)는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
계획에 따라 2030년 이후 유, 무인항공기의 완전한
통합 운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규정 제, 개정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발맞추기 위해 관련 연
구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ICAO는 무인항공기를 중량으로 분류하고 있지

자료: 저자 본인 촬영

<그림 1> 네덜란드 NLR RPAS Test Center의 RPS 모습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무인항공기 패널(RPAS Panel)
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의 분류체계(항공안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사람

조종사의 항공기 탑승 여부이다. 무인항공기는 조

이 탑승하지 않으며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는

종사가 항공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라 칭하고 있다.

조종사와 항공기간의 연결 수단인 C2 링크가 무인
항공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인항공기의 구성요소
무인항공기 운용의 필수구성요소는 RPA, RPS,

ICAO RPAS 패널에 따르면 C2의 기능은 <그림 2>
에 나타난 4가지에 C2 링크 자체를 관리하는 기능
을 합한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RPASP, 2017).

C2 링크이다. RPA는 Remotely Piloted Aircraft의 약자
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종사가 항공기에 탑승
하지 않고 원격에서 조종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은 탑승하고 조종사가 원격에
있는 항공기도 RPA에 속한다. 이에 반해 국내 항공
안전법상 무인항공기는 승객도 탑승하지 않아야 하
므로 RPA와는 다르다. RPS는 Remote Pilot Station의
약자로 원격 조종사가 RPA를 조종하기 위한 시설
을 의미한다. 즉, RPS는 기존 유인항공기의 조종석
을 지상에 옮겨놓은 것으로 그 모습은 <그림 1>과
같이 모니터와 조종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
으로 C2 링크는 RPA와 RPS를 이어주는 통신채널로

자료: ICAO RPAS 패널 4차 회의, Working Group 2 Out-Brief

<그림 2> C2 링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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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e 기능은 RPA의 자세 ․ 고도 ․ 속도 등 비행을

따라서 유인항공기와 달리 무인항공기는 비상

제어하며, Navigate 기능은 비행 계획과 경로를 관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사

한다. Communicate 기능은 관제사와 원격 조종사 간

전에 비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통신을 중계하며, Integrate 기능은 타 항공기 ․ 지형

맞는 비상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C2

지물과의 분리를 통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함이다.

링크 단절이라는 비상상황만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끝으로 C2 링크 관리 기능은 C2 링크 자체의 상태

구성하였으며, 그 외의 엔진 고장이나 납치와 같은

를 모니터링하고 C2 링크 단절 시 복구하는 기능을

다른 비상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포함하고 있다.

ICAO의 RPAS 패널은 C2 링크 단절에 대비한
비상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상절차는

3. C2 링크 단절 상황

대략적인 기본방향만 제시할 뿐 실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고 있지 않다. 특히 국내 환경

C2 링크의 주 기능은 조종사가 원격에서 RPA를
조종하는 것이나, 부수적으로 관제기관과의 관제

에 적용될 수 있는 비상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
지 않다.

통신을 전달하는 역할(Communicate 기능)도 수행할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는 유, 무인기 통합운용에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관제기관은 기존의 유인항공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C2 링크 단절

기와 같은 방식으로 무인항공기와 통신을 주고받을

비상절차 설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유인항

수 있다. 따라서 C2 링크가 단절된 경우 무인항공기

공기 통신두절에 대한 기존 문헌 고찰 및 ICAO

조종사와 관제사 간 통신도 두절될 수 있다. 이에

RPAS 패널에서 제시한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에

대비하여 조종사-관제사 간의 지상 통신 수단에 대

따라 서울-제주 항로에 적용 가능한 C2 링크 단절

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비상절차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인근

C2 링크가 단절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공역과 항로별 특성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비상절차

큰 문제는 해당 무인항공기를 직접적으로 조종할

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는

수 없다는 점이다. 유인항공기 내부조종사와 관제

서울-제주 구간에 한정하였다.

사 간 통신이 두절된 경우에는 관제사로부터 지시
를 받지 못하지만 내부조종사가 직접 상황을 판단
하고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무인항공

Ⅱ. 기존 문헌고찰

기 C2 링크가 단절된 경우에는 관제 지시는 물론이
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명령도 전달이 안 된다는 점

1. 유인항공기 통신두절 절차

에서 기존의 유인항공기 통신두절과는 개념적 차이
를 보인다. 특히 엔진 고장과 같은 무인항공기의 기

AIP 1) ENR 1.6의 3.2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체에 문제가 생기고 C2 링크까지 단절된 경우에는

190조의 유인항공기 통신두절 절차에 관한 내용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다.

도식화 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그림

1) AIP는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약자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ais.casa.go.kr/)에서 제공하는
항공정보 발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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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절차는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
역에 적용된다.

않도록 타 항공기 유도를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C2 링크가 단절된 상황에
서는 조종사도 항공기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
한 절차는 자동 프로그램 되어서 무인항공기에 입
력이 되어있어야 하며, 이 내용은 관제사도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

2. ICAO RPAS 패널의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2016년 11월 개최된 ICAO RPAS Panel 제6차 회의
에서 관제(ATM)를 담당하는 Working Group 6는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의 초안을 도출하였다(RPASP,
2016).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초안은 공항 주변의 공역
인 터미널(Terminal) 구간과 항로 상(En route)을 구
분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
다. 터미널 구간은 그 안에서 ‘이륙’과 ‘착륙’의 경우
자료: AIP, ENR 1.6, 3.2. 2.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0조, “유인항공기 통신두절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 유인항공기 통신두절절차

유인항공기 무선통신이 두절될 경우 조종사는

로 나누고, 항로상은 ‘항로 입구(Handover point
departure’와 ‘항로 중간(En route, handover point enroute)’의 경우로 나누어 비상절차를 수립하였다. 각
지점들은 <그림 4>에 주어져 있다.

통신 두절을 타 항공기 및 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
한 조치(예, Squawk code 7600)를 취하고 관제사는
항공기에 기수변경 지시를 통해 수신을 확인한다.
수신확인이 되지 않으면 조종사는 관제사의 최종명
령과 비행계획을 토대로 목적비행장까지 비행하고
접근예정시간(도착예정시간)에 맞춰 착륙을 시도한
다. 관제사는 필요한 경우 주변을 운행하는 타 항공
기를 유도하여 통신 두절된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한다.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모두 통신두절 또는
C2 링크 단절 시 타 항공기 및 관계자들에게 통신

자료: ICAO RPAS 패널 6차 회의, “Contingency Procedures for C2
Link Loss”(working paper 6)

<그림 4> ICAO RPAS 패널의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상 주요 지점

두절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제사는 통신 두절된 항공기의 비행이 방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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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CAO RPAS Panel 제6차 회의에서 도출한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초안
구분

터미널
(Terminal)
구간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절이나 항공기 피랍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에
맞는 코드전환을 통해 관제사에게 알린다. FAA

a) 자동으로 특정 SSR 특별식별코드
설정(예, 7400)
b) 가능 시 ADS-B 비상모드를 사용
이륙구간 c) 지정된 지점까지 SID(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절차를 따른
후 7분 동안 ATC에서 지정한 고도와
경로 유지 후 복귀(RTB) 절차 진행

(2017)에서 정한 C2 링크 단절 코드는 7400이다.

a) 자동으로 특정 SSR 특별식별코드
설정(예, 7400)
b) 가능 시 ADS-B 비상모드를 사용
c) 사전 프로그램된 NAVAID까지 ATC
착륙구간
의 마지막 지시사항을 따른 뒤 C2
링크 회복을 위해 착륙대기선회비행
경로로 하강하고 사전 설정된 최종
접근 방식을 따름

-B는 C2 링크가 단절된 상황을 지상의 무인 항공

a) 자동으로 특정 SSR 특별식별코드
항로 입구
설정(예, 7400)
(Handover
b) 가능 시 ADS-B 비상모드를 사용
point
c) 사전 제출한 비행계획을 7분간 유지
departure)
후, 복귀(RTB) 절차 진행
항로 상
(En route)

사용하는 코드이다(최용택, 2009). 조종사는 통신두

항로 중간
(En route,
handover
point en
route)

a) 자동으로 특정 SSR 특별식별코드
설정(예, 7400)
b) 가능 시 ADS-B 비상모드를 사용
c) 사전 제출한 비행계획을 다음
handover 포인트까지 유지 후 C2
링크 복원 시도
d) 링크 복원 실패 시 ‘handover point
approach procedure’ 진행

자료: ICAO RPAS 패널 6차 회의, “Contingency Procedures for C2
Link Loss”(working paper 6)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는
항공기가 관제사에게 위치 등의 정보를 디지털 데
이터 링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장치이다.
(양한모 ․ 김도현, 2008). SSR 특별식별코드와 ADS
기 조종사, 관제사, 주위의 항공기에게 알리는 역
할을 한다.
ICAO에서 제시한 비상절차 초안은 대략적인 방
향만 제시할 뿐이어서 실제 항로에 적용하기 전 결
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항로상에
서 C2 링크 복원 시도가 실패한 경우 ‘Handover point
approach procedure’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가
령 출발한 공항으로 회항하는 선택지와 비행계획
에 따라 목적 공항으로 지속하는 선택지를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Handover point approach
procedure’는 항로 중간에서 C2 링크가 단절된 경우
에 해당하며 터미널 착륙구간의 비상절차와는 다
르다.
무인항공기의 C2 링크가 단절이 된 상황은 해당
무인항공기뿐만 아니라 주변 공역을 비행하는 타
항공기에도 큰 위협이 되며, 해당 공역의 교통량이

유인항공기 통신 두절 절차와 마찬가지로 링크

많을수록 위험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절을 알리기 위한 SSR 특별식별코드와 ADS-B 비

본 연구는 IATA(2016)가 조사한 2015년 전 세계 국

상모드를 설정하고 관제사의 마지막 명령과 비행

내선 승객 수에서 1,100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

계획을 토대로 운행을 최대한 유지하는 점은 동일

한 서울-제주 항로를 대표로 선정하여 항로의 특성

하다. 그러나 출발 지점 인근에서 C2 링크 회복 실

및 교통량을 분석하고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를 설

패 시 무인항공기가 출발 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절

계하였다.

차를 수행하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SSR(Secondary Surveillance Radar) 특별식별코드는
레이더로 항공기 식별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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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제주 항로 분석

KAMIT 구간이 서울-제주이다(AIP ENR 3.3, 2016).
OLMEN 픽스와 KAMIT 픽스는 접근관제소와 항로

1. 항로 구성 체계

관제소로 항공기를 이양하는 지점이다. ATASO 픽
스 인근에는 군산공항이, SAMUL 픽스 인근에는 광

서울-제주 간 항로는 2012년 이전에는 양방향 항
로인 B576을 이용한 단일노선으로 운영하였으나 교

주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이 두 픽스에는 체공 절차
가 존재한다.

통량 증가로 인해 2012년 이후에는 B576 양 옆으로
각각 상향노선(Y711)과 하향노선(Y722)으로 복선화

2. 항로 구간별 교통량 분석

하여 운영하고 있다.
B576 항로는 고도분리를 통해 서울-제주 간 교통

2014년 7월 한 달 간 Y711과 Y722 항로 중 서울-

을 상행과 하행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총 15개의 픽

제주 구간의 항적자료를 바탕으로 픽스 구간별 교

스(Fix)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서울-제주 구간은

통량을 분석하였다. 항적자료는 수 초 단위로 항공

SEL에서 IPDAS까지이다(AIP ENR 3.1, 2016). 주요

기의 위치와 정보들을 기록한 자료로 분석에는 날

픽스는 OLMEN 픽스와 IPDAS 픽스가 있으며, 각

짜, 시간, 항공편명, 경도, 위도, 픽스 구간 데이터를

각 접근관제소와 항로관제소로 항공기를 이양하는

사용하였다.

지점이다. 또한, IPDAS 픽스 인근에는 군산공항이,

<그림 5>와 <그림 6>에 나타난 대로, Y711 항로

KWA 픽스 인근에는 광주공항이 인접해있다. 현재

는 MANGI-DALSU 구간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B576은 FL130 이하를 비행하는 항공기만 이용하고

보였으며, Y722 항로는 PEBRI-ATASO 구간에서 가

있으며, 이외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기관

장 많은 교통량을 보였다. 구간 별 교통량은 C2 링

과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크 단절 비상절차를 설계할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하향노선인 Y711 항로는

다. 특히, 회항 지점을 선택할 때 교통량이 높은 구

총 15개의 픽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MONSI에서

간을 피해서 항로에 진입하게 하여야 타 항공기와

DOTOL까지가 서울-제주 구간이다(AIP ENR 3.3, 2016).

의 안전 문제를 줄일 수 있다.

B576 항로의 픽스이기도 한 BULTI 픽스와 DOTOL
픽스는 접근관제소와 항로관제소로 항공기를 이양
하는 지점이다. 또한, DALSU 픽스 인근에는 광주공
항이 인접해 있으며, 민간훈련 공역인 CATA 4A 및
4B가 인접해있다. Y711 항로는 인천․ 김포․ 군산․ 광
주․ 청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항공기가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
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BEDES 픽스에서, 청주공
항과 군산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각각 BULTI
픽스와 MANGI 픽스에서 Y711 항로로 합류한다.
제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향노선인 Y722 항로
는 총 15개의 픽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SOT에서

<그림 5> Y711 항로 픽스 구간별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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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진행하면 해당 무인항공기가 목적지에 근접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출발지로 회
항하는 것이 목적지까지 비행계획대로 계속 비행하
는 것보다 안전한지 여부가 아직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항로로 진입한 항공기는 “7
분간 비행계획 유지” 없이 모두 다 항로 중간 비상
절차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로상에서 C2 링크 복원 시도가 실패할
경우 ‘Handover point approach procedure’를 수행하게
되어있는데 이 절차가 구체화되어있지 않으므로
<그림 6> Y722 항로 픽스 구간별 일일 교통량

‘비행계획 유지’와 ‘회항’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는 C2 링크가 단절된 이후에 복원을 위한

Ⅳ.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 시나리오

시도를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C2 링크를 제
외한 다른 기능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

1. 개요

황을 가정하였다. C2 링크가 복원된 경우에는 본 비
상절차를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이 해당 공역 관제

앞에서 살펴본 ICAO의 비상절차는 터미널 구간

기관에 즉시 알리고 관제 지시에 따르며, C2 링크가

과 항로 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터미널 구간은 해

아닌 다른 기능(예,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비

당 공항으로 착륙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

상 착륙과 같은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그에 비해 항로상에서는 목적 공항까지 계속 비
행하는 경우와 출발 공항으로 회항하는 경우로 나

2. Y711 항로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로 상의 비상
절차를 ① 계속 비행과 ② 회항의 2가지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 제출한 비행계획 유지

로 나누어서 설계하였다.

본 시나리오는 C2 링크가 단절된 이후 비행계획

서울-제주 항로의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ICAO의 비상절차와 다르게 항로 입구와 항

서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목적 공항인 제주공항
까지 비행하는 시나리오이다.

로 중간을 구분하지 않았다. ICAO의 비상절차 초안

C2 링크가 단절되기 전 다른 항공기와의 분리,

에 따르면 항로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C2 링크가 단

공역 상황 등으로 인해 ATC로부터 마지막으로 지

절될 경우 7분간 비행계획을 유지하게 되는데, 서울

시받은 사항이 비행계획서에 제출된 항로 단계의

-제주 항로에서 7분간 비행하면 사실상 항로의 절반

고도와 같지 않은 경우(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고

가량을 진행하게 된다. 7분이라는 시간은 유인항공

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마지막으로 지시받

기 통신 두절 절차에서 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와 타

은 고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서에 제출된

항공기를 분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데, ICAO

항로 단계의 고도로 합류한다.

에서 제시한 초안에 따라 7분 간 비행한 뒤 복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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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시하고 인접 항공기의 분리를 적절히 유지
해야한다. 또한 다른 항공기와의 분리가 적절하지
못하고 안전에 저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
당 무인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고도를 다른 항공
기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block)할 수 있다.
<그림 7> Y711 항로 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2-1

나. 시나리오 2-1 : Y722 항로를 이용하여
회항

DALSU 픽스 이후 지점은 제주공항 TMA (Terminal

본 시나리오는 <그림 7>과 같이 Y711 항로의 지

Maneuvering Area)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C2 링크

정된 체공지점(DALSU 픽스)에서 C2 링크 복원을

단절 시 이륙공항인 김포공항으로의 회항은 오히

시도 후 실패 시 Y722 항로로 합류하여 김포공항으

려 항공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저해한다 생각되

로 회항하는 시나리오다.

어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DALSU 픽스를 지난

Y711 항로는 최저고도만 존재하고 실제 배정받

이후에 C2 링크가 단절된 경우는 시나리오 1에 따

는 고도가 Y722 항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라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속도와 고도로 목

Y722 항로로 비행하고 있는 타 항공기와의 분리를

적공항인 제주공항에 접근하여 착륙 비상절차에

위한 체공지점이 필요하다.

따라 착륙한다.

Y711 항로는 체공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체공절차가 필요하다. 3장의 서울-제주 항로 교통량
분석에 따르면 MANGI-DALSU 구간의 교통량이 가

다. 시나리오 2-2 : B576 항로를 이용하여
회항

장 많으나 다른 구간과의 교통량 차이가 뚜렷하지

서울-제주 항로가 Y711과 Y722로 복선화 되기 이

않으므로, 모든 픽스를 체공 위치로 고려해 보았다.

전에는 B576 항로가 유일하였다. 현재 B576 항로는

그 중 자세히 살펴 볼 픽스는 MANGI, DALSU,

군용기, 민간 항공기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이 항로

DOTOL이다. MANGI 픽스의 경우 군 기관과 ACC

로 진입하고자 할 때 지상의 무인 항공기 조종사는

가 16,000ft에서 항공기를 이양하는 지점으로 다른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울-

항공기와 고도 분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DOTOL

제주 간에는 제3의 항로로 B576이 존재하기 때문에

픽스는 제주공항에 인접해 STAR(Standard Arrival

Y722 항로가 아닌 B576 항로를 통하여 회항하는 것

Chart Instrument)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회항이 아닌

도 가능하다.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Y711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따라서 공역과 고도를 고려했을 때 DALSU 픽스에서

20,000~28,000ft 사이의 짝수 고도를 배정받는다. 그

체공하며 C2 링크 복원을 시도 한 후 실패 시,

에 비해 B576 항로 상 항공기의 최대고도는 13,000ft

SAMUL-MAKSA 구간을 통해 Y722 항로로 진입하는

이다. 따라서 Y711 항로를 따라 20,000~28,000ft로 운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본 Y722 상 교

항하던 항공기가 B576 항로에 합류하려면 고도를

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 PEBRI- ATASO 구간 전에

하강시켜야 한다. 두 항로 사이의 간격이 멀지 않고,

Y722에 합류하게 된다.

다른 항공기와의 분리 때문에 고도를 갑자기 낮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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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없으므로, 특정 구역에서 체공을 하며 고도를 낮
춰야한다.
본 시나리오는 <그림 8>과 같이 시나리오 2-1과
유사하게 DALSU 픽스 인근 공역에서 체공하며 C2
링크 복원을 시도 후 실패 시, 항공기 고도를 13,000ft
로 조절 후 B576 항공로로 합류하여 김포공항으로
회항한다.

<그림 9> Y722 항로 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2-1(위) SAMUL
픽스에서 체공 (아래)ATASO 픽스에서 체공

<표 2> Y722 항로상 Holding Procedure
<그림 8> Y711 항로 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2-2

3. Y722 항로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 제출한 비행계획 유지
본 시나리오는 Y711 항로상 시나리오 1과 동일하
게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목적 공항

구분

ATASO

SAMUL

Holding Identification

RNAV HOLD

RNAV HOLD

Waypoint Identifier

ATASO

SAMUL

Course/ Track

012

012

Time(min)

1.5

1.5

Turn direction

R

R

Altitude

FL230~260

FL270~340

MAS IAS(kt)

280

280

자료: 국토교통부, “AIP ENR 3.6”

인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는 시나리오다.
SAMUL 픽스를 지나기 전에 C2 링크가 단절된

나. 시나리오 2-1 : Y711 항로를 이용하여
회항

경우에는 SAMUL 픽스에서 체공하며 링크 복원을

본 시나리오는 <그림 9>와 같이 Y722 항로의 지

으로 회항한다. SAMUL 픽스를 지났으나 ATASO 픽

정된 체공지점(SAMUL 픽스나 ATASO 픽스)에서 C2

스를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ATASO 픽스에서 체공

링크 복원을 시도 후 실패 시 Y711 항로로 합류하

하게 된다. ATASO 픽스에서 Y711로 회항하는 경우

여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는 MANGI 픽스 이전에 Y711로 합류하게 되고

2-1은 SAMUL 픽스와 ATASO 픽스에 존재하는 <표

SAMUL 픽스에서 Y711로 회항하는 경우는 DALSU

2>의 기존 체공 절차를 사용한다.

픽스를 지나서 Y711로 합류하게 된다. 즉, 두 경우

시도한 뒤 실패 시 Y711 항로로 진입하여 제주공항

모두 앞에서 살펴본 Y711 상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 MANGI-DALSU 구간을 피하여 Y711로 합류
하도록 설계하였다.
ATASO 픽스 이후 지점에서 C2 링크 단절 시
Y711 항로상 시나리오 2-1과 마찬가지로 이륙공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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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회항을 고려하지 않으며, 시나리오 1에 따라
김포 공항으로 비행하여 착륙 비상절차에 따라 착
륙한다.

다. 시나리오 2-2 : B576 항로를 이용하여
회항
앞에서 살펴본 Y711 항로의 시나리오 2-2와 마찬
가지로 복선화 이전의 항로인 B576을 사용하여 회
항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림 10>과 같이 기존에
설계된 체공지점(SAMUL, ATASO)에서 항공기 고도
를 13,000ft로 조절 후 B576 항공로로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10> Y722 항로상 비상절차 시나리오 2-2(위) SAMUL
픽스에서 체공 (아래)ATASO 픽스에서 체공

앞에서 살펴본 Y711과 Y722 상의 체공 지점을 나
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DALSU 픽스의 체공절차
일부와 CATA의 일부가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하나,
CATA는 지정 고도가 1,000~7,000ft로 낮은데 반해
Y711은 20,000~28,000ft의 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또한 DALSU 픽스와 SAMUL 픽스의
체공 지점과 광주 공항의 공역이 중첩되나 광주 공
항 공역 고도는 지상고도 1,000-5,000ft이므로 고도가
분리된다.
<그림 11> Y711, Y722 체공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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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유지와 관제사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할 필
요가 있다. 그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과 업무 강도

현재 ICAO의 RPAS 패널은 C2 링크 단절을 대비
한 비상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향과 국내 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국내 공역
에 적용해야 한다.

역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서울-제주 항로 상
무인항공기 C2 링크 단절 시 비상절차를 설계해보
았다. 해당 공항에 착륙하면 되는 터미널 구간과 달

❙감사의 글

리 항로상에서는 비행계획대로 진행과 회항이라는
상이한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또한 서울-제주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출연하고 국토교통과학

항로는 복선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항로가 제

기술진흥원에서 발주하여 시행한 무인항공기 안전

3의 대안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운항기술 개발 및 통합 시범운용(17ATRP-C108186-03)

이에 따라 C2 링크 단절 비상절차를 <표 3>과

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비행계획대로 진행하는 시나리오 1과 회항하
는 시나리오 2로 나누어 고안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C2 링크 복구 시도 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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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Kingdon에 의하면 정책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의 결합의 결
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때 정책
기업가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
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기업가로서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고속도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각각 고유한
규칙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둘째, 정치의 흐름
이 중요하며, 특정 정치적 사건이 촉발기제로 정책의 창을 열었다. 셋째, 정책기업가의 역할은 정
책형성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참여자로서 갈
등하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다중흐름모형,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창, 정책기업가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construction of Seoul-Sejong expressway,
which has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According to the model, policy formation
is described as the result from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streams-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s
streams. When these streams converge on a specific time point, a policy window is created so that
the issues become policy agenda. At this moment, policy entrepreneurs propose their alternatives,
which have been prepared already, and try to pass it through the door of the polic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tream of problems, alternatives, politics as the formation of Seoul-Sejong expressway
policies and what is the role of a president of provincial government as an enterpriser. This analysis
proposes policy implication applicable to the express policy as it shows the mechanism of policy
formation. The first conclusion of the research is that each stream-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s
has its unique principles and structures, and the window of policy opens as these three streams couple.
Second, the policy stream is essential, and specific political cases opened the door of policy as a
trigger mechanism. Thir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has the absolute impact on the policy
formation. Lastly,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participant, and they use
diverse strategies to observe the interests.
￭ Keywords: Multiple Stream Frameworks, Policy Formation Process,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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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속도로 건설 등 중부과밀화로 인한 정책 대안들
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위례신도시, 제2동탄신도시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
었다. 고속도로 정책은 단지 교통문제 해소와 관련

고속도로는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압축 성장

된 정책결정이 아니다.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사회

을 견인한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1) 로 평가된다. 사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회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요소로 작용한다.

크기 때문에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수준의

2008년 MB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참여자가 개입하며 높은 수

종 고속도로를 포함시키면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

준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갈등은 큰 사회적

을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배제시켰다. 30대 선도프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고속

로젝트에 의해 촉발된 중부권 혼잡해소 정책은 이

도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탐색은 정책과정에 필요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 내 부처 간,

한 지식을 구축하는데 논리를 제공하는 현실적 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책

미를 지니고 있다.

참여자의 갈등의 장이 되었다. 2015년 정부가 서울-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일

“국가 경제와 문화의 역사적 축척이며 경제 성장

단락되는 듯 했으나 중부고속도로를 충북 발전의

동력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견인차로 여기며 확장을 주장하던 청주지역은 범

인자”로 규정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한국

도민연대를 구성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고속도로

사회의 빠른 경제발전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갈등의 유형은 크게는 노선선정과 건설방식3)에 따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수요

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 내용적으로는 사회경제

를 창출했다.2) 한국사회는 인구분포나 정치 ․ 경제 ․

적 요인, 환경적 요인, 형평성 요인이 영향을 미친

사회 ․ 문화 전 분야에서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

다.4) 노선선정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식적 참

으며, 고속도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종축으로 잘 발

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간의 갈등이 대부분이며,

달돼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

건설방식은 공식적 참여자 간 갈등이 많다.

의 혼잡이 교통부문에서도 사회이슈로 부상하게 되

1995년 6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

었다.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중부선 확장, 제2경부

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형성과정에 지

1)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시설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현재 법적 용어가 아니다. 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동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다.
2) 한국도로공사 업무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월 현재 공용 중인 고속도로는 총 4,250㎞이며 이 중 민자 고속도로는 546㎞
이다.
3) 고속도로 건설방식은 정부의 재원에 의한 재정방식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자 방식으로 구분된다. 통상 민자 고속도로
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역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4) 사회경제적 요인은 고속도로가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미하며, 환경적 요인은 생태계 파괴 논란(2001년 서
울외곽선 사패산 터널 반대, 2003년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 천성산 도룡뇽 사건 등)을 말한다. 형평성은 공식참여자 간에는
관할권 문제로 나타나나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통행료 갈등이 대부분이다(서울 북부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분쟁)
27

교통연구 제24권 제4호

방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

다. 첫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정책의제로 부

날 한국의 공공갈등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

각된 상황 및 몇 차례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 표류

는 지방정부가 주요한 갈등참여자로 대두되고 있다

를 겪었던 원인을 정책형성과정 분석을 통해 추론

는 점이다(권향원 ․ 한수정, 2016). 또한 민자 고속도

하고자 한다. 둘째, 이 과정 속에서 정책 기업가의

로 정책에 따른 관할권 문제로 중앙부처간 이해관

존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결정에서 주도적인

계가 발생한다.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식적
고속도로5)

정책형성

참여자간의 관할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명해 보

과정은 1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정책 표류현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

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 및 분

책변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임을 감안하여

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관련 선행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세종

KDI나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타
당성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높은 수준의 정책갈등을 겪

Ⅱ. 이론적 배경

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
해 정책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

1. 정책형성과정(policy formation process)
의 개념

는 함의는 무엇인지 조명하고자 한다.
한편 다중흐름모형을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

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연 Lasswell

성과정 분석에 적용시키려는 이유는 고속도로 노선

은 정책학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책과정에 관한 지

결정과정에 높은 수준의 갈등이 수반되며, 다양한

식’과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라

이해관계와 정책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점, 공식적

고 주장했다. Lasswell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정책형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간뿐만 아니라 공식적

성분야에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참여자 내부에서도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며, 상호

요약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지식’을 구축

작용이 치열한 점, 정책기업가의 역할이 지속적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이슈가 어떻게 등장해 어

로 나타났다는 점 등에서 본 사례에 대한 정책분석

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모형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다중흐

정책형성에 관한 다양한 절차이론과 행태이론이 개

름모형 모형은 이전 모형의 한계로 지적했던 부분

발되었고,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구축하기 위

들 이외에 촉발기제에 의한 시작점이 분명한 점과

한 노력으로 정책형성의 합리성(바람직성)을 제고

다양한 전략이 동원된 점에서 역동적인 본 사례의

하기 위한 규범적 ․ 처방적 연구가 진행되어 합리적 ․

이론적 분석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적 정책형성의 논리와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어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

왔다(이송호, 2012).

5) 이 노선의 공식 명칭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들에게 호명된 점을 감안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초기의 제2경부고
속도로라는 명칭은 시점을 세종까지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토부에 의해 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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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외국의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집행 전까
지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Lasswell(1956)은 정책형성과정을 정보를 수집 ․ 예측 ․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고속도로 정책은 노선

기획하여 정책대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선정하는

이나 건설방식을 결정한 후에는 정책 변동을 수반

단계로 보았다. Anderson(1975)은 정책의제설정과 정

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형

책결정 단계를 정책형성과정으로 보았다. 특히 정

성과정이 중요한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책형성이 항상 새로운 법령 등의 제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Jones(1977)는

2. 다중흐름모형(MSF)6)

문제정의과정과 행동방안을 결정하고 합법성을 부
여하는 형성 ․ 합법화과정으로 보았다. Dye(1981)는

정책과정(policy process)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문제의 인식과정, 정책대안 결정과정, 정책합법화과

모형들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제설정모

정을 정책형성과정으로 보았다.

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정책결정모형이나

Hogwood & Peters(1983)는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

정책변동모형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MSF(Multiple

정과정, 합법화과정 및 조직화과정까지를 정책형성과

Streams Framework)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정으로 보았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양승일

다. 양승일(2011, p. 191)은 다중흐름모형이 집행 전

(2011)은 다원주의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형성과정

정책 산출물이 도출되는 과정을 조명하는 모형이라

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과정에 활용될 정

는 점에서, 정책형성과정모형의 성격도 지니고 있

책 산출물을 개발․ 절충․ 선택하는 일련의 정책의제

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집행 전까지의 역

정책변동과정이 비합리적 과정, 예측이 곤란한 과

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즉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정 또는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것을 설명하는 모형이다(김문성, 2014).

이 관점에서는 정책 전 정책 산출물이 도출되는 과
정을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변동모형을 정책형

가. 다중흐름모형의 개념

성과정의 상호작용 분석에 사용하기도 한다. 노화준

Kingdon(1984)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2012)은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이슈들을 이해하고, 입

을 변형하여 자신의 모형을 구축했다. 쓰레기통 모

장을 형성하며, 문제해결방안들을 탐색하고 개발하

형은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과는 다르게 의사결정

고, 최종적인 선택대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상황의 특징을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rnachy)로

위의 개념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형성

보고, 이런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조직이 주어진 시

과정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과정에 활용

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될 정책 산출물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정

가정하고 있다(Zahariadis, 2014).

6) Kingdon의 이론을 국내 연구에서는 ‘정책흐름모형(김복규 ․ 김선희, 2006; 김지원, 2009; 손화정, 2011; 유홍림 ․ 양승일, 2009;
이광수 ․ 김도기, 2010; 이순남, 2004; 진상현 ․ 박진희, 2012)’, ‘다중흐름모형(김지수 외, 2012; 박용성 외, 2012; 양승일 ․ 한
승희, 2011; 이동규, 2011; 최성규, 2014)’, ‘정책의 창(이동규, 2011; 이진만, 2009)’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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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 상태는 모호

이전의 단계모형은 그 과정이 순차적이지 않고

성(ambiguity)을 의미하며, 참여자들이 수시로 교체

그 구분도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설명력이 약

되는 ‘유동적인 참여(fluid participation)’, 원하는 것이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에 비해 Kingdon의 다중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강요받

흐름모형은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결합되는 가에

는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 목표달

따라 정책결정 또는 변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을 위해 무엇을 수단으로 선택할지 알 수 없는

고 봄으로써 정책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할

‘불분명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을 특징으로 한다

수 있다(Birkland, 2004; 김보엽, 2007, 재인용). 또 다

(Zahariadis, 2014).

중흐름모형은 비합리적 결정모형으로서 정권의 변

이러한 모호한 정책상황 속에서 Kingdon은 왜 어

동 시 제도나 정책이 급격히 변동하는 분야를 설명

떤 의제는 부각되고, 다른 의제는 무시되는지를 밝

함에 있어 그 역동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

히고자 했다. 또한 정책대안이 선정되는 진화적 과

로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낮은

정에 주목했다(Kingdon, 1984; 최성구, 2014, 재인용).

경우와 정책이 수시로 또는 갑자기 변동되는 혼란

정책의 세 가지 흐름으로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스러운 경우에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problem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alternative

(Zahariadis, 2014).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이 있다. 세 가지
흐름은 보통 자신의 고유한 규칙과 역동성을 지니

나. 다중흐름모형의 기본 구조

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정책의 창

다중흐름모형의 기본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policy window)에서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될 때 주요

독립적인 세 가지 흐름인 정책문제흐름, 정치흐름,

한 정책 산출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Zahariadis,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책기업가의 활동으로 결합

2014). 정정길(2017)은 세 가지 흐름 중 정치흐름의

(coupling)되어 만들어진 정책의 창을 통과하면서 정

중요하다고 보았다.

책을 산출한다.

자료: Kingdon(1984)과 Zahariadis(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Kingdon의 다중 흐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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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문제의 흐름(policy problem stream)

비공식적인 참여자나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특정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

도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자 등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Kingdon, 2003; 최성구, 2014, 재인용).

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공동체의 유무와 분화의

지표(index), 사건(event), 위기(crisis), 환류(feedback) 등

정도, 정책기업가의 활동, 이익집단의 개입 등에 많

이 있다(박용성 외, 2012).

은 영향을 받는다.

정책문제로서

지표7) 는

문제의 상태가 비교적 정

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상태인 경우이다. 정책결정

3)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자는 문제를 지표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위기는 정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국가 분위기,

책결정자들의 정책관련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사건

여론, 선거, 정권교체, 이익집단 등이다(Kingdon,

은 재난과 같은 것을 포함한 집단시위나 청원 등을

2011). 정치인들은 여론이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

의미한다. 특히, 환류는 정책집행결과에 대한 의견

기 때문에 여론에 부합되는 문제는 쉽게 정치적 관

수렴으로서 환류에 대한 습득은 지표와 같이 정부

심이 되고, 정권의 교체와 의석수의 변화는 정책의

관리들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나 평가 작업을 통해

제의 우선순위를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

서 얻기도 하지만, 민원 등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

제를 등장시키며, 이익집단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해서도 얻을 수 있다(Kingdon, 1995; 최성구, 2014, 재

정책문제의 채택을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다(정정길,

인용).

2017). 특히, 현실에서의 정권의 교체는 가장 눈에

Kingdon 모형에 있어서 정책문제는 정책문제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지표

띄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정치흐름의 변화이다(양
승일, 2014).

의 변화, 위기상황, 사건의 발생, 환류 등의 이유로

Kingdon모형에서 정치의 흐름에 의한 변화는 정

그동안 무시되던 정책문제가 새로이 그리고 갑자기

책설정과정에서의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비선형

주목을 받게 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Kingdon, 1984;

적인 변화이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최성락, 2012, 재인용).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정책의제가 만들어지는 성격을 지녀야

2)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

한다(Kingdon, 1984; 최성락, 2012, 재인용).

Kingdon에 따르면 정책대안의 흐름은 정책과정
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이 정책공동체의 내부적

4)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합의에 따라 대안을 선택 ․ 개발하는 과정이다. 정책

정책기업가8)는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하여 정책의

대안의 흐름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나

창을 여는 행위자이다(Zahariadis, 2014). 그들은 독립

정권교체 같은 주요 참여자의 변화가 정책의제에

적으로 흐르고 있는 각 흐름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강하게 작용한다. 또한 공식적 참여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작해(politic manipulation) 흐름 사이의

7) 지표는 사회현상이 지닌 의미를 측정한 수치이다. 사회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인 통계치와 구별된다(김문성, 2014).
8)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연구자에 따라 정책선도자, 정책활동가, 정책혁신가, 정책상황주도자 등으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업가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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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만들고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시도하는 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여자이며,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의 방향이 자

을 적용한 사례연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의 기대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

먼저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ngdon(1984,

는 사람 또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Kindon, 2011;

1995, 2003)은 백악관, 행정부, 국회, 이익집단, 전문

박용성, 2012, 재인용).

가 등 247명에 대한 인터뷰와 23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기업가는 자신들이 가진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청회 등에서

Zahariadis & Allen(1995), Travis & Zahariadis(2002),

주장을 하고 정치적인 연계를 달성하며 정책공동체

Zahariadis(2003, 2007)의 연구에 의해 경제원조 정책,

내에서의 협상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국영기업 민영화, 자연재난 정책사례들을 통해서

시키고자 한다(최성락 ․ 박민정, 2012).

이론과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했다.
다른 분석모형을 적용한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5) 정책의 창

선행연구는 김대연 외(2015)의 ‘정책네트워크 관점

다중흐름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문제의 흐름,

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이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의 결합이다.

재무(2017)의 ‘정책서사모형 분석요소를 활용한 한

정책 이슈가 정책 의제가 되는 것은 이들 흐름이 어

국 규제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양상 분석’, 조승현

느 순간에 결합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최성락 ․

외(2012)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박민정, 2012). 결합한 순간을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권향원 외

하며 정책기업가는 그들의 관심대상인 문제에 정책

(2016)의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KTX 오송역

결정자의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대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등이 있

안을 관철시키는 기회로 보고 있다.

다.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문제

국가정책형성과정의 대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와 정책 산출물 간의 강력한 결합이 이루어지며, 그

서 이송호(2012)는 정책형성에 관한 기존 이론들의

결과 체제가 정책문제와 정책으로 과부하 되는 경우

통합가능성을 모색하며, 국가정책형성의 4단계를

가 있다. 만약 참여자들이 충분한 자원을 기꺼이 투

제시했다. 즉 국가정책형성과정을 정책의제선정

자하려 한다면 몇몇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Agenda Setting), 정책입장정립(position Taking),정책

몇몇 제안은 입안될 것이다. 그렇기 못한 정책문제나

입장조정(Position coordination), 정책조정안 정당화

정책대안은 충분치 못한 자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Agreement Legitimation) 등 4단계로 구성한다. 연구

표류하게 된다(Kingdon 1984; 양승일, 2014, 재인용).

결과, 정책형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연결과 통
합을 시도해 보았으나 말 그대로 탐색적 시도이며,

3. 선행연구

정책형성과정이나 행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
해서는 경험적 정치적 이론이 필요하지만, 과정과

가.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분석적 이론도

먼저 다양한 정책분야의 정책형성과정에 분석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의 분석틀 모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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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연구논문들에 대한 메타

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에는 설명력을 높이기 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다른 대응을 보인 요인

해 두 개 이상의 모형을 결합하거나 융합하여 정책

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

변동을 설명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다

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

중흐름모형, 정책옹호연합모형 및 정책네트워크모

로 인해 정책 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분

형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다중흐름모형과 타 모형

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

의 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김진식 ․ 양승일 ․

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홍림(2013)의 ‘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

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석’, 박용성(2015)의 ‘국가보훈 정책변동에 대한 연

필요함을 제안했다. 전성욱(2014)은 다중흐름모형으

구’, 양승일(2007)의 ‘교육정책 형성과정의 동태성분

로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

석’, 양승일(2009)의 ‘장묘시설을 둘러싼 복지정책형

책산출이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흐름

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최인규(2011)의 ‘SSM의 유통

의 완전한 결합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책기업가

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의 존재와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등 이론을 검

모형과 옹호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인자 외

증함으로써 정책사례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

(2011)의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

김지수 ․ 김민곤 ․ 천지은 ․ 이선우(2015)는 다중흐름

분석’, 박용성 외(2012)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

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하여 구룡마

토균형발전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세종시

을 개발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정책의 창은 문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연구는 이동

제흐름과 정치흐름의 결합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규 외(2015)의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과

둘째, 정책혁신가의 공식적인 권한이 있을 경우, 정

정 분석: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

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는 더 빨리 온다. 셋째, 정책

위기문제 인식이 반영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중

혁신가 간 경쟁은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하는 원인

심으로’, 전영옥(2016)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

이 된다. 넷째, 정책혁신가의 전략선택은 정책혁신

한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가의 내재적 요소(경력, 신념 등)와 그가 공식적인

추윤미 외(2013)의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

권한을 지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다섯째, 정치인

책형성과정 분석’, 현외성(2015)의 ‘기초연금 정책형

출신인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책혁신가는 문제 ․ 정치

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등이 있다.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섯째, 정책혁신가의 리

김지원(2009)은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더십은 사회 통합적 대안의 최종선택을 가져온다.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정책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통한 갈등

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정책대안은 비일

해소를 위해 포용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정

관성을 띠며,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시기였음에

책혁신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도 공식적 참여자 주도의 하향식 접근법으로 여론
의 지지를 얻기 곤란했으며, 정책결정 지연 이유로

나. 고속도로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정치체제맥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분석

고속도로나 민자 고속도로에 관한 논문은 다양

했다. 진상현 ․ 박진희(2012)는 정책흐름모형을 중심

한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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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술 분야 논문이 대부분이며, 정책에

시설 투자정책을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한 국내 논문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최호균(2008)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현재의 축소

은 고속도로의 품질(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

폭이 적정한가?, 둘째는 현행 민간제안방식의 민간

서비스)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투자사업이 국회의 검토 ․ 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

분석하여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나 휴게소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요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결과, 국내 사회기반시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추천할 의도가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근거가 불명확하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객만족과 충성도

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성과는 낮은 것으로

는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류시균 ․ 박

분석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

경철 ․ 김지은 ․ 송지현(2011)은 민자 고속도로에 휴게

업을 구체성이 미흡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 추진

소를 설치타당성과 운영수입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등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

제시했다. 박승갑(2012)은 민자 고속도로 서비스의

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평가 연구에서 민자투자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개선방안으로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서비스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측면을 재정 고속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

도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

재정부족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을 유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가 동의 혹은

치하여 확충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조진우(2015)는

승인 없이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

자에서의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

되어야 한다고 정책적 조언을 제시했다.

석 결과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갈등
이 발생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과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

Ⅲ. 연구방법

도 마련이 제시되었다. 또한 갈등을 지역이기주의
로 여기는 태도를 지양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1. 분석틀

라는 공공의 목적과 수익창출이라는 민간의 목적이
절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제시하였다.

가. 분석틀(Multiple Streams Framework)

우리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접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투자

근할 계획이다. 먼저 이슈단계에는 세 가지 흐름이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 시

존재하고 있다. 의제설정단계에서는 정책기업가의

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손익 공유형과 같

존재와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촉발기

은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였지만, 민간 투

제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의 산출이 이루

자사업은 입법 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

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모하기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

4단계는 이슈단계, 의제설정단계, 정책 결정단계,

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정책 산출단계로 나뉜다. 먼저 이슈단계에서는 중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2016)는 정부의 사회기반

부권 혼잡이라는 사회문제가 세 가지 흐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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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제로 부상되는 과정을 다룬다. 의제설정단계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2015년 11월 19일 제22차 경

는 공공의제가 정권교체 시 정부 의제화 되는 과정

제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계획

을 분석한다. 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책기업가의 존

을 발표할 때까지 나타난 정책형성과정의 분석을

재와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촉

연구대상으로 한다.

발기제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의 산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
당성 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터 서울-세종 고속도
로 사업 추진계획이 공식 발표된 2015년 11월까지

나. 가설설정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고속도로정책, 특히 노선결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정책갈등과 정책참

정의 정책 산출물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수반

여자들의 다양한 전략과 상호작용이 나타난 서울-

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MB정부의 30대 선도 프로

세종 고속도로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포함된 2008년 9월은

한국 정책공동체 내의 세부 작동원리 및 정책의 현

정책변동에 준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실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정 속에서 거의 독립적인 세 가지 흐

배제되었다. 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제설정기와 정책결정기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름이 존재한다. 이중 정치적 흐름이 촉발기제로 작

첫째, 의제설정기는 중부권 고속도로 혼잡완화에

용하여 세 흐름을 합류시켜 정책의 창을 여는 시발

대한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게 된 시기까지이다. 즉

점으로 작용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

둘째, 정책기업가가 등장하며, 정책기업가의 적

터 MB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

극적인 역할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 산출

도로가 포함된 2008년 9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결정이라는 정치의 흐름

셋째,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적 흐름
에 따라 새로운 정책기업가가 등장한다.
넷째, 지방정부가 중요한 갈등참여자로 등장하며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중앙정부 내에서 부처간
의 관할권 문제가 발생한다.

은 MB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
도로를 포함하여 정책변동의 창을 여는 촉발기제로
작용한다.
둘째, 정책결정기는 정책변동의 창이 열린 시기
부터 정책산출물이 산출된 시기까지이다. 즉 MB정
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 연구설계

포함되어 고속도로 건설방식에 대한 공식참여자 간
의 갈등이 진행되며 정책산출물로 서울-세종 고속

가. 연구설계

도로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기간이다.

본 연구는 중부권 고속도로 혼잡완화를 목적으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

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한

례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 분석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서울-세

정책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하

종 고속도로 건설로 결정이 되는 정책형성과정을

나는,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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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연구

하였다.9)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중부고속도로

이다(김문성, 2014). 본 연구에서는 중부권 고속도로

의 확장을 검토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

혼잡완화의 효율적 방안이나 고속도로 건설방식에

각했다. 이후에 충북지역의 반발은 지속되었으나

대한 비교 고찰 등 정책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정책

공식적인 중부권 혼잡해소 방안은 서울-세종 고속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

도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정부 차원에서의 서

설방식에 대한 내용은 민자 고속도로로 한정하여

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논의는 사업시행방식(재정vs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민자)의 결정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이상과 같이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간의 이견이 표출되었다. 민자 건설방식과 재정 건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정책 사례

설방식에 대한 논란은 2015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

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면

형성과정에 관한 국내 ․ 외 학술논문과, 관련서적 및

서 정책의 창이 닫혔다. 그러나 ‘재정 선 착공 후 민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 전환’이라는 방식은 여전히 정책변동의 과정에

본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연구가 부족한 점을

있는 상황이다.

감안하여 KDI나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관련 보고서, 정부간행물, 국회 국토
해양위원회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다. 또한
신문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검색포탈을

Ⅳ.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 형성과정
분석

사용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

나. 사례 개요

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4년 정부에 의해 공식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 타당성조사를 시작

적으로 언급된 이후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12년이

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

흘렀다. 그 과정에서 2009년 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

등 절차를 밟아 2008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였으나 건설방식과 노선선정에 따른 갈등으로 착공

2004년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에 일부

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의 민자 추진

가 반영된 제2경부고속도로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

제안과 한국도로공사의 건설비 전액자체조달 논의

작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맞물려 정책대안으로

를 거쳐 충청권 시 ․ 도지사 협의회 활동 등의 결과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이명박

로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 고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광역경제권 발

속도로 사업추진이 발표되었다. 통상 고속도로 건

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변

설정책은 국토부와 기재부의 표준운영절차(Standard

동의 창을 열었다. 지역경제 발전에 중부고속도로

Process Model)를 거쳐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충북지역에서는 지자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정책형성과정을 다중흐름모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며 크게 반발

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흐름과

9) 경제성장율, 수출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종합우승을 달리던 충북은 중부고속도로가 충북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범도민 협의기구까지 출범시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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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의 창이 열렸

구간을 반영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정

을 때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

부차원에서 처음 공식화된 시기이다. 또한 2005년에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 2007년 사이에 건설업계의 민간제안이 다수 접
수되었으나, 국토부의 재정투자 방침에 따라 반려
되었다.13)

1. 정책문제의 흐름

중부권 혼잡완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정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데는 정

정책 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었다. 중부

책결정자 또는 정부 관료들이 상황에 대해 인식하

고속도로는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 2006년 기본설

는 상태, 그리고 문제가 정의되는 방식이 중요하다.

계를 거쳐 2007년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마치고 확

여기에는 주요 지표의 변화, 위기 또는 사건의 발생,

장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환류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주재현, 2016, p. 258).

MB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는 1970년대와 1980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시키면서 오랫동안 추진

대를 거치며 한국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타

러나 수도권의 확장과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용량

당성 조사 이후로 연기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을 초과하여 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국토연구원,

건설시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22% 감소된다는

2015).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택지개발, 물

내용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세종 고속

동량 확대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

도로 정책형성과정은 사업방식과 노선선정을 둘러

통 지정체를 겪고 있거나, 지정체가 예상되는 7개

싼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의 갈등의 장으로 바뀌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확장키로 했다고 밝혔다.10)

서 정책결정까지 6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MB

이 중 경부고속도로의 한남-기흥 구간과 중부고속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문

도로의 음성-호법 구간은 중부권 혼잡해소를 위한

제의 흐름에서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갈등을 표면화

대표적인 구간이었다. 특히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

하는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로 확장에 적극적이었다.11)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정책결정의 장

를 포함한 수도권 구간의 교통용량이 초과했다는

애물로 작용했다. 2009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예

판단 하에 하남에서 용인, 오산에 이르는 제2경부고

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

한편 정부는 2004년 11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B/C=1.19) 사업시행

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에 서울-용인

방식(재정 vs 민자)을 결정하지 못했다. 글로벌 금

속도로 계획을

발표했다.12)

10) 동아일보 2002년 7월 24일자, “경부고속도로 한남-기흥 등 2008년까지 확장키로”, <http://www..donga.com>
11) 이시종 충북지사는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12월 5일자, “(특별기고) 중부고속도로(확장) 잔혹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
로 개통 후 1987년까지 충북인구는 7만 3,000명이 감소했지만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2015년까지 충북인구는 17
만 6,000명이 증가했고, 각종 경제지표에서 충북이 수위를 달리는 것이 중부고속도로가 충북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99828>
12) 경기도는 경인일보 2003년 9월 27일자 “제2경부고속도로 만든다”에서 “동탄신도시 등이 개발될 경우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남부지역 각 도로의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134382>
13) 반려된 민간제안(4개) : 대전-천안, 용인-연기, 연기-용인, 서하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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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2008년)와 도공의 부채의 증가가 장애로 작

다. 2006~2007년 주택시장의 위축에 따라 건설업계

용됐다. 또한 기본조사 이후(2009.11) 대규모 SOC

의 관심이 민자도로사업에 쏠려 서울-세종 구간에

추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 강동구

민간제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2009년 타당성 조

․ 성남시 등 주민반대, 도로투자 축소여건 등도 사

사 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

업추진이 보류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정

(B/C) 1.28로 동년 예비타당성의 B/C(1.19)보다 높아

부종합청사의 접근성 강화필요성, 위례신도시, 제2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

동탄 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으로 서울-세종 고속도

업비를 조달하는 문제가 정책결정을 지연시켰다.

로 건설은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의 요구에 직면하

고속도로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한국도로공

게 되었다.

사의 자체조달 방식을 선호했으나, 기재부는 한국
도로공사의 부채문제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민간

2. 정책대안의 흐름

투자사업 방식을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
국토부가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을 발

특정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식의 전문적인

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축척 등을 통해서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추진했다. 2008년 6월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 자

을 창출한다. 특히 정부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은

체투자로 방향을 결정하자, 2008년 7월 서울-세종

정책대안의 탐색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주재

자체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현, 2016). 정책대안은 진화적 과정을 거쳐 공론화

노선 통과에 대한 민원과 기재부의 사업방식 미결

된다. 가장 우수한 대안이어서 또는 많은 사람들로

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2014년 부채증

부터 동의를 확보한 대안이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

가를 우려한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한국도로공

는 것이 아니다(김문성, 2014).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의 자체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도공이 참

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었으나. 여기서는 건설

여하는 민자 사업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기재

방식과 노선 선정에 관한 정책대안 위주로 살펴본

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 투자사업 활성화 계

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수도권 남부, 특히 경부고

획’ 발표는 건설방식이 확정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를 목적으로 검

금리인하에 따라 민간 자금여력이 생겼다는 판단과

토되었다. 제기되었던 주요대안은 2003년 경기도의

전년 7월에 대한건설협회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

‘제2경부고속도로안’, 2004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

자 추진 제안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서울-세종

2경부고속도로안’, 2008년 MB정부가 발표한 ‘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세종 고속도로안’, 충북도에서 주장한 ‘중부고속도

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방문전략을 활용했다.

로 확장안’이 있다.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주장했다. 정상

2003년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혼잡해소를 위해 하

적으로 추진돼 착공을 앞두고 있던 확장공사가

남에서 오산까지 53㎞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추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일방적 추진이라 반발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포함되면서 희생

하며 2004년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에

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중부고속도로

서 서울-용인 간 39.5㎞를 반영했다. 정부차원에서

확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이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무기 연기되었다. 유사한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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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고속도로 노선의 충북경유는 실익도 없고 가능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6‧4

하지도 않다는 부정적 판단아래 대안에서 제외되었

지방선거에 충청권에서 전패했다. 노선 선정에 있

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는 용인시, 천안시,

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 됐다.

안성시와 연대하여 조속한 착공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 당선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추진하

3. 정치의 흐름

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노선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는

정치의 흐름에서는 여론, 선거결과, 행정 관료나

이시종 충북지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국회의원들의 성향변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김

주장하는 이춘희 세종시장간의 사활을 건 지자체

문성, 2014)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양측의 전략은 비슷한 양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참여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

보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국회 압박전략이

희 세종시장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추진하던

대표적이다. 또한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

관을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을 주장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책기업가로 역할

취했다. 두 지자체는 착공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요

을 한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

청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40억 원, 중부고속도로

로 확장은 동시 추진이 힘든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확장 20억 원은 기재부 정부예산안 편성에서 전액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

삭감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16%를 흡수하기 때문에

두 지자체간 갈등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중

중부고속도로 확장 필요성이 줄어들어 충북도는 반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3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대 아닌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간 합의로 작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 ‘서울-세종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갈등은 2014년 6‧4 지방

속도로 조기추진 공동 결의문’은 충북의 중부고속

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쟁점으로 부상됐다.

도로 확장안 주장으로 실행력을 상실했다. 충청권

새누리당은 중앙당의 선거공약집에 서울-세종 고속

지자체간의 갈등은 부정적 지역여론과 추진실패 시

도로 건설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토론회에서 거친 토

결과, 2015년 9월 9일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

론을 거듭한 끝에 결국 윤진식 후보가 이시종 후보

석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중부고

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청주지검에 고발

속도로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8개 공동합의문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후보 측은 새누리당의

채택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계획에는 충북이 배제되었으며,

를 경유하는 세종시, 천안시, 안성시, 용인시를 고속

당초 이 노선은 200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

도로 조기건설 시민서명을 추진했다.

지 통과했으나 충북도가 반대해 보류시켰다고 밝혔

중앙집권화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한국사회는

다. 이에 윤후보 측은 새누리당은 충북을 배제할 뜻

시민들의 정책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

이 없으며 당선되면 임기 안에 충북통과를 관철시

러나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의 진전, IT 기술의

키겠다고 대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중

발달로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부고속도로 확장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서울-세종

추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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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전석을 잃은 트라우마를 가

시종 충북지사는 2010년 민선 5기로 출발하여 정부

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민심의 동요와 온라인 서명

관련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

운동은 정책의 창을 여는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

부고속도로의 확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였다.

국토부는 2002년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 확장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갈등은 2016년 총선을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앞두고 정치 쟁점화 조짐을 보였다. 이에 부담을 느

2010년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

낀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19일 제22차 경제관

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되며 착공이 무산됐다. 충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의 반발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서울-세종

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총선을 앞두고 경기 ․ 충

고속도로도 사업이 중단되었다. 국토부는 ‘사업타당

청권 표심잡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성은 있으나 6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이유다.

추진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월호 관련 안전예

4. 정책의 창, 정책기업가 및 정책산출

산 증액, 복지예산의 확대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SOC)예산의 감축기조를 유지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완화와 세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서울-세

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

종 고속도로 착공을 보류시킨 이시종 충북지사는

로는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먼저라며 제동

2014년 6 ․ 4 지방 선거에서 이 문제를 선거 쟁점화

을 걸어 추진에 어려움 겪었다. 특정사건이 촉발기

시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당 공약으로 내세

제로 작용하여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는 정책의 창

운 새누리당의 충청권 전패를 이끌어 냈다. 다양한

이 열린다. 정책창이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정책

호소전략을 구사하던 이시종 충북지사는 6 ․ 4 지방

참여자들이 특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들

선거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

이 옹호하는 정책대안을 관철시키는 기회를 말한다.

세운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책적 갈등 관계를 발생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기

시켰다. 두 지자체의 갈등은 2015년 정부예산에서

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문성, 2014). 정

서울-세종 고속도로 설계비 40억 원과 중부고속도

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 뿐만 아니라

로 확장 관련 예산 20억 원이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초래했다.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한다. 본 사례에서 주요

2015년 8월 19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에서 최

정책 참여자는 대통령과 기재부, 국토부, 이시종 충

경환 부총리에게 중부선 확장 필요성을 설명하며,

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정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계성이 없다고 설득했다.

책기업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실현되는 것

2015년 8월 20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세종 고속

을 바라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들

도로 조기착공 시민 서명운동을 발표하며 ‘충북도

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행위주체

가 반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5년

임을 의미할 때, 본 사례에서 정책기업가는 이시종

9월부터 천안시, 안성시, 용인시도 홈페이지를 통한

충북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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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충청권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착수 후 민자로 전환하

전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가

는 방식이다. 또한 중부고속도로도 구간별로 확장

세종시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권선택 대전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중부고속도

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

로 확장 계획을 발표한지 13년, 2009년 서울-세종 고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명(박범계, 이해

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지 6년 만에 정책이

찬, 오제세, 노영민, 변재일, 양승조, 박완주, 박수현)

산출되었다.

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소속 4명은 참석키로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모임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중부고속도로 확

Ⅴ. 결론 및 시사점

장 등 8개항을 공동 대응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
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충북도의 갈등으로 추

본 연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을

진동력을 잃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추진에 탄력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ingdon의

을 받게 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

이날 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합의문에

흐름이 정책기업가의 활동으로 결합되어 정책의 창

포함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이 열리고 정책 산출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 먼저라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했다. 두 사업의 공

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례에서 나타난 정책형성

동 추진 합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

과정의 각각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책

의 촉발기제로 작용하며 정책의 창이 열렸다. 2015

기업가의 역할이 정책의 창을 어떻게 열리게 하였

년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새

는지를 분석하였다.

누리당 이우현의원(용인)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정책형성과정을 4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원(충북 청원)은 ‘상호 교통량에 간섭이 없는 고

먼저 이슈단계에서 중부권 혼잡이라는 사회적 이슈

속도로 사업을 동시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를 공공의제로 인식하는 정책문제의 흐름과 이를

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2015년 9월 21일 이시종 충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안들의 진화적 과정인 정책

북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유일호 국토부장관을

대안의 흐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흐

면담하면서 두 사업을 연계 ․ 중복사업이라 판단하

름이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30대 선도

지 말고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춘희

프로젝트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하였다. 이로

세종시장은 2015년 11월 16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인해 촉발된 지방정부간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는

건설 촉구 공동서명부 및 공동건의문을 국회에 전

지역민심을 자극하여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희 세

달했다.14) 정부는 2015년 11월 19일 제22차 경제관

종시장을 정책기업가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표류하던 노선 갈등은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연석회의에서 8개항에 합의하며 의제설정단계를 거

해 전체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쳐 정책의 창을 열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기

14) 서명인원은 용인시 5만 명, 안성시 3만 명, 세종시 7만 명, 천안시 17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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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고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의 노선을 지나는 4개 지

및 관계부처 장관을 방문해 설득 전략, 각종 언론

자체의 서명운동을 이끌어 낸 것은 박근혜정부에

인터뷰를 통한 담화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

정치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 산출을 끌어낼

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은 서울-세종 노선이 지나

수 있었다.

는 지자체와 연대한 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주도

넷째,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참여자로서

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2016년 총선에 선거쟁점화

갈등하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

되는 조짐을 보여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 내 관할권 문제

이는 정책결정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며 정책산출

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이해

단계를 유도했다. 본 논문의 사례에서는 정치적 흐

당사자로서 갈등했으며, 지역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름과 이를 주도한 정책기업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

당파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형성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함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
정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전제들이 확인되었으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정책의 주
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 이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다중흐름모형이 고속도로정

첫째,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책에서도 설명력이 높은 분석틀이라는 것이 확인됐

각각 고유한 규칙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

다. 최성락 ․ 박민정(2012)은 Kingdon 정책흐름모형

며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기존에

적용의 적실성 연구에서 다중흐름모형은 정책공동

존재하던 정책문제가 우연한 기회에 정책문제로 대

체의 규모가 큰 국가에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두되며, 정책대안이 진화적인 선택과정을 거쳐 공

대안들 사이의 완전경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한

론화 되었다.

국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둘째,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며, 특정 정치적 사건

본 사례의 경우 역량과 자원을 보유한 지방정부들

이 촉발기제로 정책의 창을 열었다. 본 사례에서는

의 다양한 전략적 접근으로 정책공동체의 분화나

‘충청권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상호작용 측면에서 분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둘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서울-세종 고속도

째, 정책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

로 조기 착공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8개항을 공

식적 행위자인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관점에

동 대응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며 세종시와

서 살펴보았다. 본 사례의 경우 정책이 국가 하부조

충북도의 갈등으로 추진동력을 잃었던 서울-세종

직들 간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속도로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학 측면에서 고

셋째, 정책기업가의 역할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절
대적인 역할을 미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타당성

속도로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최초의 시도로서 실천
적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조사 이후에도 노선선정에서의 갈등으로 6년이 넘

이에 따라 본 연구사례와 대규모 SOC사업에 대

게 지연되던 사업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희 세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권위적인 한

종시장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인접

국사회에 설명력이 높던 의제형성모형은 동원모형

자치단체를 결집하여 나가는 접근 전략을 확인하였

이나 내부접근모형이었다. 기존에 고속도로 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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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중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관할권을 지니고
있다. 엘리슨의 조직과정모형은 정부조직의 정책 산
출물은 주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를 거쳐 형성된다고 보았다(주재현, 2016).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에 이해관계가 큰 정책형
성과정에는 IT 기술의 발달 등을 기반으로 일반시
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져 외부주도모형에 가까운 양

7. 김지수․ 김민곤․ 천지은․ 이선우, “다중흐름모형을 적용
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 국가정책연구,
31-1, 2015. pp. 127-155.
8. 김지원,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수정
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정책학
회보, 18-2. 2009. pp. 158-306.
9.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 “ACMS 모형을 활용한 정책
변동 분석; 건강보험통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분석
평가학회보, 23-1. 2013. pp. 59-92.

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는

10.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12.

정책형성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

11. 류시균․ 박경철․ 김지은․ 송지현, “휴게소를 활용한 민
자도로 합리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09, 2011. pp.
1-109.

모 SOC사업의 경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수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이
나 KTX 천성산 터널이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꼽힌
다. 따라서 정책참여자들의 인식 차를 줄이고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정한 공청회와 여론수
렴 등 민주적 정책과정의 이행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로 진행되어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를 정립시킬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관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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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통안전진단의 부실방지 및 진단기술 향상을 위해 유사 평가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대상은 모든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하고,
평가시기는 안정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진단종료 후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진단기간, 진단비용, 진단사 자격, 계획수립 및 이행, 보고서 작성, 진단 근거자료, 조사
방법, 분석방법, 안전성 평가, 권고사항, 결과입력 등 12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는
교통안전진단사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규모, 평가의
공신력 확보,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교통안전진단, 부실방지, 평가방안

In order to prevent the failure of traffic safety audits and to improve the audit technology,
evaluation method of the result of traffic safety diagnosis was suggested through similar case
evaluati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 results of all the traffic safety audits were evaluated and
the evaluation period was carried out on a quarterly basis after the audit was completed in order to
perform a stable evaluation task. The items to be evaluated are set as 12 items such as audit period,
audit cost, auditor qualific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port preparation, basis data for audit,
investigation method, analysis method, safety evaluation, recommendation, AHP analysis was used for
safety audit item’s weight. The evalu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by the evaluation agency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he evaluation target, securing the credibility of the evaluation, and the
smooth evaluation work.
￭ Keywords: Traffic Safety Audit, Prevent the Failure, 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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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
한 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2016년 우리나라에서는 22만여 건의 도로 교통사
고로 인해 4,292명이 사망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인

연구범위는 현행 교통안전법 제34조(일반교통안

한 사회적비용(2014년)은 연간 약 28조 5천억 원에

전진단)에 따른 진단과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 2017). 우리

따라 시행된 교통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평가

나라의 교통사고 통계(경찰청)에서는 대부분의 교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통사고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

같다.

다. 이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가 ․ 피해자 구분

- 유사 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로

-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범주),

안전편람(HSM, Highway Safety Manual)에서는 교통사

평가시기, 평가절차 등 평가 방안 제시

고의 원인을 운전자 요인, 자동차 요인, 도로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이 세 가지 요
인과 요인들 간의 결합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Ⅱ. 기존 유사사업 평가사례 조사

도로환경 관련 사고원인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34%
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HSM, 2011).

교통안전진단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설

해 도로환경 측면에서의 안전사업을 꾸준하게 추진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라 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

행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되는 해상교통안전

전진단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도시교통 정비촉진

일정 규모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통시설 등에

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대해 설계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교통안전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자료조사 및 업무담당자 면담 조사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 5

를 실시하였다. 이 세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평가대

월까지 총 283건이 수행되었다.

상, 평가시기,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진단은 교통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다.

수행되는 중요한 절차상의 업무이다. 부실진단의
문제가 발생 시 해당 교통시설이 잘못되거나 미흡

1. 평가대상

한 운영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된다. 교통안전
진단은 발주처가 다양하고 이를 수행하는 교통안전

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진단기관도 다수인 관계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는

라 적정하게 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에

2002년1월에 제도화가 되었으며 2003년 1월에 한국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측

시설안전공단에 위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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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20009년부터 실시한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사전

이라 함)에서 정하는 시설의 주체는 정밀안전진단

검토대상은 총 6,523건이었으며 평가면제 대상(건설

을 실시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

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1) )을 통해 진단결과를 제

술자문 실시한 경우) 3,254건을 제외한 3,269건에 대

출(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해 사전검토(평가) 후 280건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출된 진단결과 중 평가의 대상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하였다. 최종 평가결과 부적정(부실 22건, 보완 248
건)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
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1>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평가실적(건)
2009~
2012
2011

2013

2014

2015

6,523

2,479

676

852

1,338

1,178

3,254

1,219

283

310

787

685

사전검토

3,269

1,260

393

542

581

493

심사위원회
평가

280

168

27

20

26

39

구분

계

둘째,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 ․ 손상이 발

검토대상

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

면제대상

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 민간관리주체를 지도 ․ 감독하는 특별자치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내부자료, 2015.

도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
에 대하여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

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평가

가를 의뢰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이

넷째, 시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되는 사업자는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라 해상안전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

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

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모든 해상안전

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진단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

선박안전기술공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체,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은 107건이 수행이 되었으며

유지관리업자가 시특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이중 107건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사전검토를

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에서 107건에 대해서 평가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이를 증명하
기 위해 모든 진단결과에 대한 사전검토(1차 평가)

<표 2> 진단보고서 검토 및 평가실적(건)

실시하고 그 중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실로 의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실적

107

14

36

20

16

21

있다.

자료: 선박안전기술공단, 내부자료, 2015.

1) FMS :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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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

해당 교통사업의 승인관청 또는 도시교통정비촉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사업을 하

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은 제출된 모든

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작

자는 그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성되었는지 검토하게 된다.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

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 평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

대한 심의(평가)를 하고 있다.

과를 정리한 서류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
고 있다. 승인 등을 하는 기관에서는 제출된 모든

3. 평가항목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578건(연간 725건)의
교통영향평서 심사(평가)가 실시되었다.

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표 3>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실적(건)

있다.

1987 2001
구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000 2005
국토부 237 126

36

55

50

96

69

74

78

72

893

지자체 5,960 5,223 1,124 1,350 1,233 826 758 724 759 706 18,663
기타

1

9

12

22

합계 6,197 5,349 1,160 1,405 1,284 922 827 798 846 790 19,578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첫째,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의 방
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 현장시험의 선정 ․ 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 ․ 평가,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
성 검토,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 손상 ․ 결
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 주요부재별, 단위구조

2. 평가시기

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종
합결론),

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둘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

따라서 제시된 보수 ․ 보강방법의 적정성(보수․보강

스템에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분기

방법 및 현장 적용,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

단위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사전검토(1차 평가)를

시 및 실용성 여부 등),

실시하고 있다.

셋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평가는 건별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진단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
준으로 해당 건별로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에 대한 평가시에는 안전진
단 계획 및 안전진단기간,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현
황조사,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 해상교통현황
측정,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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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교

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

통안전대책, 기타 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위원장은 평

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을

의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시에는 교통영향평
가 지침에 따른 사항이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대행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등 10개 사항),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
거나 조사 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
한다.

4. 평가절차
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시특법 시행규칙(제14조제
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제출하려는 자
가 공단에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진단실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림 1> 평가업무 절차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진단실시자는 관리
주체의 확인을 받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평가

통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안전진단서가

공단의 사전검토(평가)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제출되면 전문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해당 안전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검토(평가)점수가

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등

70점 미만인 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안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

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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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해상교통안전대책의

다.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자

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

하는 사업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인 교통영향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

서를 제출도록 하고 있다.

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

승인관청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제3항

을 결정한다. 이때 처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항

에 따른 심의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영향

만청 등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

경우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 포함)한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안

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전진단서의 보완이 끝나면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

검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

위원회를 구성 후 안전진단서(안전진단서의 보완을

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 포함)

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

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

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최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한다.

5. 유사사업 평가사례 요약
구분

시설물정밀안전진
단결과 평가

해상교통안전
진단결과 평가

교통영향평가

․ 모든 진단결과 사 ․ 모든 해상안전진 ․ 모든 교통영향평
전검토(기술심의 단결과 사전검토 가서 사전검토 및
평가 등 제외)
및 평가
평가
대상 ․ 사전검토결과 안
전에 위험발생 우
려되는 경우 등
평가
․ 분기별
시기
․ 구조물 조사․ 분석
․ 평가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 정밀점검 또는 정
평가 밀안전진단 실시
항목 결과 제시된 보수 ․
보강방법 적정성
․ 국토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
는 항목
평가
절차

<그림 2> 해상안전진단 및 검토, 심의 절차

․ 진단결과 제출시

․ 평가서 제출시
(월 1회 평가)

․ 해상교통시스템 ․ 평가지침준수 여
적정성
부 등의 적정성
․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제출→
사전검토 → 평가 사전검토 → 사업
및 심의
보완 →평가 및
심의

․ 평가자료 제출→
사전검토 → 평가
서보완 →평가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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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방안

세 번째는 교통안전진단기관간 업무수행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기관 개수

교통안전진단과 유사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한 평

가 많을수록 진단수행능력 측면에서 진단기관간 편

가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대상, 평가

차가 발생하여 수요자, 즉 발주처의 혼란을 가져올

시기, 평가항목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수 있다.

하였다.

네 번째는 전체 교통안전진단 중 몇 건을 평가하
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1. 평가의 대상

이는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 질 수 있다. 교통안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교

전진단은 독립성을 갖고 해당 교통시설의 위험요인

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규정할 때

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점을 감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안할 때 모든 교통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첫 번째는 교통안전진단이라는 업무의 특징을 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려해 볼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은 기존 설계기준 준

당초 교통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 확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 이상의 것을 검토

편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교통안전진단이 적

함에 있어 진단사의 공학적 판단 등에 의해 개선권고

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항이 제시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통안전진단 발

고 할 수 있다. 유사사례 조사결과 해당 사업의 목

주처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

적 달성을 위해 모든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

항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의 필요성과 교통안전진단 실적(연간 약 84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교통안전

건) 등을 고려시 모든 교통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

진단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진단수행능

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요건만을 구비하여 시 ․ 도에 등록한 교통안전진단

2. 평가의 시기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진단수행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기는 진단종료

이다. 2015년 1월 기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전 단계와 진단종료 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평

있는 기관이 66개인 반면, 최근 2년 동안(2013~2014

가시기 결정시에는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평가결

년)에는 등록된 교통안전진단 건수는 연평균 84건

과의 활용성, 평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등

으로 교통안전진단건수 대비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개의 회사에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1.3개를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

가. 진단종료 전 단계의 평가

가 큰 진단기관에서 다수의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

진단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진단이 종료되기

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1년 동안 진단을 실시

전에 진단실시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하지 못하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받고 평가결과에 따른 사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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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진단
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부실사항(항목)
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진단보고서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단시기가 해당 사업의 종료시점에
실시된다는 점과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표 4> 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기
구분

장점

･진단기관 및 사업자(발주처)
는 평가결과를 적기에 반영
진단
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완료 전 수 있음
단계의
평가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평가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과 평가위원회가 개최되
는 주기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진단종료 전 단계의 평가는 평가결과를 반영하

단점
･평가요청이 수시로 이루어지
고 한 번에 평가요청이 집중
되는 경우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 어려움(부실 평가가 우
려됨)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해당 진단의 종료 및 사업의
추진이 늦어짐

･평가물량 파악이 용이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진단
원활한 평가 수행
진단종료 후에 반영하여야 함
완료 후
･평가기간에 대한 평가기관
단계의
의 부담이 줄어들어 공정한
평가
평가 실시

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평가를 받는 기간이 길어져 진단종료시점이 늦어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종합해 보면, 부실

게 되면 결국에는 본 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문제

진단 방지와 진단기술의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점이 발생한다. 또한 평가요청 물량이 수시로 발생

위해서는 진단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에서 평가를

하거나 한꺼번에 평가물량이 몰리는 경우에는 원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와

한 평가를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단

함께 진단종료 이전에도 컨설팅 형식의 검토를 시

평가기관에서는 주어진 평가기간 내에 신속하게 평

행하여 부실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를 완료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이는 곧 부

필요할 것이다.

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3. 평가항목
나. 진단종료 후 단계의 평가
진단기관은 진단이 종료된 후 진단실시결과를

현행 교통안전법령,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진단항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른 조

목 및 유사 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등에 대한 검토와

치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 부실진단이 나올 경우,

함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진단의

해당 진단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

부실판단에 필요한 12개 항목을 발굴하였으며, 평가

실은 발주처 등에 통보되어 평가에 따른 지적사항

항목별 내용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을 검토하여 사후적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진단의 종료 후에 실시하는 평가방식은 평

가. 진단수행 기간

가를 마쳐야하는 기간에 대한 부담을 적게 받게 되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적

나, 발주처의 경우,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 평가결

정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기간은 지침상에서 제

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시하고 있는 비용산정기준의 항목별 소요인력기준
을 참고하여 진단수행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다. 평가 시기의 검토

한다.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적정기간보다

위에서 제시한 평가의 시기에 대한 장․단점을 정

짧은 기간에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교통안전

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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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진단종료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바. 진단 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

진단계획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해당 교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통시설에서의 안전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단

발생할 수 있다.

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토지이용 등의 상위계획,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나. 진단비용의 적정성

야 할 것이다. 진단기관은 상황에 따라 진단대상을

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적정한지

관리하는 경찰서의 사고자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비용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터 진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얻거나, 주민 등을

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진단수

대상으로 설문․인터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교통안전진
단을 수행할 때에는 적정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사.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조사의 적정성

하는데, 진단비용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다양한 교통상황(시간대, 기상 등 도로환경 여건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진단대상에 대한
현장조사가 적정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진단대

다. 진단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정성

상구간의 주간 및 야간 특성이 다를 것이다. 지역별

진단반에 투입되는 진단사의 자격 및 구성원이

로 기후 등 교통환경이 다르므로 진단시에는 이러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

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는 진단사의 자격 및 보수교육 여부, 진단경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아. 진단에 활용한 장비선정･이용의 적정성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진단에 필요한 장비선정과 이용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진단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라. 진단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토 외에 자동계산

진단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계획대로 이행이

또는 측정이 가능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게 되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

신속하게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단에 필요한 사항 중 위에서 제시한 진단기간, 진단

예를 들어 본선구간에서의 시거를 분석할 수 있

비용, 진단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

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신속․정확하게 시거불량 구

외한 진단의 절차,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간을 찾을 수 있으며 과속단속장비를 활용하면 차

진단자의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다.

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마. 진단보고서 작성체계의 적정성

자.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의 적정성

진단보고서의 작성체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의 적정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진단지침에서 제시하고 있

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통시설에 대한 자료조사

는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및 보고서 작성내용(목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에 대한 분

등) 등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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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전성 평가(안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
정)의 적정성
이전 항목(자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후 안
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 등의 평가가 적정하였

평가지표

진단 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

6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분석이 적정하
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결

카.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8

진단에 필요한
장비선정‧이용의
적정성

진단에 필요한 장비선정과 이용의 적정성
을 평가

9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분석의
적정성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조사결과 값 등에 대한 분석
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

10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조사결과 분석 후 진단대상에서의 안전결
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 등의 평가가 적정
하였는지 평가

진단실시자가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한 권고사항
이 적정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안정성 평가 결
과 도출된 교통안전결함이 진단실시자가 제시한 개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시행
한 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을 평가(상위계
획,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등)

다양한 교통상황에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대한 (현장)조사의 하고 현장조사가 적정하였는지 평가(시간
적정성
대, 기상 등 도로환경 여건)

7

함 여부를 논할 때 그 안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
이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표 정의서

진단보고서 작성 체계가 적정하게 되었는
진단보고서
5
지 평가(지침상의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및
작성체계의 적정성
보고서 작성 구성 등)

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제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
진단결과
성 평가(권고사항이 안전결함을 제거할 수
11
권고사항의 적정성 있는 것인지와 실행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
지 평가)

시된 개선사항이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12

선사항으로 충분히 제거되거나 어느 수준까지 피해

가 필요하다.

타. 진단실시 종료 후 진단결과 입력의 적정성

진단실시후 결과
입력의 적정성

진단실시 종료 후 진단결과 입력의 적정성
평가(지침상의 입력시기, 입력항목 개수,
입력항목의 정확성 등)

4.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AHP 분석)

진단실시자가 진단을 종료 한 후 교통안전진단지
침에 따라 진단결과를 입력시기에 맞게 해당하는 항

위에서 제시한 12가지 평가항목별로 중요도 측면

목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였

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통안전진단제도의 모니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

터링측면에서는 진단현황을 파악하여 진단제도가

구에서는 교통안전진단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기 위해 분석적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고, 항목간 중요도(가중치)를 산정,

<표 5> 진단실시 결과의 평가항목 요약
평가지표

지표 정의서

1 진단기간의 적정성

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적정
한지 평가(지침상의 소요인력 기준)

2 진단비용의 적정성

진단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적정
한지 평가(지침상 비용산정기준 고려)

진단반의 진단사 자격 및 구성원이 적정한
진단실시자의 자격
3
지 평가(자격 및 보수교육 여부, 진단경험
및 구성의 적정성
정도 등)
4

진단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진단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
지 평가(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절차 등>
의 포함여부)

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배점체계를 개발하여 제시
하였다.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
잡한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
를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기법 중 하나이다. 1970년
대 초 개발된 이후 정성적(Qualitative),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석적계
층화(AHP) 분석기법은 의사결정 참여자의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공공투자사업의 정성적(Qualitative)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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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평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다. 정합도(Consistency Index)의 계산

분석적계층화 분석기법은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계산하며 이 때 별도의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정합도(CI, Consistency Index) 분석을 통하여 계산된

등 각종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포

‘가중치’가 유효한 ‘가중치’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함하고 있어 이론적 측면에서도 우수성이 높게 평

포함한다.

가받고 있다.
<표 7> CI 값의 계산과정
단계 1

문제를 분석하여 계층도(도)를 그린다.

단계 2

계층도의 평가기준에 대한 일대비교

단계 3

평가기준에 대한 일대비교로부터 가중치 계산

단계 4

일대비교결과와 가중치로부터 종합득점 계산

단계 5

정합성을 판단하여 중분류의 우선선위 선정

<그림 3> AHP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과정 개요도

평가기준

A

B

C

총계

A









총계/각 가중치
 

B









 

C









 

CI



정합도(CI)

설문응답한 일대비교표가 완전한 정합성을 갖고
있을 때는 CI 값이 0이 된다. 일반적으로 양(+)의 값

가. 설문대상 및 설문방법

을 가지며, 일대 비교표가 부정확할수록 그 값은 양

설문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교통안

의 값으로 더욱 증가한다. CI 값의 허용한도는 ‘0.1’

전진단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을 받은 교통안전진단

이나 통상 ‘0.15’까지 허용한도로 정해질 수 있다. CI

사 3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조사 및 교육현장 방

값이 허용한도보다 클 경우, 일대 비교표의 재검사

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진단기간

필요하다.

의 적정성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항목간 중요도를
9단계 척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 일관성비율 또는 정합률(CR)의 계산
CI 값은 기준요소의 수량에 따라 그 값을 영향받

나.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가중치의 계산

는 제약이 있으며, ‘일관성비율’ 또는 ‘정합률(CR,

먼저 각 그룹별 평가기준 및 평가 가중별로 평가

consistency ratio)’ 값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

기준(대상)의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계산하였

하여 CR 값을 계산하여 ‘일관성’을 측정한다.

다.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와 가중치의 계산과정
은 다음과 같다.

CR =

CI
RandomConsistency

<표 6> 평가기준의 중요도와 가중치의 계산과정
평가기준

A


B


C


기하평균


가중치
   

B











   

C













   



1.0000

A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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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값은 그 값이 작을수록 큰 일관성을 나타내
며, 고의로 일관성이 없도록 비교행렬을 만들지 않
는 한 1.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CR 값이 0.1보다
작은 경우 분석 대상요소에게 고려된 상대적 비중
이 합리적으로 잘 분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5. 평가항목별 평가방안

마. 분석적계층화분석(AHP) 결과
전문가들이 응답한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비교
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계산된 가

평가항목별 평가방안으로 평가항목별 척도를 이

중치의 정합도(Consistency Index)가 0.06로 산출되어

용한 평가, 모든 개별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중요

유효한 가중치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허용한도

항목위주의 평가 방안을 검토하였다.

가 0.1보다 작으므로 일대비교를 재검사할 필요가

가. 평가항목별 척도를 이용한 평가 방안

없음).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의 값이 작을수록

평가항목별로 5개 또는 10개의 기준구간으로 평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는데 분석결과, 일관성비율

가의 척도를 구분하여 평가자가 개관적인 수치 및

이 0.05로 0.1보다 작으므로 평가항목 간 상대적 비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

중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한 평가방법은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해사

있다.

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평가항목별로 중요도와 비율을 산출하고 비율값
에 대해서 반올림하여 5점 단위로 점수화를 하였으

서 활용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평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평가기관이 5점 척도기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로 개략적인 사전검토(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표 8> 평가항목간 중요도 산정 결과 및 배점화
우선
순위

문항

미만(70점)인 진단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다.

중요도

비율 점수화
(%)
(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는 10점 척도기
준으로 세밀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1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0.262

15.76

15

2

진단결과 권고사항의 적정성 0.250

15.01

15

3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의 적정성

0.208

12.49

15

4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의 적정성

0.190

11.45

10

5

진단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 0.130

7.79

10

그러나 일반적으로 7개 등급 이상이 될 경우 평

6

진단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의
0.117
적정성

7.06

5

가자가 그 차이를 인지하는데 무리가 있어 5등급으

7

진단비용의 적정성

0.104

6.25

5

로 단순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항목별

8

진단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0.101

6.07

5

평가척도가 일정기준 이하(예 : 3점 이하)인 경우에

9

진단실시후 결과 입력의
적정성

0.099

5.97

5

10

진단보고서 작성 체계의
적정성

0.072

4.33

5

11

진단에 필요한 장비선정･
이용의 적정성

0.071

4.29

5

12

진단기간의 적정성

0.059

3.54

5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진단결과의 평가시에는
전문기관이 1차적으로 사전검토(평가)를 하고 이를
보완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공

CI

0.06

CR

0.05

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항목
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종합결론을 함께 제시하
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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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항목별 평가방법 예시

평가 항목

가
중
치
A

<표 10> 항목별 평가방법 예시
평가척도(B)
5

4

3

2

배점
평가
(A
1 ×B) 의견

① 진단수행 기간의 적정성
③ 진단실시자 자격 및
구성의 적정성

⑤ 진단보고서 작성체계의
적정성
⑥ 진단 근거자료 조사의
적정성
⑦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현장)조사의 적정성

② 진단비용이 비용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의 60% 이상인지?

⑨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의 적정성
 안전성 평가(안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의
적정성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⑤ 진단보고서 작성체계는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

⑥ 진단 근거자료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는지?

○

⑦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

⑨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이
적정하였는지?

○

 안전성 평가(안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가 적정하였는지?

○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이 적정하였는지?

○

 진단 실시후 결과항목의 입력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해당 개수

 진단실시 후 결과 입력의

적정성

종합
100

준수율

○

기준의
50%

○

진단절차
누락

○

장비
미사용

○

⑧ 진단에 활용한 장비선정･ 이용을
하였는지?

⑧ 진단에 활용한 장비선정･
이용의 적정성

미준수 평가의견

○

④ 진단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④ 진단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점수(100점 만점)

준수

③ 진단실시자의 자격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② 진단비용의 적정성

종합

평가 항목
① 진단수행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9

3

75.0%
(9/12*100)

나. 모든 개별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방안

다. 중요 항목위주의 평가방안

세부적인 평가항목별로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

여러 평가항목 중에서 평가자가 중요하다고 판

는 방법으로 현재 해사안전법에 따른 사전 검토시

단되는 항목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에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대한 사항이 이행

평가자가 개별적으로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

되지 않은 경우 진단 실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해서 다른 평가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내리는

있다.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평가자가 모든 평가항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

검토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이 준수 또는 미준수로

의는 부문별로 심의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여 평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

심의를 하고 있다. 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진 ․ 출

다.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에는 아

입지점 등 6개의 영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

을 2단계(사전검토, 심의)로 실시하고 있다.

인 결론은 전체 평가항목별 준수율 등을 고려하여
부실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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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대해 개별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

것이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진단실시기관, 진

종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관을 관할하는 교통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한다.

<표 11> 항목별 평가방법 예시
평가 항목

평가결과

이와 같은 방식은 개별 진단실시결과에 대해서

이상없음

평가기관에서 심도있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

② 진단비용이 비용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의
이상없음
60% 이상인지?

이나,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

③ 진단실시자의 자격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이상없음

다는 단점이 있다.

④ 진단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이상없음

⑤ 진단보고서 작성체계는 지침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이상없음

⑥ 진단 근거자료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는지?

이상없음

⑦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이상없음

⑧ 진단에 활용한 장비선정･ 이용을
하였는지?

이상없음

⑨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이
적정하였는지?

이상없음

 안전성 평가(안전결함에 대한 원인과

추정)가 적정하였는지?

이상없음

 진단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이

적정하였는지?

보행자안전에 대한 개
선권고 사항이 현 이
행이 불가한 사항임

① 진단수행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진단 실시후 결과항목의 입력이 누락되지

이상없음
않았는지?
종합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
사항(11번)이 부적정
하여 부적합 판정

<그림 4> 평가 절차도(1안)

두 번째 방식(2안)은 평가기관에서 진단실시 결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1차)하고 평가점수가 일
정기준 이하 경우 첫 번째 방식에서와 같이 평가기

6. 평가절차

관에서 정밀한 평가(2차)를 실시한다. 이후 평가기
관의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상정 ․ 심의하여 최종적

평가절차는 평가의 대상(물량)과 평가기관의 평

으로 평가결과(3차)를 확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가 가능 용량,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 원활

방식은 첫 번째 방식에 비해 평가에 따른 투입 인력

한 평가결과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첫 번째 방식(1안)은 제출된 모든 진단결과에 대
해 평가기관에서 해당 교통시설에 대해서 진단수준
으로 심도있게 검토(1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결과를 확정(2차 평가)하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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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절차
구분

<그림 5> 평가 절차도(2안)

장점

단점

･평가기관이 모든 진단결과
에 대해 대비 진단 수준의
평가실시(1차평가)
1안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심 심의(2차
평가)

특징

･모든 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음

･평가에 소요되
는 인력 및 시
간이 많이 소요
됨

･평가기관은 개략적인 1차
평가 후 부실의심 진단결
과에 대해서 대비 진단수
2안 준의 2차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중심 심의(3차
평가)

･단계별 선별적
인 평가로 평
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이 줄어 듬

･1차 평가가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
는 진단결과가
2차 평가 및 평
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평가기관에서 일반적인 수
준에서의 평가 실시(1안의
대비진단과 2안의 개략적
3안 인 진단의 중간)
･평가위원회에서는 일반수
준에서 평가 및 심의(2차
평가)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에
서 모든 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으로 2단
계 평가

･진단실시 결과
에 대한 심도있
는 평가가 어려
움
･평가위원회의
평가업무 증가

세 번째 방식(3안)은 모든 진단실시결과에 대해
서 평가기관이 일정수준에서 사전검토(1차 평가)하

위와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관

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일정수준으로 평가를

이 모든 진단결과에 대해 개략적인 사점검토(1차 평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과

가) 후 검토결과 일정기준 이하 건에 대해서는 평가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이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기관에서 심도있는 검토(2차 평가) 후 그 결과를 평가

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심의(3차 평가)토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무량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Ⅳ. 결론
교통안전진단 부실방지 및 평가제도를 통한 진
단기술의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
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사 사업에
대한 평가사례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방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평가대상의 경우 진단 발주처에서 고급기
술자인 교통안전진단사의 공학적 판단에 따른 진단
결과에 대해 부실여부 판단의 어려움, 진단기관별
진단수행 능력의 편차 발생, 교통안전진단 수행에
<그림 6> 평가 절차도(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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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의 시기는 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진
단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항목으로는 진단기간, 진단비용, 진단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7.9.11].
4. 국토교통부, 종합교통 업무편람, 2017. 5.
5. 국토교통부 ․ 한국시설안전공단, ’14~’15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 평가사례집, 2015. p. 9.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 진단계획 수립 및 이행, 진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9.11].

단보고서 작성체계, 진단 근거자료 조사, 다양한 교

7.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st.or.kr), [2017.9.11.].

통상황 (현장)조사, 진단 장비선정 ․ 이용, 교통시설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7.9.11].

조사결과 분석, 안전성 평가, 권고사항, 진단결과 입
력 등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사를 대상으로 분

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9.11].

석적계층화분석(AHP)을 실시하여 평가항목별 가중

10. “시설안전진단 평가업무 흐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2017.9.11].

치를 산정하였다.

11.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2017.9.11].

넷째, 평가방법으로는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하여 평가항목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섯째, 평가절차에서는 평가대상 규모와 평가기
관의 처리용량, 공신력 확보, 원활한 평가결과의 처

12. “해사안전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7.
9.11].
13.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 [2017.9.11].
14. “해상안전진단 및 검토, 심의 절차”, 선박안전기술공
단 홈페이지(www.kst.or.kr), [2017.9.11].

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관이 모든 진
단결과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1차) 후 일정기준 이
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평가(2차)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향후에는 현재 정성적 평가위주의 항목에서 정
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방안과 진단기술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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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교통선진국과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위를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시를 기준으로, 자동차 성능을 고려한 택시사고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급감가속 및 과속 등의 운전행태 빈도가 높은 운전자일수록 사고가 잦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택시 DTG 자료를 활용하였다. 차량의 RPM 및 속도, 가감속도, 브레이크 사용횟수와 같은
평가지표를 통해 위험운전자를 판별하였다. 분석결과 위험운전자는 고 rpm 및 브레이크 사용횟수
가 높았으며 가감속도의 분포가 넓고, 변화량도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택시의 사고를 줄이
기 위해 과속안전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제한속도 100㎞/h, 95㎞/h, 90㎞/h에 각 20%, 10%, 5%의
할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의 성능을 최대한 배제한 뒤 운전자 행태에 입각한
평가지표 도출 및 과속안전요금제 도입을 통해 택시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제어: 교통사고, 자동차 성능, RPM 및 속도, 가감속도, 브레이크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deaths in Korea has been somewhat lowered, but it is still high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axies, which are low in road occupancy but high in mileage and travel time, considering car
performance. This study utilizes taxi DTG data on the assumption that drivers with frequent
misbehaviors such as rapid acceleration/deceleration and high speeding will have a high car accident
rate. As an evaluation index, a risky driver was identified through the RPM and speed of vehicle,
acceleration/deceleration rate, and the number of brakes used.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risky driver using high rpm and brake frequently, has a wide distribution and rapid change of
acceleration/deceleration. In addition, if a high-speed fare is applied to reduce the speeding of taxi
accidents, 20%, 10%, and 5% discounts can be applied to speed limits of 100, 95 and 90㎞/h.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rive an evaluation index for driver’s behavior eliminating the
impact of vehicle performance as much as possible and to suggest ways to reduce car accident rate
by lowering taxi speed with an introduction of high-speed fare.
￭ Keywords: Traffic Accident, Vehicle Performance, RPM and Speed, Acceleration/Deceleration Rat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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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습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친환경 교
통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서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시의 취지와 일치한다.
현재 사업용 차량에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4,762명

Digital Tachograph)를 부착 운행 중에 있다. DTG 자

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

료를 통해 안전운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진 수치이나 교통 선진국

안전운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과 비교해 볼 때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구 100만 명

있다. 또한 택시가 과속할 경우 교통사고 비용이 발

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28명, 독일 40명,

생하게 된다. 그러나 택시가 과속하는 것은 정상적

일본은 41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2013년 101명

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보다 추가 수입을 획득할

에서 2014년 93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

수 있기 과속주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

배가 넘는 수치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

속주행에 의한 추가이익 발생하지 않는 요금제를

력한 정책이 요구된다(통계청, 2016).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가운데 택시사고는 2016년을 기준으로

본 연구는 택시 운전자 가운데 급가속 및 급정지

사망자 176명, 부상자 5만 5,365명을 기록하고 있

할 확률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군을

다.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158명에서

분석하였다. 급가속 운전자는 고 rpm 사용 및 가속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교통안전공단, 2017). 정부는

도가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급정지는

택시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사

브레이크 사용횟수 및 감속도가 높은 비중을 고려

고다발 지점 개선 활동, 지역단위 택시 교통사고

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외 과속비중을 줄이는 정책

줄이기 현장 캠페인,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첨단장

방향을 도입하여 택시사고를 줄이는 시사점을 제시

비를 활용한 운행기록 활용 등을 통해 사고감소에

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택시의 과속

대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

주행 시에는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이다.

요금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

택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특성을 살펴보면

통사고 비용을 과속시에는 요금을 감소시켜 비용을

사고발생 시간은 새벽시간대, 사고원인은 안전운행

내재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과속 정도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사고발생이 각각 80% 이상을 보이

요금의 감소 수준을 분석하였다.

며, 도로형태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사고종류는 횡
단 중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택시 사망자 사고는 새벽시간대에 안전운행 불이행
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교통안전

본 연구는 택시 운전자가 야기하는 사망자 사고

공단, 2014). 여기서 안전운행 불이행이란 차간간격

를 줄이고자 택시 DTG 자료를 활용하여 급출발 및

좁힘, 예측출발 신호 위반, 급차선 변경 등에 따른

급정지의 운전행태로 인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행동으로 이는 급가속, 급정지를 자주하는 시행하

운전자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친환경운전자로 연

는 운전자에 따라 발생할 확률이 높다. 국내는 운전

비운전을 시행하는 정속 운전자와 과속택시를 줄이

자의 급출발 ․ 급가속 ․ 급정지 등을 줄여 친환경운전

고자 고속운전의 행태를 지닌 운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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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줄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자

하지만 과속에 대한 평가지표는 제외하더라도

료는 서울시를 운행하는 택시 DTG 자료를 사용하

급가속 및 급감속의 수준은 차량의 연식 및 차종에

였고, 분석 시간대는 사망사고율이 높은 저녁 12시

따라 상이하다(<표 2> 참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터 새벽 5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범위는 운전

택시의 90%가 2007~2017년 식이며 이에 따른 엔진

특성이 상이한 3대의 택시 DTG 자료를 기반으로

성능을 고려해 보면 그랜저 2007년과 2017년의 연식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을 비교해본 결과 100마력, 토크 6㎏.m, 연비 0.1㎞
/L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차종별 특성을 감안하면
보다 큰 차이를 보이며 제동성능도 상이한 제품을

3. 연구수행방법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동능력도 다를 것으로 추정
본 연구는 급가속, 급정지, 과속운전을 자주 시

된다. 즉, 연식과 차종을 고려한다면 최대 출력 144

행하는 택시 운전자일수록 사고위험이 높을 것으

마력, 토크 14㎏.m, 연비 2.2㎞/L의 차이를 보이는

로 판단되는 만큼 이러한 운전행태를 고려하여 위

만큼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가감속은 절

험 운전자로 구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할 것

대비교가 원활하지 않다. 특정 차종의 출력이 낮을

이다.

경우 고 rpm을 통해 저연비 운전을 시행하는 운전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위험운전자 구분을 위한

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rpm을 사용 시 저연비 또는

평가지표를 참고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위험운

온실가스 증가뿐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아

전자를 판별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과속, 급가속, 급

기존 연구에 사용된 평가지표 이외 보완지표를 사

감속 운전자로 구분하였고, 과속에 대한 기준은 제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속도보다 20㎞/h 이상 초과운전자, 급가속의 기준
은 초당 11㎞/h 이상 가속운전자, 급감속의 기준은

<표 2> 연식 및 차종에 따른 자동차 성능

초당 7.5㎞/h 이상 감속운전자를 위험운전자로 선정
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위험운전자 구분을 위한 평가지표
구분
과
속

정의

과속

도로제한속도보다 20㎞/h 초과운행

장기
과속

도로제한속도보다 20㎞/h 초과 상태로
1분 이상 운행

급 급가속 속도가 초당 11㎞/h 이상 가속된 경우
가
속도가 0(정지)에서 출발하여 초당 속도가
속 급출발 11㎞/h 이상 증가한 경우
급감속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초당 속도가 7.5㎞/h
이상 감속된 경우

급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초당 속도가 11㎞/h
감 급제동
이상 감속된 경우
속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초당 속도가 7.5㎞/h
급정지
이상 감속하여 속도가 0이 된 경우
자료: 교통안전공단(2010), 김민준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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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성능
차종

그랜저
소나타
sm5

년식

출력
(hp)

토크
(㎏.m)

2007년

165

2017년

266

2007년

136

감속성능

연비
(㎞/L)

전륜
제동

후륜
제동

25.5

Disc

Disc

31.4

V-Disc

Disc

7.4

19.0

Disc

Disc

8.7

7.5

2017년

150

19.8

V-Disc

Disc

9.6

2007년

120

17.3

Disc

Disc

7.9

2017년

140

19.7

V-Disc

Disc

9.0

자료: 현대 및 삼성자동차 홈페이지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그림 1>과 같다. 자동차
는 가속, 주행, 감속으로 이루어지며 과속운전이 문
제인 만큼 다음과 같은 4개의 범위(가속, 주행, 감속,
최고속도)로 범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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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속과 과속지표 이외에도 안전운전 및 연비
운전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안전운전자는 가감속도
분포도를 통해 구별할 것이며 연비운전자는 원활한
범위 내에서 가감속도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표 3> 본 연구의 위험운전자 판별을 위한 평가지표
<그림 1> 본연구의 범위

속도택시 DTG 자료를 기반으로 사망사고율이
높은 새벽시간대(12~5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사고유발운전자

사고원인

평가지표

급가속운전자

보행자사고,
추돌사고 발생

RPM과 속도,
평균 가속도

급감속운전자

추돌사고원인 제공

브레이크 횟수,
평균 감속도

과속운전자

과속사고 발생

과속안전
요금적용

안전운전 미흡
운전자

안전사고 발생

가감속도 분포

연비운전 미흡
운전자

안전사고,
온실가스 발생

가감속도 범위

여기서 급가속을 시행하는 운전자는 고 rpm으로 운
전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고 rpm의 기준은 택시의
LPG 특성을 감안하여 3000rpm 이상으로 선정하였
다.1) 이외 초당 가속도는 보완지표로 선정하여 급
가속에 대한 보완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급정지를 시행하는 운전자는 브레이크 사용 횟
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택시는 일반적으로 틈만
있으면 추월하려고 선행자동차를 추종하며(선행자

4. 선행연구 검토

동차와의 거리를 좁힘, 앞을 다퉈 과속, 상대방을
무시･경시 등) 손님을 태우기 위에 맨 우측차로의

해외사례 연구에서 위험운전자를 선별하기 위해

운행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 브레이크 사용횟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록, 설문, 인터뷰, 시뮬

수가 많아지며 이는 뒷차의 추돌사고를 유발시킬

레이터, 실제 차량 데이터 등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

확률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 감속도는 보완지표로 선정하여 급감속에 대한
보완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기록, 설문, 인터뷰를 통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
한 연구로는 Clarke et al.(2009)과 Mir et al.(2013)이 있

과속에 대한 위험운전자는 과속안전요금을 부여

다. Clarke et al.(2009)은 영국 정부에 기록한 사고

하여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요금이 할인되는 방식

DB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을 적용하였다. 고속주행구간 비중(90~100㎞ 구간)

를 유발시키는 행동요인을 규명하였다. Mir et

및 할인율(5~20%)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고속

al.(2013)은 파키스탄의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를 대

운전으로 발생된 교통사고 치사율의 화폐가치(사망,

상으로 시행한 설문, 인터뷰를 통행 수집된 데이터

부상, 물피 등)와 일치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적정속

를 기반으로 버스 및 화물차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도와 할인율을 산출하였다.

요인을 규명하였다.

1) 3000rpm은 경제운전의 가이드라인이며 가능한 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전국개인택시조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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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연구사례는 Oh et al.(2009)

오주서 ․ 이순철(2010)은 위험 운전의 행동 가능성

가 있으며 이는 차량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가

이 높은 운전자의 성격과 태도요인의 영향력을 규

상 운행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뒤 위

명한다. 위험운전자에 대한 평가지표는 과속운전,

험운전 행동요인을 파악하였다.

대처미숙, 난폭운전, 음주운전, 주의산만을 선정하

실제 차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사례는 Toledo

였다. 분석결과 위험운전자는 과속운전, 난폭운전,

et al.(2008)과 Oh(2012)가 있다. Toledo et al.(2008)은

음주운전, 주의산만 행동에 대한 반응평균이 더 높

차량 내에 데이터 수집 기기를 설치하여 운행 데이

지만 대처미숙에 대한 점수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

터를 일정기간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하여 위험행동

났다. 과속, 난폭, 음주운전 등의 행동은 과속으로

요인을 파악하였다. Oh(2012)는 자체 개발된 위험운

운전하거나 다른 차량에게 양보하기를 거부하거나

전 판단장치를 차량 내에 설치함으로 일정기간의

혹은 음주상태에서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운행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를 분석한 뒤 위험행동

의해 발생하는 행동들로 의도적인 위반에 속한다.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의산만 항목의 경우도 운전 중 전화통화 및 스마

국내 연구 가운데 임준범 ․ 유수재(2015)는 일반

트폰 조작행위, 동승자와 대화, 흡연이나 취식 등

화물자동차의 실제 운행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자

일부 운전자의 의도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동차 운전행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

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에 노출

이석준 ․ 이청원(2012)은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시간 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운수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운

행 시 최대 운전시간을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으

전자별 위험운전행동변화 추이, 교통사고변화 추이

며, 화물자동차의 DTG자료 제출의 의무화를 통해

및 교통사고 절감비용, 연료소모량 변화 추이 및 연

위험운전자를 구분하여 사고율을 줄일 필요가 있

료비 절감비용, CO2를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 증가

음을 시사하였다.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외 위험운전 행동건수를 통

김민준 외(2012)는 버스의 실제 운행데이터를 활

해 차량을 3개의 위험운전그룹으로 구성하여 연료

용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비 절감비용과 사회적 편익 증가효과를 재추정하였

기반으로 위험운전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

다. 분석결과 고위험운전군의 연비는 저위험운전군

는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기회(서비스 컨텐츠, 서비

대비 버스, 택시는 약 15% 이상 낮고 트럭은 30%

스 제공 시점, 서비스 제공 채널)를 도출하였다. 평

이상 낮게 나타났다. 고위험운전군에서 저위험운전

가지표로는 과속유형, 급가감속 유형, 급회전 유형,

군의 CO 2 배출량의 격차는 버스, 택시, 트럭이 각각

급차로 변경유형의 선정을 통해 위험운전자를 구분

25%, 25%, 42%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저 위험

하였다. 분석결과 30~40대 운전자는 50~60대 운전

군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보다 위험운전 행동이 보다 많았고, 사고경력 운

석종수(2014)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사업용 자

전자가 무사고 운전자보다 위험 운전 행동을 더 많

동차에 의무화 되어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데

이 하며, 하루 평균주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운

이터를 이용하여 위험지점 또는 위험구간의 탐색

전자가 적게 하는 운전자보다 위험운전 행동 더 많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석결과 위험도로와 위험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택시운전자가 사고

구간을 추출하여 적당한 교통사고 예방책을 수립하

위험에 노출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방법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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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 장치(Digital Tachograph) 자료기반 운전자 행태를 고려한 위험운전자 판별분석

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장비로서 이 방
법을 위해 하드웨어를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 비용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열 ․ 금기정(2016)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실제
운행기록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운전자를 판단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시도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고발생 운전자 및 사고
미발생 운전자의 실제 운행기록 정보에서 교통사고
와 관련한 유의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및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개발된 분류모형에 대한
모형간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 운전자 분류모형을 개발한
결과 감속도 및 우측방향 가속도가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한 변수가 사고발생 운전자 분류의 최적 요
인변수로 도출되었다.
정문학 ․ 이진걸(2013)은 운전지속시간에 따른 운

<표 4> 기존 사례분석과 본 연구 비교
대상
화물
자동차

평가요소
졸음운전
및 과속

분석결과

저자

DTG자료 제출의
임준범
의무화를 통한 위험 ·유수재
운전자 구분 필요
(2015)

과속유형, 급가 위험운전자는 30~40대, 김민준
일반
감속 유형, 급회전 사고경력 운전자, 평균
외
버스
유형, 급차로 변경 주행이 많은 운전자 (2012)
위험운전자는 과속 운전,
과속운전, 대처미숙,
일반
난폭운전, 음주운전,
난폭운전, 음주운전,
운전자
주의 산만 행동에 대한
주의산만
사
반응이 높음
례
고위험운전군의
연료소모량 변화
연
연비는 낮고,
구 사업용 추이 및 연료비
CO2 배출량은
차량
절감비용,
높게 나타남
CO2 배출량
시내
버스
법인
택시
본 개인
연 및 법인
구 택시

오주서
·이순철
(2010)
이석준
·이청원
(2012)

교통사고 유무

감속도 및 우측방향 김정열
가속도가 동시에 ·금기정
작용할 때
(2016)

운전지속시간

운전지속시간이
정문학
길수록 특히 운전
·이진걸
지속시간이 4~5시간
(2013)
경우 최대

RPM과 속도
브레이크 횟수
친환경운전
과속안전요금제

위험운전자는
고 rpm 운전자
브레이크 자주 사용
속도변화가 심함

본연구

전자의 위험운전행태 분석을 통해 적정운전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에 보다 많이 노

하지만 기존 연구에 사용된 지표는 차량의 성능

출되어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이 유사하다는 조건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된 만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운

큼 차량의 성능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지표로 절대

전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운전자의 위험운전행태

적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어렵다. 본 연구는 가감속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지속시간이

의 절대수치보다는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초점을 두

4-5시간 이상인 경우 위험운전행태 증가율이 가장

었으며 가급적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법인택시 운전자

수를 선정하여 위험운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기존

들의 최대 연속운전시간 제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제안하고 있다.
기존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위험운전자를 구분하
기 위해 DTG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Ⅱ. 본론

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운전자
의 평가지표는 과속, 급가감속, 급회전, 급차로 변경

1. 현황조사 및 분석

유형 등이 주를 이루며 연료소모량 및 비용, 운전지
속시간, 졸음운전 등의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표 5>는 2015년 연간 시간대별 택시사고 중 사
망사고건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사망사고 건수는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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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으로 인해 운전자, 보행자, 동승자 등 1명

택시사고 종류별 사망사고 건수는 차대사람사고

이상이 30일 이내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사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차대차 순으로 순위

고건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새벽 12시부터 새벽

를 보이고 있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행위가

5시 사이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새벽시간

높은 만큼 가로변 주행, 골목주행 등을 통해 보행자

대에 사망사고율이 높은 만큼 과속으로 인한 사고

와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높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8> 사고종별 택시사고 사망사고 건수
<표 5> 시간대별 택시사고 사망사고 건수
시간(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사고건수 4

8

3

-

3

6

1

2

1

1

-

1

사고종류

기타

차대사람

차대차

사고건수

9

25

6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시간(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고건수 -

1

-

1

-

1

-

2

2

3

-

1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2. 결과분석
택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를 살펴보면 택시1

위반내용별 택시 사망사고 건수는 안전운전의무

은 새벽 2시, 택시2는 새벽 1시30분, 택시3은 새벽 2

위반이 큰 비중을 보이며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

시에 최대속도를 보이며 동일시간대에 평균 rpm 및

변경 방법위반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동거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행거리
가 많을수록 통행속도 및 rpm에 영향을 받는 것으

<표 6> 위반내용별 택시사고 사망사고 건수
위반내용

로 판단된다.
사고건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9

<표 9> 택시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rpm/운행거리
택시1
시간대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일반도로)

1

안전운전의무 위반

21

지방경찰청 고시 운전자준수사항 위반

1

진로변경 방법 위반

3

진로변경 위반

2

12시
1시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2시

연령대별 택시사고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사고건수
는 50~60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고건수

0

2

2

17

1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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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5시

<표 7> 연령대별 택시사고 사망사고 건수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3시

택시2

택시3

운행 속도
운행 속도
운행
속도
rpm 거리
rpm 거리
rpm 거리
(㎞/h)
(㎞/h)
(㎞/h)
(㎞)
(㎞)
(㎞)

00분 29.5 1,145

7

41.9 1,502 16

31.7 1,577 14

30분 27.7 1,258

9

42.8 1,555 18

33.4 1,501 14

00분 49.5 1,530 16

25.4 1,124

7

42.0 1,390 10

30분 45.5 1,680 19

45.9 1,576 18

46.4 1,687 18

00분 75.4 2,247 34

32.1 1,409 13

51.1 1,813 19

30분 38.3 1,520 15

34.6 1,406 14

29.4 1,111

7

00분 32.9 1,154

30.7 1,360 12

27.1 976

4

30분 29.0 1,363 11

31.8 1,109

8

32.7 1,447 12

00분 38.7 1,298 10

34.6 956

5

25.3 1,086

30분 5.9

30.3 1,169

4

25.7 1,285 10

752

8

1

6

00분 19.9 1,005

3

-

-

-

21.0 945

-

30분 22.9 818

2

-

-

-

23.3 748

-

rpm 및 속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택시1은 3000rpm 이상으로 운행하는 행태가

디지털운행기록 장치(Digital Tachograph) 자료기반 운전자 행태를 고려한 위험운전자 판별분석

를 높여 운행하기 때문에 3천 rpm 이상에서 가속도
는 높으며 평균속도는 낮게 나타났다.
3천 rpm 이상 구간의 가속도 및 평균속도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spss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F
값 121.611 및 유의확률 0.000으로 0.001보다 적게 나
타난 만큼 3000rpm 이상에서는 택시운전기사별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도 역시 F값
택시1

14.850 및 유의확률 0.000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10> 택시별 rpm 구간에 따른 가속도 변화(㎞/h)
택시1
시간대

택시2

택시2

택시3

평균
평균
평균
가속도
가속도
속도
속도
속도

가속도

1천rpm 이하 16.9

1.33

17.2

1.44

13.2

1.33

1천~2천rpm 36.2

2.15

36.5

2.23

32.8

2.27

2천~3천rpm 53.6

2.58

50.4

3.02

48.4

3.19

B

b

C

3.58c

3천rpm 이상

1)

A 2)

73.4

a

2.81

67.9

3.47

62.6

주: F-value(p): 1) 121.611***, 2) 14.850***(***p < .001)

즉 rpm과 속도의 상관성은 기어 단수를 높여 저
rpm으로 운행하는 것이 친환경운전, 연비운전, 안전
운전 등에 근접한 만큼 rpm과 속도관계가 파도곡선
이 아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것이 위험운전을 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그림 3>에서 살펴보
택시3

면 점선과 같은 형태가 안전한 운전자라 할 수 있다.

<그림 2> 택시별 rpm과 속도와의 관계

적게 보이나 택시2, 택시3은 rpm을 높여 운전하는
형태로 그래프는 파도형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rpm과 가속도 및 속도와의 상관성을 살펴
보면 택시3에서 3천 rpm 이상 시 가속도는 가장 높
으며 평균속도는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특성상 60㎞로 주행 시 기어 4단 2천
rpm, 또는 기어 3단 3천 rpm 등으로 운전이 가능한
만큼 택시3의 경우 저단 고 rpm을 사용하여 가속도

<그림 3> rpm과 속도의 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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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택시별 고 rpm의 분포현황
시간대

택시1

택시2

택시3

빈도수(초)
빈도수(%)
가감속
(㎞) 택시1 택시2 택시3 택시1 택시2 택시3
-9

21

39

61

0.2

0.3

-8

48

78

85

0.4

0.7

0.7

-7

129

179

202

1.1

1.5

1.6

-6

186

186

252

1.5

1.6

2.0

-5

250

268

295

2.1

2.3

2.3

-4

529

560

677

4.4

4.8

5.3

본 연구는 고 rpm 운전자를 판별하기 위해 80㎞

-3

776

866

882

6.4

7.5

6.9

/h 미만에서 고 rpm의 비중을 고려하였으며,2) <표

-2

1013

934

1027

8.4

8.0

8.1

-1

1338

1214

1333

11.0

10.4

10.5

3000rpm
미만(초)

12,321 99.1% 12,186 98.0% 11,840 95.2%

3000rpm
이상(초)

111

0.9%

246

2.0%

592

4.8%

10>은 80㎞/h 미만에서 3000rpm 이상으로 운전하는

0.5

0

2844

2354

2473

23.4

20.3

19.5

비중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택시1이 고 rpm으로

+1

1778

1470

1554

14.7

12.7

12.2

운행하는 확률이 적으며 택시3이 고 rpm으로 운행

+2

1333

1152

1174

11.0

9.9

9.2

하는 확률이 높은 만큼 택시3 운전자에 대한 안전

+3

989

1014

1077

8.2

8.7

8.5

+4

450

655

707

3.7

5.6

5.6

+5

157

259

321

1.3

2.2

2.5

각 택시의 가감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택시3 (-15

+6

119

182

217

1.0

1.6

1.7

㎞/h~+13㎞/h)이 넓은 분포를 보이며 택시1 (-12㎞

+7

75

124

161

0.6

1.1

1.3

+8

39

23

61

0.3

0.2

0.5

있다. 가감속에 따른 분산 및 표준편차도 택시 3이

+9

19

15

23

0.2

0.1

0.2

+10

12

4

23

0.1

0.0

0.2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택시 3이 급

+11

2

-

15

0.0

-

0.1

가속 및 급출발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2

-

-

2

-

-

0.0

+13

-

-

1

-

-

0.0

합계 11860 11413 12432

100

100

100

+3~
10071 9004
-3

83.0

77.5

75.0

교육이 요구된다.

/h~+11㎞/h)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이를 친환경 운전자인 정속운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택시1은 가감속 0㎞/h가 23%, 연비운전구
간 83%(가감속 ±3㎞/h이내)인 만큼 택시1이 친환경

9520

비고

↑
연비
운전
구간
↓

연비운
전비중

운전자인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13> 가감속에 따른 분산 및 표준편차
<표 12> 택시별 가감속도의 분포현황

시간대

택시1

택시2

택시3

빈도수(초)
빈도수(%)
가감속
(㎞) 택시1 택시2 택시3 택시1 택시2 택시3

표본수

11,860

11,413

12,432

비고

표준편차(㎞)

2.704

3.013

3.228

분산(㎞)

7.310

9.077

10.417

-15

-

-

2

-

-

0.0

-14

-

2

1

-

0.0

0.0

-13

-

2

2

-

0.0

0.0

-12

2

5

7

0.0

0.0

0.1

감속특성을 택시 브레이크 행동으로 살펴보면 택

-11

5

4

17

0.0

0.0

0.1

시3이 브레이크 사용빈도가 높으며 브레이크 사용

-10

15

29

41

0.1

0.2

0.3

횟수도 평균주행거리 79.79m당 1회, 평균주행시간

2) 기어특성상(4단 미션 기준) 80㎞/h 이상으로 주행 시 고 rpm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4단 3000rpm은 100㎞/h 운
행) 본 연구는 80㎞/h 미만을 기준 값으로 선정하였다(“연료전략과 안전교육”, 코텍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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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초당 1회를 사용하는 만큼 브레이크 사용량이

타나 ‘택시 운전사에 따라 감속도는 차이가 있다’라

상대적으로 많다. 브레이크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

고 말할 수 있다.

은 앞차와의 차간거리 좁힘에 따른 브레이크 사용,

과속에 대한 위험운전자는 과속안전요금제를 부

갓길에 승객을 태우기 위한 늦장운전, 속도의 가감

여하여 일정속도 이상 주행 시 요금이 할인 되는 방

속이 빈번한 비연비운전 등의 운전행태가 예상된다.

식을 적용할 것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각 택시별

브레이크 사용횟수는 연비 및 배출가스에도 영향을

속도분포를 살펴보면 이동거리가 높은 시간대에서

미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속운전이 발생되며 각 택시의 시간대별 속도분포
는 <표 16>과 같다. 이는 운행거리가 높은 시간대

<표 14> 택시별 브레이크 사용현황
시간대

에 통행속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택시1

택시2

택시3

총운행시간(시간)

3.37

3.23

3.53

총운행거리(㎞)

135

115

114

브레이크 횟수(회)2)

775

779

1,429

브레이크 횟수(m/회)

174.19

147.63

79.78

브레이크 횟수(초/회)

15.7

14.9

8.9

1)

주: 1) 총운행시간은 멈춤시간(=속도 0㎞/h)을 제외함
2) 연속으로 사용한 브레이크는 1회로 간주함

<표 16> 택시의 시간대별 속도분포(%)
시간대

00분
12시
30분

이를 감속에 따른 변화량을 살펴보면 택시 3이
00분

평균 감속도는 초당 - 3.19㎞/h, 평균 가속도는 초당
+ 2.83㎞/h로 상대적으로 급감속 및 급가속 운전행

1시

태를 지니고 있다.

30분

통계적 검증을 시행하기 위해 Spss 분산분석을
통해 시행한 결과 가속도의 경우 F값은 91.256, 유의
확률은 0.000으로 0.001보다 적게 나타나 ‘택시 운전

00분
2시

사에 따라 가속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30분

감속도 역시 F값은 34.201,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

00분

<표 15> 택시별 가감속도 현황
시간대

택시1

택시2

택시3

총감속도(㎞)

-11446

-12666

-14740

총감속시간(초)

5136

4044

4162

평균감속도(㎞/초)1)

- 2.83A

- 3.04B

- 3.19C

총가속도(㎞)

+11860

+13050

+15122

총가속시간(초)

6275

4973

4898

평균가속도(㎞/초)2)

+2.38a

+2.66b

+2.83c

주: F-value(p): 1) 91.256***, 2) 34.201***(***p < .001)

3시
30분

00분
4시
30분

90㎞
이하
100.0
97.7
93.4
100.0
93.0
100.0
98.1
100.0
100.0
97.7
91.6
99.2
75.4
100.0
9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90~
94㎞
0.0
0.6
1.8
0.0
0.6
0.0
1.5
0.0
0.0
0.7
1.8
0.8
6.8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0
0.0

95~
99㎞
0.0
1.5
2.5
0.0
2.3
0.0
0.4
0.0
0.0
1.1
2.7
0.0
7.1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100~ 105~ 110㎞
104㎞ 109㎞ 이상
0.0
0.0
0.0
0.2
0.0
0.0
1.3
0.9
0.1
0.0
0.0
0.0
2.1
0.9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4
0.0
0.0
1.9
1.1
1.0
0.0
0.0
0.0
5.8
2.2
2.7
0.0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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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대안

<표 17> 택시별 속도별 누적 분포현황(%)
속도

택시1

택시2

택시3

평균

60㎞ 미만

87.8

90.2

91.5

89.8

60~70㎞

91.3

94.7

95.4

93.8

70~80㎞

94.8

96.8

98.0

96.6

과속은 과속안전요금제 적용, 친환경운전자는 연비

80~90㎞

97.4

98.1

99.3

98.3

운전을 기반으로 위험운전자 판별을 위한 평가지표

90~100㎞

99.2

99.2

99.8

99.4

를 도출하였다.

100~110㎞

99.8

99.8

100.0

99.9

110~120㎞

100.0

100.0

100.0

100.0

운전행태에 따라 급가속 운전자는 RPM 및 가속
도, 급감속 운전자는 브레이크 사용량 및 감속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각 택시별로 적
용시킨 결과 택시1은 급가속, 급감속, 안전운전, 연
비운전 등에서 우수운전자로 판별되었으며 택시3은

<표 18> 택시 속도별 과속안전요금제 적용에 따른 민감도 분석

위험운전자로 판별되었다. 이를 통해 위험운전자로

구분

선정된 운전자는 각 운전행태의 문제점에 따라 맞
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외 과속운전자의 경우 택시의 과속안전 사고

100㎞

95㎞

90㎞

주행시간(초)

115

208

333

주행속도(㎞)

106.6

102.7

99.0

주행거리(m)

3,405

5,934

9,158

원단위1)

23.98

41.79

64.49

를 높이기 위해 택시요금에 과속안전요금제를 도입

실차율2)

0.42

하는 것이다. 과속안전요금제란 일정속도 이상 주

할인율 0%

12,0863)

21,061

32,503

행하는 경우 요금이 할인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속

할인율 5%

11,511

20,058

30,955

할인율 10%

10,988

19,146

29,548

할인율 15%

10,510

18,314

28,263

할인율 20%

10,072

17,551

27,086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운임
요금

주행할 것이며, 고속 주행하는 것이 수익을 높인다
는 생각도 개선시킬 수 있다.
과속안전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택시 DTG 자료
를 활용하여 주행속도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주행시간 가운데 100㎞/h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주: 1) 원단위는 주행거리를 142m로 나눈 수치임(택시운임요금은
142m당 100원이 부과됨)
2) 서울연구원, 2015
3) 원단위에 120원을 곱한 수치임(새벽시간대를 고려하여 야
간 할증 요금을 부과함)

평균 약 115초(약 0.6%)를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행거리로 산출한 뒤 실차율 42%를 적용 시3)
운임요금은 약 12,086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를 속도
제한에 따른 과속안전요금제 적용 시 100㎞/h 기준

<표 19> 택시 할인율별 차액
할인율

일일차액(원)
100㎞

95㎞

년간 차액(억)
90㎞

100㎞

95㎞

90㎞

0%

0

0

0

0

0

0

한다. 즉, 2,000원/일/대 정도의 할인으로 택시 고속

5%

576

1,003

1,548

50.8

88.5

136.6

10%

1,099

1,915

2,955

96.9

168.9

260.7

주행의 행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 고속

15%

1,576

2,747

4,239

139.0

242.3

373.9

주행 요금을 90㎞까지 낮출 시 20%의 할인을 적용하

20%

2,014

3,510

5,417

177.7

309.6

477.8

20% 할인율을 적용하면 10,072원의 운임수입이 발생

면 최대 약 5,400원/일의 차액이 발생된다.

3) 서울시 택시의 평균 실차율은 약 42%로 산정되었다(서울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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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표 20>과 같다. 2010~2016년의 사고 치사율

<표 20> 택시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율별 사고자 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
화폐가치
(만원/인)

사망자수
4
3
4
2
7
5
3

중상자수
426
346
303
239
209
145
137

경상자수
2290
1839
1675
1539
1172
1037
866

부상자수
64
68
104
116
106
111
56

43,923

4,849

249

121

에 따른 화폐가치는 <표 21>과 같으며, 이에 물권
피해액수를 더한 평균값은 연간 195.6억 원이 발생
되었다. 산출된 피해액수로 민감도 분석결과와 비
교해 보면 제한속도 100㎞/h 기준 20%, 95㎞/h 기준
10%, 90㎞/h 기준 5%로 적용이 가능하다.
<표 22> 과속안전요금제 적용에 따른 적정속도 및 할인률
할인율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표 21> 교통사고 치사율에 따른 화폐가치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106
평균

사고자의
물권
화폐가치(억원) 피해액(억원)1)
281.9
20.0
227.6
14.2
207.5
20.3
164.4
18.2
162.6
8.5
119.4
16.8
101.8
8.2
180.7
15.2

년간 차액(억원)
100㎞

95㎞

기준액

90㎞

0%

0

0

0

5%

50.8

88.5

136.6

10%

96.9

168.9

260.7

합계(억원)

15%

139.0

242.3

373.9

301.9

20%

177.7

309.6

477.8

195.9억원

241.7
227.8
182.6
171

Ⅲ. 결론

136.2
110

1. 결론 및 시사점

195.9

자료: 교통안전공단(2016)

본 연구는 택시사고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과속안전요금제의 적정속도 및 적정 할인율을

택시 DTG 자료를 활용한 위험운전자 판별 및 사고

산출하기 위해 택시과속에 따른 사고치사율을 살펴

율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택시 사망

<표 23> 운전행태에 따른 평가지표 및 분석결과
운전행태
급가속
운전
급감속
운전

평가지표

단위

측정값
우수군 안전군 위험군

RPM과 속도 3000rpm 이상 0.9%
평균가속도

㎞/h

브레이크
사용횟수

초/회수

평균감속도
안전운전 초당 가감속도
연비운전

정속운전

과속운전

과속비중

m/회수

기준값

2.0%

4.8%

우수군
2% 이하

안전군

평가값
위험군

우수군 안전군 위험군

2~4%

4% 이상

택시1

택시2

택시3

2.5~2.7

2.8 이상

택시1

택시2

택시3

174.19 147.63 79.78 150 이상 150~100 100 이하 택시1

택시2

택시3

택시2

택시3

+2.38 +2.66 +2.83 2.5 이하
25 이상

25~20

-2.83 -3.04 -3.19 3.0 이하

3.0~3.1

3.1 이상

택시1

택시2

택시3

2.704

3.0~3.1

3.1 이상

택시1

택시2

택시3

23.4% 20.3% 19.5% 23% 이상 23~20% 20% 이하 택시1

택시2

택시3

±3㎞/h 이내 83.0% 77.5% 75.0% 80% 이상 80~75% 75% 이하 택시1

택시2

택시3

택시2

택시1

㎞/h
표준편차
0㎞/h 비중

110㎞ 이상

26.0

0.22%

21.9
3.013

0.0%

14.7
3.228

3.0 이하

20 이하

택시1

0.16% 0.1% 이하 0.1~0.2% 0.2% 이상 택시3

대책
방안

안전운전
및
연비운전
교육강화

과속안전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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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새벽시간대에 높은 만큼 새벽시간대를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 적용 시 과속으로 인한 사고비용

으로 급가속, 급감속의 운전행위가 높은 운전자를

은 연간 195.9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즉 약 196억 원

판별하여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의 사회적비용을 과속안전요금제 적용 시 할인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위험운전자를 판별하기

금액만큼을 정부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위해 가속도, 감속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과속안전요금제 도입 시 할인구간과 적용

이는 자동차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로서 차량

시켜 보면 제한속도 100㎞/h 기준 20%, 95㎞/h 기준

은 종류별, 연식별로 자동차 성능이 상이하기 때문

10%, 90㎞/h 기준 5%로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에 가감속도 수치만으로 절대 비교하기엔 무리가

판단된다. 이는 택시의 과속비중을 줄일 것이며 이

있다. 본 연구는 급가속은 RPM 및 속도자료를 통해

는 정속주행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배출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외 초당 가속도는 보완자료

스도 감축 될 것으로 판단된다.

로 선정하였다. 급감속 운전자는 브레이크 횟수를
주요지표로 선정하였고 이외 초당 감속도는 보완자

2. 향후 연구

료로 선정하였다. 이외 연비운전을 시행하는 운전
자를 친환경운전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초당 가감

본 연구는 택시 DTG 자료를 사용하여 운전자 행

속도의 변화률이 ±3㎞/h의 이내 및 변화없음(0㎞/h)

위에 기반을 둔 위험운전자를 판별하였다. 하지만

의 비중을 통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속운전

위험운전자 판별에 따른 기준 값 산정 시 택시 표본

비중을 낮추기 위해 택시요금에 과속안전요금제를

수를 3대 사용한 것이 큰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그

도입하였다. 과속안전요금제란 일정속도 이상 주행

러나 택시의 표본수는 적지만 택시 3대에 따른 운

하는 경우 요금이 할인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도

전자의 운전행태는 상이하고, 속도 및 rpm 분포가

입할 경우 운전자는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할 것이

상이한 만큼 운전자 특성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산

며, 고속 주행이 수익을 높인다는 생각도 개선될 수

정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겠다. 추후 택시 표본수를

있기 때문이다.

확대시켜 양극단(5, 10% 이상 등)을 기준값으로 선

분석결과 택시의 DTG 자료를 통해 우수군, 안전

정한 뒤 위험운전자의 평가지표 기준 값을 보완할

군,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값은 <표 23>에

필요가 있다. 이외 실제로 사고가 발생된 택시 DTG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를 기반으

자료를 획득하여 본 지표와 비교분석을 통해 보완

로 평가한 결과 택시 1은 모든 면에서 우수군, 택시

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위험운전자란 사고발생 운

2는 안전군, 택시 3은 위험군으로 분석되었으나 택

전자와 사고유발 운전자 모두를 포함시키는 만큼

시 1은 과속비중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만이 위험운전자는 될 수

통해 위험운전자로 선정된 택시운전자는 안전교육

없기에 사전에 위험운전자를 판별하는 것을 중요하

을 시행 후 해당 운전자의 DTG 자료의 재분석을

다. 이외 본 연구는 차량성능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

통해 수치의 변화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고자 운전자 행태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로 도출하였

이외 과속택시를 줄이기 위해 과속안전요금제를
적용하였다. 택시 운전자는 과속 운행 시 수입이 증

지만 추후 차량의 종류 및 성능이 반영된 평가지표
도 도출될 필요가 있다.

대되는 만큼 과속비중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 하지

본 연구는 택시 표본수는 적으나 차량성능을 최

만 과속 운행 시 사고발생 비중이 높아지며, 이를

대한 배제하며 운전자 행태에 입각한 평가지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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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과속안전요금제 도입에 따라 택시 속도를 낮
추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택시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행한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및 법 제
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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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속적인 항공교통 수요 증가로 공항주변 공역과 지상 이동지역 내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
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항
공기 운항수요 증가와,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예상되는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여객 터미널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공항이동지역 운영자 관점에
서 볼 때 여객터미널 신설은 항공기 주기장 증가와 이에 따른 항공기 지상이동 경로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이동지역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첫 작업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본 연
구는 유도로 상에서의 항공기 이동경로에 대한 기초연구로, 지상감시레이더인 ASDE(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장비를 통해 기록된 항공기 궤적자료를 활용한 공항이동지역 내 항공
기 이동경로 분석기법을 제시한다. 기초적인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레이더 자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결과자료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방안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공항이동지역, 이동경로, 이동시간, 지상감시레이더, 항적자료

Recent increase in air traffic causes congestions and consequently imposes delays to the flights
flown through the air space around major airports, and moved on the airfield at the airpor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or instance, builds the second passenger terminal preparing the rapid increase
in air passengers and also the visitors expected for Winter Olympic in Pyungchang in early 2018.
From the airport operator’s standpoint, the new terminal building along with newly added gates
diversifies the geometric design of the movement area in the airport, and makes it more challenging
to prepare the practical plan for handling the aircraft taxiing on the ground efficiently. The very first
step for preparing the plan is to understand the movement patterns of the aircraft taxiing on the
ground. Utilizing trajectory information collected from ASDE(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this paper introduces a couple of issues that we experience with the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data
extraction process. The paper then suggests a way to effectively solve the issues, and explains the
computational results including preferred paths for an given origin-destination pair. We also make
suggestions for potential applications of the ground movement information resulted from this research.
￭ Keywords: Airport Movement Area,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ASDE), Radar Trajectory,
Taxiing Route, Taxi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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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Taxiway), 소요시간 및 거리(또는 속도)에 대해 패턴
을 파악하는 1차적인 분석을 의미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유럽의 항공교통관제센터 운영과 항공관련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Eurocontrol(2009)은 유럽 내 10개

항공교통 수요의 증가로 공항 주변 공역 및 이동

공항의 항공기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 각 공항을 방

지역 내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혼잡을 완

문하여 표준경로와 지상 교통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화하기 위한 연구가 실무 및 학술적 차원에서 활발

경로를 시각적 관찰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

히 진행되고 있다.

여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 경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속적인 여객

로배정과 이동시간(즉, VTT)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현장조사 방법에는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에 대비하기 위해 제2여객 터미널 건설을 2017년 하

어 다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데에 한계

반기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공항이동지역 운

가 있었다.

영자 관점에서 볼 때, 여객터미널 신설은 주기장 증

Khadilka and Balakrishnan(2011)은 지상이동시간, 활

가와 이에 따른 지상이동 경로의 다양화를 의미한

주로 대기열 특성, 이․ 착륙 처리량 등 공항 운영성

다. 수요의 증가와 경로의 다양화는 이동지역 내 혼

능을, Srivastava(2011)는 VTT 모형 개발 시 종속변수

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로 활용되는 지상 이동시간을, 윤석재 외 2명(2014)은

따라 효율적인 이동지역 운영을 위한 실무적 방안

시뮬레이션 검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활주로 점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박지숙, 2015).

시간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항에 설치 및

ASDE3) 레이더 항적자료를 활용했다. 공항에 설치되

운영 중인 A-SMGCS 1) 은 이동지역의 안전성 및 효

어 운영되고 있는 ASDE 레이더의 항적자료를 활용

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으로(ICAO, 2004) 세계적

한다면, 이동지역 내 지상이동패턴을 보다 정확하고

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기 지상이동 관련 연구는 항공기의

ASDE 항적자료는 일정 시간주기(보통 1초)로 항

지상 이동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기 콜사인, 시간, 위치좌표 및 고도 등의 정보를

예를 들어, A-SMGCS의 주요 구성 알고리즘 중 하

기록하는데, 항공기 위치정보는 x, y 좌표 값으로 기

추정기법은 보다 효율적인 이동경로를

록된다. 이동경로란 항공기가 사용한 유도로 명칭

탐색하기 위해 활용되며, 이는 항공기의 지상 이동

의 리스트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ASDE 항적에

패턴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가 수행된다. 항공기의

는 항공기가 실제 위치하고 있는 유도로 명칭이 기

지상이동패턴 분석이란, 해당 공항의 기하구조 및

록되지 않는다. 즉, ASDE 자료만으로는 항공기 이

운영여건 하에 지상이동 항공기가 사용한 유도로

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나인

VTT 2)

1) A-SMGCS : Advanced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의 약자로 감시, 통제, 경로, 안내 기능으로 구성된 시
스템이며, 공항이동지역에서 항공기에게 경로안내를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함
2) VTT : Variable Taxi Time의 약자로, 게이트-활주로 사이의 이동시간을 의미함
3) ASDE : 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의 약자로, 공항의 이동지역 내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활용하는 레이더를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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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자료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유도로 정
보로 전환하는 일종의 맵매칭(Map Matching) 과정이
필요하다. 항공기가 통과한 특정 구역(교차로 등)을
추출하고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이동경로를 판단하
는 1차원적인 맵매칭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ASDE 레이더 자료의 특성상 항적자료에 위치오차
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동경로 추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림 1>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네트워크

본 연구는 공항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동경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ASDE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ASDE

항적자료를 활용한 항공기 이동경로 추출방법을 제

의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이동경로 추출의 기본적인

시하고자 한다. 이때 항적자료의 위치오차로 인해

방법을 소개하고, ② 항적자료 정보에 포함된 위치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

오차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즉 추출결과의

점을 소개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제

오류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③ 발생되는 오류를 해

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추출된 항공기 이동경로

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④ 추출된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적 활용방안을

이동경로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⑤ 이동경로

예시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를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실무적 이유를 고려하여 인천
국제공항의 지상이동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

본 연구는 다음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었

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기하 구조적 특성상 특정 출 ․

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수집 및 초기화 단계로, 인

도착 지점 대해 다양한 이동경로의 조합이 가능하

천국제공항 지상이동지역 기하구조를 노드(N)와 링

고, 교통량이 많아 이동지역의 혼잡이 빈번히 발생

크(L)로 구성된 네트워크 그래프(G⊃{N,L})의 형태

하여 이동경로 패턴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공

로 표현하고, 수집된 ASDE 항적자료에 나타난 각

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또

항공기의 위치정보를 네트워크상의 해당 위치에 표

다른 이유는 다른 공항에 비해 보다 정확한 지상레

시한다.

이더 자료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상에 표시된 각 항

<그림 1>은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인천국제공

공기의 ASDE 항적을 토대로 해당 항공기가 통과한

항 이동지역의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4)

4) 인천국제공항 Aerodrome Chart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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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점에 ASDE시스템의 지상레이더장비에 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되는 물체(항공기 또는 조업차량)는 여러 점으로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네트워크 자료는 윤석재

이루어진 클러스터 형태로 감지된다. 감지된 클러

외 2명(2015)이 경로탐색 알고리즘 개발연구를 위해

스터 정보는 ASDE 시스템의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수집 및 구축한 인천국제공항 네트워크 자료를 활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한 점(즉, 한 점의 위치정보)

용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동지역 네트워

으로 전환되며, 최종적으로 공항 운영자 모니터 상

크는 노드와 링크의 그래프의 형태로 구성되며, 네

에 표출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여기서, 클

트워크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재 외

러스터의 모양은 동일한 항공기라 하더라도 레이더

2명(2015)에 소개되어 있다.

와 항공기의 상대적 위치, 항공기의 크기, 이동속도,

ASDE 항적자료는 역시 선행연구인 윤석재 외 2

이동방향,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른 모양의 형태로

명(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가 활

감지된다. 이러한 클러스터 형태의 부정형적 특성

용되었다. 이 자료는 항적의 시간과 상대 좌표로 구

은 항공기의 실제 위치와 ASDE에 의한 추정 위치

성된 자료로 <그림 2>는 컴퓨터상에 표현된 이동

와의 차이, 즉 레이더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역 네트워크와 수집된 ASDE 항적의 형태의 예시

작용하여 이로 인해 우리가 추출하려는 항공기 이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중앙의 확대된 부분은 통해

동경로정보는 실제 항공기의 이동경로와 무관한 노

항적자료에 위치 오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드정보를 포함 할 가능성, 즉 오류의 가능성이 필연
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를 소개하고, 이러한 오류를 보
정하기 위한 최단경로 알고리즘 기반의 보정 방법
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보정과정을 거쳐 도출된 각 항공기
의 게이트 ↔ 활주로 간 이동경로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구축자료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MATLAB 기반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네트워크 및 ASDE 항적

공항 관제사가 사용하는 레이더 화면에는 항공기
의 위치정보(Position Information, 예-X: 320, Y: 400),
항공기 식별정보인 콜사인(Identification, 예-KE092)

Ⅱ. 본론

등이 표출된다. 기본적으로 지상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정보만을 제공하고 항공기 식별은 외부의 정보

1. 자료 수집

를 활용하게 된다. 즉, 항공기 위치정보와 식별정보
는 그 출처가 다르며, 서로 다른 두 정보가 결합되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크게 ① 인천국제

어 관제사의 화면에 표출, 기록되는 것이다.

공항 네트워크 자료, ② ASDE 항적자료, 그리고 ③

인천공항의 경우 출발항공기의 식별정보는 관제

운항실적 자료이며, 자료수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에 의해 수동(또는 반자동)으로 입력되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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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으며, 식별정보의 입력 시점은 항공기

스템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가 해당 주기장을 출발하기 위해 Push-back하는 도

서 위치정보 오차를 포함한 항적자료로부터 추출된

중 또는 그 이후다. 이러한 시차로 인하여 ASDE 항

노드정보는 필연적으로 여러 형태의 오류를 포함하

적자료만으로 게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

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추출된 노드의 순서가 뒤

이 발생하는데, 본 연구는 운항실적자료와 항적자

바뀌거나 진행경로와 무관한 주변의 노드가 추출되

료를 맵핑하여 항공기가 사용한 게이트 정보를 추

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노드정보의 오류

출하였다.

는 검증 및 보정 과정을 거쳐 수정되어야 한다. 다
음은 오류의 종류 및 보정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2. 이동경로 추출
가. 이동경로 오류의 정의
항공기 이동경로 추출은 궁극적으로 항적자료의

항적자료의 위치오차에 의해 이동경로 추출 과

좌표 값 정보를 네트워크상의 노드정보로 매칭, 전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는 크게 두 가

환하는 작업이다. <그림 3>은 한 도착 항공기가 활

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주로를 이탈하여 노드 1을 통과한 후 탑승동에 위

첫 번째는 E1(전후 오류)로, 항공기의 진행방향을

치한 게이트에 주기하기까지 총 25개의 노드를 통

기준하여 앞, 뒤로 감지되는 오차, 즉 전후 오차에

과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의해 실제 진행방향과 다른 순서로 노드가 추출되

이때 활용한 방법은 1차원적인 맵매칭 방법이다.

는 오류다. 이는 주로 항공기가 정지해 있거나 서행
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두 번째는 E2(좌우 오류)로, 항공기의 진행방향을
기준하여 좌, 우로 감지되는 오차, 즉 좌우 오차에
의해 실제로 항공기가 통과한 노드 외 다른 노드가
추출되는 오류다.
1) 전후 오류(E1)
전후 오류(E1)는 유도로상의 교차지점이나 게이

<그림 3> 도착 항공기의 통과 노드 추출(예시)

트 주변 또는 활주로 출발대기열5) 에서 항공기가 서
행 또는 정지하고 하고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오차

3. 이동경로 검증 및 보정

다. <그림 4>는 게이트로 진입하고 있는 도착 항공
기의 항적에 나타난 전후 오류(E1)의 예를 보여주고

만약 레이더 항적자료가 위치오차가 없는 완벽

있다. 그림상의 삼각형은 노드를 의미하며, 점선으

한 정보라고 한다면, 추출된 노드정보 역시 완전한

로 이루어진 타원과 함께 표시된 숫자는 항공기가

이동경로 정보일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레이더 시

통과한 노드들을 시간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5) 활주로에 진입하기 위한 유도로로, 항공기가 활주로 진입허가를 받기 전에 대기하는 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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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오류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게 되며, 이는 완전한 해결방
법이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좌우 오류(E2)
좌우 오류(E2)는 주로 게이트 주변 유도로의 교
차지점에서 주로 발생한다. 유도로 네트워크의 특
<그림 4> 전후 오류(E1)의 예시

성상 게이트 인근에는 게이트로 진 ․ 출입하기 위한
노드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항적자료로

그림을 통해 해당 항공기가 19번 노드부터 25번

부터 1차적으로 추출된 통과 노드 리스트는 항공기

노드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2번 노

의 실제 이동경로와 무관한 노드가 포함될 가능성

드에서 항공기가 선회를 위해 서행하는 동안 발생

이 항상 존재한다.

한 전후 오차에 인해 22번 노드보다 21번 노드를 먼

<그림 5>는 게이트 주변의 유도로 교차지점을

저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 → 22 → 21

통과한 항공기의 항적자료로부터 추출된 항공기 이

→ 23 순으로 추출되었어야 하는 이동경로가 전후

동경로에 실제로 통과한 노드와 무관한 노드가 포

오류(E1)에 의해 20 → 21 → 22 → 23 순으로 추출

함된 경우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표시한

된 것이다.

통과노드(11~15번) 중 13번 노드의 경우 항공기 이

전후 오류(E1)를 보정하기 위해 추출된 노드 중
연속된 3개의 노드(즉, 노드 n-1, n, n+1)로 구성된 2

동경로와 무관한 노드로, 이는 ASDE 레이더 항적
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좌우 오류(E2)다.

개의 링크의 사잇각, 즉 L1(=n-1 → n)과 L2(=n →
n+1)의 사잇각 ∠(L1, L2)을 계산하여, 그 각도가 특
정 값 보다 작은 예각인 경우 노드의 순서를 변경하
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의
21→ 22 → 23의 경우 첫 번째 링크 L1(=21 → 22)과
두 번째 링크 L2(=21 → 22)의 사잇각은 5도 이하의
예각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형태의 유도로 기하구
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형태다. 이러한

<그림 5> 좌우 오류(E2)의 예시

경우, 22번 노드를 제거하여 오류를 보정할 수 있다.
즉,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링크의 사잇

좌우 오류(E2)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적이

각을 결정변수로 정의하고 사잇각이 특정 값(파라

노드에 인접했음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되는 노드와

미터)보다 작을 경우 전후오류라 판단할 수 있고,

항적 사이의 거리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축소하는

해당 노드를 추출 리스트에서 제거함으로서 오류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적이 특정 노드

보정할 수 있다.

로부터 30m 이상(파라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 노드

이러한 파라미터에 의한 오류판정 방법은 연구

를 추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항공기 크기

자가 설정한 파라미터의 임계 값(Threshold value)의

에 따라 레이더 오차가 상이하며, 특히 눈/비와 같은

85

교통연구 제24권 제4호

악기상 상황에서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Dijkstra 알고리즘은 특정 출

한 모든 경우의 오차를 고려하여 정확한 통과 노드

발노드로부터 도착노드까지의 최소비용(또는 거리)

를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으로, 본 연구에서는 윤

또 다른 방안으로 게이트 주변 유도로 네트워크

석재 외 2명(2015) 연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

를 단순화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로 개발한 Dijkstra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사용하였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다른 항공기 또는 조업

며, 최종적으로 사용한 Dijkstra 알고리즘에는 다음

차량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여 잘못된 위치가 기록

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다. ① 출 ․ 도착 노드뿐만

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 역시 완전한 해결방법이라

아니라 경유노드 입력 시 최단경로를 나누어 추출

할 수 없다.

하는 기능, 즉 출발노드 → 경유노드 → 도착노드의
경로를 탐색하고자 할 때, 출발노드 → 경유노드,

나. 이동경로 검증 및 보정 방법

경유노드 → 도착노드와 같이 출 ․ 도착지를 분리하

앞서 언급된 오류 보정방법은 오류의 판정 및 보

여 경로탐색을 수행하는 기능과 ② 세분화된 경로

정방법을 오류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하

에 중복된 노드정보가 있는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고, 보정에 활용되는 파라미터의 임계 값 설정에 따

오류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라 오류 보정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보완된 Dijkstra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은 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로

서로 활용되어 이동경로 오류를 검출한다. 그림에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인 Dijkstra 알고리즘을 활용

서 i는 추출된 이동경로 상의 노드의 순서 인덱스를

한 오류 보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파

의미한다.

라미터의 설정이 불필요 하며, 전후 오류(E1)와 좌우
오류(E2)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항공기의 항적에 기록된 위치
정보를 토대로 1차원적 맵매칭 방법인 인접노드 추

<그림 6> 이동경로 오류 검출 및 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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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항공기가 통과한 노드 리

Dijkstra 알고리즘 수행하고 도출된 최단경로(새로운

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시간순서에 따라 정렬한다.

노드리스트)를 최종적인 결과물(이동경로)로 활용한

두 번째 단계는 노드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를 출

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발, 마지막 노드를 도착, 그리고 나머지 노드를 모두

불연속적인 노드를 연속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경유노드(검출 순서대로)로 설정하고 Dijkstra 알고리
즘을 수행하여 추출된 모든 노드에 대한 최단경로를

다. 이동경로 검증 및 보정의 예시

도출한다. 이 방법은 불연속적인 노드리스트에 대한

<그림 7>은 특정 항공기의 항적자료를 활용하여

보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항적과 항적사

분석된 항공기의 이동경로 추출 결과를 나타낸 것

이의 거리가 멀거나 인위적인 삭제에 의하여 특정

이다. 앞서 설명된 좌우 오류(E2)로 인해 항공기의

노드(이동경로 상에 존재해야 하는)를 건너뛰고 노

실제 이동경로와는 무관한 13번 노드가 리스트에

드 리스트가 구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Dijkstra 알고리즘이 도출한 최단경로를 활용하면 그

방법을 활용하여 13번 노드가 제거되었음을 확인

빈 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분석 이후

할 수 있다.

의 단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도출된 모든 최단 경로에서 노드의 중복이 발견
되지 않으면 이동경로가 정상적으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중복된 노드가 발견되면 경로탐색에 실
패했다는 오류정보를 발생시키고, 추가분석을 수행
하여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추가분석은 오류가 발생한 위치(즉, 오류노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연속된 3개의 노드를 선택
하여 순서대로 출발, 경유, 도착지로 설정한 이후

<그림 7> 좌우 오류 (E2)의 검출 및 보정(예시)

Dijkstra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만약 도출된 경로상
에 중복된 노드가 검출되는 경우, 오류신호와 함께

이동지역 네트워크와 레이더 항적을 결합하여

경로탐색을 실패하게 되고 경유 노드를 삭제대상

항적이 지나간 순서대로 인접노드 리스트를 구축한

리스트에 등록한다. 이를 2번 노드부터 size(Node

다. 그 결과 1 → … → 12 → 13 → 14 → … → 25

List)-1번 노드까지 이 방법을 반복 수행하고, 이후

라는 경로가 도출된다. 위의 인접노드 리스트에서

인접노드 리스트에서 삭제대상 노드를 모두 삭제

첫 번째 노드를 출발노드(1번)로, 마지막 노드를 도

한다.

착노드(25번)로, 나머지 노드를 각각 경유 노드로 설

삭제대상 노드가 제거된 경우 불연속적인 노드

정하여 Dijkstra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때 12번 노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제거된 노드 리스트

드와 14번 노드사이에서 12 → 13 → 12 → 14라는

를 이동경로로 활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가 도출된다. 12번 노드가 중복되었다는 것을

오류가 제거된 노드 리스트(불연속 노드 리스트)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접노드 리스트에 오류가

첫 번째 노드를 출발노드, 마지막 도착노드, 나머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노드를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경유노드로 설정하여

이후 오류 발생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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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연속된 세 개의 노드를

다음은 본 연구결과의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를 제

추출해 최단 경로탐색을 수행하는데, 앞서 언급한

시한 것이다.

바와 같이, 12 → 13 → 14 조합에서 12 → 13 → 12
→ 14의 경로가 도출되기 때문에 경로탐색에 실패하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호경로 분석

게 된다. 이때 경유노드였던 13번 노드가 삭제대상

향후 연구 및 실무에 활용하기 이전, 가장 먼저

리스트에 삽입된다. 모든 노드 조합에 대해 같은 동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추출된 각 항공기의 이동

일한 연산을 수행하고, 삭제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경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날짜변경,

노드를 인접노드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삭제 이후

레이더 장비점검 등의 이유로 항적이 완전하지 않

인접노드 리스트가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

은 경우, 즉 게이트부터 활주로까지의 항적이 추출

에 다시 한번 Dijkstra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최종적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게이트부터 활주

으로 오류가 제거된 이동경로를 추출하게 된다.

로 E까지의 이동경로 추출 시 항공기 A의 경우 1 →

이러한 방법은 전후 오류 (E1)과 좌우 오류 (E2)

B → C → D → E,

항공기 B의 경우 B

→ C → D로

분석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그림 8>은 특정 항공기의

될 수 있다. 이는 항공기 B의 항적이 도중에 삭제된

이동경로 추출 결과로, 12번 노드와 20번 노드 근방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항공기 B의 전체경로가 항공

에서 발생한 전후 오류(E1)와 좌우 오류(E2)를 보정

기 A 경로의 완전한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경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구축된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관제
사가 선호하는 게이트↔활주로 간의 이동경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9>는 활주로 15L에서 127번
게이트로 이동한 총 29대의 항공기가 사용한 모든
경로와 선호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29대의 항공기가
이동한 거리는 평균 2,377m, 이동시간은 평균 약 7분
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로의 사용 빈도

<그림 8> 전후 및 좌우 오류(E1 & E2) 보정결과(예시)

에 따라 진한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
한 경로, 즉 선호경로를 점선과 함께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138편을 분석하였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5,981편에 전후 오류(E1) 및 좌
우 오류(E2)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보정하였다.

4. 이동경로의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추출된 항공기 지상이동경로 정
보는 효율적인 항공기 지상이동과 관련된 실무 및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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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동경로 및 선호경로 분석 (예시: 활주로 15L
→ 127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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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ot Spot 식별
ICAO6) 는 “Hot Spot은 충돌 또는 활주로침범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장소로 관심을 기
울여야 하는 이동지역 내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지상에서의 항공기 이동이 복잡하거나 교행이
많이 이뤄지는 구역에서는 항공기간 충돌발생의 잠
재적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공항은 특정 구역
을 Hot Spot으로 설정하여 AIP 7) 에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면, 교통량이 많은 교차지점이나 도착 및

<그림 11> 인천국제공항에 설정되어있는 Hot Spot

출발 항공기의 교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의 확
인이 가능하다.

<그림 11>은 AIP에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이동지

<그림 10>은 특정 시간대의 출발항공기(파란색)

역의 지도8)로 Hot Spot 56은 <그림 10>의 구역 A에

와 도착 항공기(붉은색)의 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

해당한다. 즉, Hot Spot은 일반적으로 운영자의 경험

다. 구역 A와 구역 B는 출 ․ 도착항공기의 교행이 잦

적 판단에 의해 설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

은 곳으로, 주의가 필요한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정량적 기준에 의한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 지상 이동시간 추정(VTT 추정)
A-SMGCS의 경로기능과 DMAN 9) 및 SMAN10) 등
의 항공기 흐름관리 기법은 지상 이동시간, 즉 VTT
정보를 공유하여 항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한다. 일
반적으로 게이트로부터 활주로까지의 거리 및 주변
의 항공기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분석 모
<그림 10> Hot Spot 식별(예시)

형을 구축하여 VTT를 추정한다(정주아, 2015).
본 연구는 <그림 9>의 정보를 활용하여 VTT 추
정을 위한 회귀모형을 구축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수식과 같은 모형이 도출되었다.

6)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의미함
7) 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의 약자로, 비행규칙, 출 ․ 도착절차, 이동지역 지도 등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항공정
보간행물을 의미함
8) 인천국제공항 Aerodrome Chart(2016년 10월 27일)
9) DMAN : Departure Management 또는 Manager의 약어로, 출발항공기의 출발순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함
10) SMAN : Surface Management 또는 Manager의 약어로, 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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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X distance는 항공기가 사용한 이동경로의 길이(m),
X numArr은 항공기의 게이트 주변(300m 이내)에서 10
분 이내에 운항한 도착항공기의 수를 의미하는 독
립변수다.
위의 모형은 활주로 15L에서 127번 게이트까지 이

<그림 12> 최단경로탐색 알고리즘(예시: 18번 게이트
→ 활주로 16,)

동한 항공기만을 위한 회귀모형으로, 항공기에게 특
정 이동경로가 배정된 경우 VTT를 추정한다. 즉, 경

복잡한 경로는 이론적으로 공항 효율성 증대에

로배정 알고리즘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모형이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제사 및 조종사의 인적요인

2

회귀모형의 결정계수인 r 값은 약 0.76으로 도출
되었다. 하지만 X numArr 변수에 대한 p-value는 약 0.11

에 의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이 떨어
지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으로, 유의수준 α를 0.1로 설정했을 때 변수선택에

인적요인에 의한 실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위한 차원에서 단순화된 경로 중에서, 즉 최적 해를

데이터의 수가 적어 적합한 변수를 찾는 데에 한계

찾기 위한 가용영역을 제한하여 경로를 탐색하는

가 있었다.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동경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많은 정

경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링크에 다양한

보를 수집하여 구축한다면 모든 조합의 이동경로에

제약조건을 넣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경로탐색 알

대한 각각의 VTT 회귀모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각

고리즘의 성능이 저하되어 경로배정을 적시에 수행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변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운항시간에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구축한 이동경로 및 선호

따라 이동지역 내 혼잡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경로탐색 및 배정 방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나

법으로, ① 이동경로 패턴의 이용비율을 활용하여

은 추정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적으로 경로를 배정하는 방법, ② 다른 항공기
와의 교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단시간 내 이동할

라. 경로 배정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③ 게이트

공항이동지역 내 항공기 이동의 효율성을 증대

주변의 출 ․ 도착 항공기의 수 및 동일 이동경로 사

하기 위한 시스템인 A-SMGCS의 경로(Routing)기

용 항공기 수 등의 주변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

능 등의 경로배정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효

택모형을 활용한 경로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율성 증대를 위해 정적 혹은 동적 경로탐색 알고

<그림 13>은 18번 게이트로부터 활주로 16으로

리즘을 활용하여 최단 또는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

이동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동경로 패턴을 보여주고

는데, 이때 <그림 12>와 같이 복잡한 경로가 도출

있으며, <그림 12>의 최단경로와는 다르게 경로가

될 수 있다.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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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로 배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
한 이동경로 정보는 이동지역 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 수행에 사용된 ASDE 항적자료는 약 1개
<그림 13> 이동경로 패턴(예시: 18번 게이트 → 활주로 16)

월의 자료로 게이트-활주로의 모든 조합에 대해 다
량의 표본을 추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통계적

기존에 사용했던 이동경로 정보를 활용하면 경
로가 단순화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제사와 조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추가 자료를 수집할 필
요성이 있다.

종사의 인적요인에 의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또한 이동경로 정보의 향후 활용방안으로 제시

으로 기대된다. 각 경로에 따른 평균 이동시간 또한

한 항목들은 본 연구에서 추출한 이동경로의 유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VTT 추정의

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는 점에 한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있었다. 각 항목별로 보다 상세한 연구, 예를 들
어 운항시간대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법 또는 시
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 등의 추가적인 연

Ⅲ. 결론 및 향후과제

구가 필요하며, 이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동경로 추출방법은 과거

1. 결론

자료를 활용하여 연산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
방법인 사후평가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항공기가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공항시

위치한 유도로 명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에

설의 증설로 공항 지상이동지역의 혼잡이 가중되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동지역 효율성 증대 기법

있다.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상이동의 효율성을 높이

중 유도로 명칭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 위한 운영 최적화 기법으로 A-SMGCS 등의 연구

효율성 증대기법(예, A-SMGCS 안내기능 등)에 직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항공기

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항공기가 위

지상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치한 유도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추출하여 다른

본 연구는 지상이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
으로, ASDE 레이더 항적을 활용한 항공기의 지상

최적화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 위한 연구
는 향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이동경로 추출방법을 제시하였다. 경로추출 중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정의하였으며, 경로탐색 알고리
즘을 도입하여 정의된 오류를 검출 및 보정하였다.

❙감사의 글

또한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이동경로 정보의 향
후 활용방안으로 이동경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선호경로 분석, Hot Spot 식별, 지상 이동시간 추정,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17ATRP-C088155-04).
91

교통연구 제24권 제4호

❙참고문헌
1. 박지숙,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법에 의한 공항 에
어사이드 운영효율화”,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5. pp. 27-29.
2. 윤석재․ 박지숙․ 백호종,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활
주로 용량산정”, 대한교통학회 제70회 학술발표회,
2014. pp. 555-560.
3. 윤석재․ 구성관․ 백호종, “공항 지상이동 경로 탐색을
위한 실용 알고리즘 개발”, 한국항행학회논문지, 19(2),
2015. pp. 116-122.
4. 윤석재․ 백호종, “혼잡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경로 추
출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제74회 학술발표회,
2016. pp. 731-735.
5. 정주아, “출발 항공기의 지상 활주 시간(Variable Taxi
Time) 산정”,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pp. 16-17.
6. ACI, Eurocontrol and IATA, Airport CDM Implementation
Manual, Eurocontrol, 2012. pp. 3/1-3/3.
7. Dijkstra E. W., “A Note on Two Problems in Connexion
With Graphs”, Nemerische Mathematik, 1(1), 1959. pp.
269-271.
8. Eurocontrol, Standard Airport Taxi Route Study, 2009. pp.
1-2.
9. Haschke K. and Tuinstra E., DMAN Integration in Airport
CDM & A-SMGCS, Eurocontrol Workshop, 2008. pp.
18-23.
10. ICAO, Advanced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A-SMGCS) Manual, 2004. pp. 1/1-1/3.
11. ICAO, Air Traffic Management Sixteenth Edition, Doc
4444, 2016. pp. 1-10.
12. Khadilka H. and Balakrishnan H., “Analysis of Airport
Performance using Surface Surveillance Data: A Case
Study of BOS”, 11th ATIO Conference of AIAA, 2011.
pp. 1-2.
13. Srivastava A., “Improving Departure Taxi Time Predictions
Using ASDE-X Surveillance Data”, Digital Avionics
Systems Conference of IEEE/AIAA, 2011. pp. 2B5/1-2B5/14.

92

2017. 12

교통연구 제24권 제4호 pp.93-103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선호도 분석
: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대식* ․ 김종진** ․ 정연식***

A Preference Analysis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 A Case Study of Gyeongsan City
Yun, Dae-Sic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Kim, Jong-Jin (Master’s Student,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Chung, Younshi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eungnam University)

Ⅰ

서론

Ⅱ

구조방정식모형 및 선행연구 고찰
1. 구조방정식모형
2.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교통분야 선행연구

Ⅲ

구조방정식모형 구축
1. 연구가설 설정
2. 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분석 결과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Ⅳ

추정된 모형의 결과 해석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017년 11월 3일 접수, 2017년 12월 21일 최종수정, 2017년 12월 26일 게재확정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주저자,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교수

Abstract
본 연구는 경산시 통행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약 3주간 경산시 거주자 또는 통근·통학자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통행특성의 경우
일별 승용차 이용횟수가 증가할수록, 통행목적이 출·퇴근인 경우, 교통소통정보·내비게이션·교통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인 경우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별
버스 이용횟수 혹은 지하철 이용횟수가 증가할수록, 대중교통운행정보·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하
는 사람인 경우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의 경우에는 학
력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내 자가용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실시간 도
로교통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선호
도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
과는 향후 경산시에서 이용자 중심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 주제어: 지능형교통체계(ITS), 정보 선호도, 통행특성, 구조방정식모형(S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preference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t was based on a survey of 1,021
randomly-selected residents and commuters in Gyeongsan City, which is a satellite city of Deagu
Metropolitan City. We conducted som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es and hypotheses testing, and
estimated an SEM for analyzing factors affecting preference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and
real-time transit information. The SEM estimated for this research shows that frequency of auto
use, trip purpose, and frequency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use are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Moreover, frequency of bus or subway use and
frequency of bus information use a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 of
real-time transit information. In addition, education, age, number of autos in household, and
‘whether to drive or not’ a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both the preference of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and the preference of real-time transit informa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ortant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om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 Keyword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 Information Preference, Travel Characteristics,
Equation Modeling(SEM)

Structural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선호도 분석: 경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Ⅰ. 서론

실시간 교통정보 만족도(5점 척도), 실시간 교통정
보 선호도(5점 척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

도로의 건설 및 확장, 교통체계관리(TSM, Transportation

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모형을 해석하였으

System Management),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

Demand Management) 등 기존 교통 혼잡 해결방안을

시하였다.

개선·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하 ITS)는 국가 핵심 교통전략
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관련 기술은 국내 5대 광

Ⅱ. 구조방정식모형 및 선행연구 고찰

역시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고도 성장기에 접
어들었다. 반면, 국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규모

1. 구조방정식모형

혼잡과 같은 대도시권 교통문제와는 차별되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은 연구자에 의해 이론적 고찰이

있다. 최근 IT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

국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수들 간의 복잡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시민들의 실시간 교통

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이다(임동훈,

정보 제공 요구 증대로 독자적인 ITS 사업의 필요

2014, p. 4). 구조방정식모형은 기존의 회귀분석, 분

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산분석, 그리고 경로분석과 달리 모형 내에 내재되

따라 경산시에서는 ITS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

어 있는 측정오차를 알 수 있으며, 이론변수와 측

해 2015년에 ‘경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ITS

장점이라 할 수 있다(정연식 외, 2012, p. 29). 구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준비 중이다. 경산시와

방정식모형은 크게 관측변수를 통해 잠재변수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대

측정하는 측정모형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다른 유형의 ITS 정보를

타내는 구조모형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임동훈,

선호하거나 필요로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2014, p. 12).

대상 지역의 정확한 선호도 파악을 기반으로 ITS
기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일반적인 식은 아래 (식 1)~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식에 관련된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경산시 통행자의

구성요소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기

실시간 교통정보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적인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조는 <그림 1>에 제시

2015년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경산시 거

하였다.

주자 또는 통근·통학자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

측정모형 1 :       

(식 1)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실

측정모형 2 :       

(식 2)

시간 교통정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

구조모형 :      

(식 3)

악하는데 활용되었다. SEM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는 통행자의 인적특성(가구특성 포함), 통행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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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성요소

홍지연 외(2010)는 교통정보 제공 매체별 이용자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만족도 모형 개발을 위해 수도권 운전자 500명의



외생잠재변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



내생잠재변수

하고, 매체별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생잠재변수  의 관측변수



내생잠재변수  의 관측변수



 와  사이의 경로계수



 와  사이의 경로계수

별 유발요인 분석을 위해 2005~2007년 서대문구에

 

 와  사이의 경로계수

서 발생한 2,784건의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구



관측변수  의 측정오차

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하고, 사고유형별(차대차, 차대



관측변수  의 측정오차

사람) 유발요인들을 효과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하



내생잠재변수  의 구조오차

을 분석하였다.
김상록 외(2011)는 단속류 시설의 교통사고 유형

였다. 분석을 위해 내생잠재변수로 사고 규모를, 그
리고 외생잠재변수로 도로 요인, 환경 요인, 운전자
요인을 설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정연식(2013)은 기상예보 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
자 통행행태 반응 분석을 위해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
하고, 예측된 기상정보로 인한 통행행태 변화 및 관
련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그림 1>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조

안우영·최리라(2014)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2012년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편

2.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교통분야 선행연구

의시설 및 만족도에 대한 306명의 설문응답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하고, 내생잠재변

이주연 외(2008)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분

수(이동편의시설 이용만족도)와 외생잠재변수(버스

석을 위해 2005년 전국 고속도로사고정보 데이터

정류장, 보도, 횡단보도 서비스시설) 간 인과관계를

2,880개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추정하고, 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잠재변수 간

로 요인, 운전자 요인, 환경 요인 등 각 요인들이 사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모형의

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를 활용하였다.

장석용 외(2009)는 교통정보 이용 만족도 모형을

박웅원 외(2014)는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 발생

활용한 UTIS 활성화 대책 연구를 위해 직장인 운전

의 영향관계의 실증적 규명을 위해 교통문화지수 실

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유효부수 179부의 설문조사

태조사 3개년(2010, 2011, 2012)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및 서비스 품질

방정식모형을 추정하고,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건

차이 모형(Gap Model of Service, 이하 GAP 모형)을

수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추정하고, 현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요인의 우선

분석을 위해 교통문화지수 전년대비 증감과 교통사

순위 및 향후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의 우선

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전년대비 증감 그리고 교

순위를 분석하였다.

통문화지수 조사항목(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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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교통분야 선행연구 사례
연구자(년도)

연구목적

이주연 외
(2008)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심각도 분석

주요 연구내용
- 도로 및 환경 요인은 사고 심각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 요인은 사고 심각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장석용 외
(2009)

- 구조모형 추정결과, 전체 교통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장성, 편리성, 정확
성, 경제성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확장성 만족도 요인이 향후 교통정보 활성화에 가장
교통정보 이용 만족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모형을 활용한
UTIS 활성화 대책 연구 - GAP 분석 결과,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는 경제성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개선이 가장 시급한 요인으로 분석됨.

홍지연 외
(2010)

- 효율성 요인이 모든 매체(VMS: Variable Message Sign, 라디오, 인터넷,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내비게이션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의 만족
교통정보 제공 매체별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자 만족도 모형
- VMS는 욕구충족성, 신뢰성, 이해성, 효율성 요인이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개발
타남.

감상록 외
(2011)
정연식
(2013)
안우영·최리라
(2014)
박웅원 외
(2014)
Chung and Kim
(2015)

단속류 시설의
교통사고 유형별
유발요인 분석

- 차대차 사고는 도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차대사람 사고는 환경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실시간 교통정보의 의존도가 높은 도로 이용자가 기상정보를 서비스할 경우, 통행수단을 변
기상예보 정보 제공에
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따른 이용자 통행행태
- 연평균 소득, 운전 빈도, 연령이 높을수록 기상정보 기반 통행행태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
반응 분석
로 분석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요도 분석

-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그리고 보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버스정류장 시설은 연석의 높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교통문화지수와
- 교통문화지수가 증가하면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발생의
-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교통약자 영역과 양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영향관계 실증적 규명
대심도 철도
시스템에 대한
수도권 대중 담론의
수용 가능성 평가

- 대심도 철도에 대한 인식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환경과 불편요인은 수용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심도 철도에 대한 대중들의 걱정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식 캠페인, 광고와 같은 부드러
운 정서적 접근을 제시함.

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내생잠

Ⅲ. 구조방정식모형 구축

재변수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를, 그리고
외생잠재변수로 교통문화지수, 운전행태, 보행행태,

1. 연구가설 설정

교통약자 요인을 설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Chung and Kim(2015)은 대심도 철도 시스템에 대

현재 국내에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도

한 수도권 대중 담론의 수용 가능성 평가를 위해 전

로교통, 대중교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화 기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로는 인적특성과 통행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을 추정하고, 수용 가능성 및 관련 영향인자 사이의

3>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리하여 연구가설을 설정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내생잠재변수

한 것이다. 또한 <그림 2>는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

로 수용 가능성을, 그리고 외생잠재변수로 인식, 환

도(Path Diagram)를 나타낸 것이다.

경, 불안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영향관계에 대한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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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가설 설정
구분

요약 및 추정된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형태를 제시
연구가설 설명

실시간
교통정보
(도로교통,
대중교통)
선호도

1

인적특성은 실시간 교통정보(도로교통, 대중
교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통행특성은 실시간 교통정보(도로교통, 대중
교통)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것이다.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
구조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최종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제시된 요인들 간의 값은
표준화 계수를 의미하며, 모두 유의확률 5%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제시된 상관관
계는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와 관측변수
의 측정오차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
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만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통행자의 ‘통행특성’은 ‘실시간 도로교
통정보 선호도’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에 모
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림 2>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도

통행자의 ‘인적특성’의 경우, ‘통행특성’을 통해 ‘실시
간 도로교통정보 선호도’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

2. 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분석 결과

호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특성’은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선호도’에 긍

본 연구는 경산시 통행자의 실시간 교통정보 선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9). 따라

호도에 대한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3

서 ‘일별 승용차 이용횟수(0.79)’가 증가할수록, ‘통행

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경산시 거주자 또는

목적이 출·퇴근(0.52)’인 경우, ‘교통소통정보(0.51)’·‘내

통근·통학자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비게이션(0.40)’·‘교통방송(0.31)’을 이용하는 사람인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산시 통행자의 경우, 현재

경우 ‘예상소요시간(0.74)’, ‘최적경로(0.72)’, ‘소통상황

ITS가 구축된 인근 대구광역시 혹은 타 지역에서

(0.62)’, ‘교통사고(0.61)’, ‘주변주차(0.61)’, ‘교통통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경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0.55)’ 등의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더욱 선호하는

이러한 경험은 경산시에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행특성’은 ‘실시간 대중교

위한 ITS 구축 시 어떠한 정보의 콘텐츠를 선호할

통정보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것인가 혹은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선호

나타났다(-0.19). 따라서 ‘대중교통운행정보(-0.69)’·‘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정보안내기(-0.46)’를 이용하는 사람인 경우, ‘일별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항목에는

버스 이용횟수(-0.62)’, ‘일별 지하철 이용횟수(-0.36)’

통행자의 인적특성(가구특성 포함), 통행특성, 실시

가 증가할수록 실시간 ‘도착예정시간(0.89)’, ‘환승

간 교통정보 만족도(5점 척도), 실시간 교통정보 선

(0.78)’, ‘예상소요시간(0.75)’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정

호도(5점 척도)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었

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표 4>는 설문조사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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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조사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및 추정된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형태
설문항목내용
성별

연령

학력

인적
특성
직업

자가운전
여부

비율(%)
남성

56.1

여성

43.9

10대

6.7

20대

26.5

30대

19.2

40대

20.7

50대

17.1

60대 이상

9.8

고졸 이하

69.0

대졸 이상

31.0

변수형태

설문항목내용

일별
교통수단
이용횟수
1)

순서형

더미

통행
특성

통행
특성

교통정보

변수형태

42.4

측정형

버스

24.3

측정형

더미

지하철

10.3

측정형

보행

18.4

측정형

택시

0.7

측정형

화물차

0.9

측정형

자전거

1.9

측정형

오토바이

0.7

측정형

기타

0.4

측정형

교통소통정보

29.1

더미

최적노선정보

19.3

더미

대중교통운행정보

48.3

더미
더미

주차장정보

1.8

공사구간정보

0.4

더미

기타

1.1

더미

직장인

58.0

더미

학생

27.2

더미

도로전광표지

11.2

더미

주부

7.6

더미

교통방송

17.0

더미

무직

2.9

더미

스마트폰 어플

27.6

더미

인터넷

7.2

더미

기타

4.3

더미

버스정보안내기

21.9

더미

자가운전 함

55.2

내비게이션

14.6

더미

키오스크

0.1

더미

기타

0.4

더미

실시간 교통정보 만족도

3.2

순서형

소통상황정보

3.8

순서형

교통사고정보

3.9

순서형

예상소요시간정보

3.9

순서형

주변주차정보

3.8

순서형

최적경로정보

3.9

순서형

CCTV 영상정보

3.6

순서형

교통통제정보

3.9

순서형

환승정보

3.9

순서형

도착예정시간정보

4.0

순서형

예상소요시간정보

4.0

순서형

자가운전 안함

44.8

0대

6.5

1대

47.7

2대

39.9

교통정보
제공매체
1)

더미
만족도
2)

가구 내
자가용
보유대수

비율(%)
승용차

측정형
실시간
도로
교통
정보
선호도

3대

5.1

4대

0.8

출·퇴근

54.4

더미

등·하교

22.3

더미

업무

8.1

더미

쇼핑

1.7

더미

여가

12.8

더미

기타

0.7

더미

통행목적

2)

실시간
대중
교통
정보
선호도
2)

주 : 1) ‘통행특성’의 ‘일별 교통수단 이용횟수’, ‘교통정보 제공매체’는 복수응답 결과를 종합한 비율임.
2) ‘만족도’,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선호도’,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의 값은 5점 척도(5=매우 필요, 4=필요, 3=보통, 2=불필
요, 1= 매우 불필요)의 평균값을 의미함(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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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유의확률이며, (*)는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추정된 구조방정식모형

다음으로 ‘인적특성’과 관련하여 ‘학력(0.22)’ 혹은

마지막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만족도’가 높을수

‘연령(0.33)’이 높을수록, 가구 내 자가용 보유대수

록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선호도(0.16)’와 ‘실시간 대

(0.35)가 많을수록, ‘자가용 운전자(0.98)’인 경우 ‘통

중교통정보 선호도(0.10)’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행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0.87), 따라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선호도’에

<표 5>는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긍정적인 영향을,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에

적합도 지수이다.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통계량 활용방
법(표본 공분산 행렬과 모형에 의해 표현되는 추정

<표 5>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공분산 행렬과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

기준값

값

GFI
(적합지수)

0.90 이상

0.92

AGFI
(조정적합지수)

0.85 이상

0.89

RMSEA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0.08 이하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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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활용방법(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정량
화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정연식, 2013, p. 38).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가 증가할수록(200개 이상
인 경우)   통계량이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FI(적합지수), AGFI(조정적합지수), RM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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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등의 적합도 지수를

정시간정보, 환승정보, 예상소요시간정보를 더욱 선

함께 고려하여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통행자 자신의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GFI가 0.90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에

AGFI가 0.85 이상 그리고 RMSEA가 0.08 이하인 모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을 추천한다(Schermelleh-Engel et al., 2003, p. 52).

또한 이용하고 있는 교통정보의 만족도가 높을

<표 5>에 제시된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수록 실시간 교통정보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통계량이 1123.0(p-value=0.00)이며, GFI(적합지수)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통행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

가 0.92, AGFI(조정적합지수)가 0.89, 그리고 RMSEA

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수록 ITS 정책 및 구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가 0.06으로 나타나

축된 교통 인프라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

Schermelleh-Engel et al.(2003)이 제시한 기준 값에 모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된 모형
은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Ⅳ. 추정된 모형의 결과 해석
본 연구는 경산시 통행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교
추정된 모형을 해석하면, 일별 승용차 이용횟수

통정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가 증가할수록, 통행목적이 출·퇴근인 경우, 교통소

분석을 위해 경산시 거주자 또는 통근·통학자를 대

통정보·내비게이션·교통방송을 이용하는 사람인 경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1개 자료를 확

우, 학력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내 자가용 보

보하였다. 또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

유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식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 추정을 위해 실시간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보(도로교통, 대중교통) 선호도에 영향을 미

이는 승용차 운전자의 특성을 지닐수록 실시간 도

치는 요인으로 인적특성과 통행특성을 고려하는 연

로교통정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면, 일별 버스 이용횟수 혹은 지하철 이용횟수가 증

분석 결과, 통행특성의 경우 일별 승용차 이용횟

가할수록, 그리고 대중교통운행정보·버스정보안내

수가 증가할수록, 통행목적이 출·퇴근인 경우, 그리

기를 이용하는 사람인 경우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고 교통소통정보·내비게이션·교통방송을 이용하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

사람인 경우 예상소요시간, 최적경로, 소통상황, 교

의 특성을 지닐수록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더욱

통사고, 주변주차, 교통통제 등의 실시간 도로교통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별

이를 통해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실시간 도로교

버스 이용횟수 혹은 지하철 이용횟수가 증가할수록,

통정보 중 특히 예상소요시간정보와 최적경로정보

그리고 대중교통운행정보·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하

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

는 사람인 경우 도착예정시간정보, 환승정보, 예상

용자의 경우,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중 특히 도착예

소요시간정보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더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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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특성의 경

도하여 그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우에는 학력 혹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내 자가용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용 운전자인 경
우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선호도에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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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1. 참여 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및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

2. 논문 종류 : 학술논문, 정책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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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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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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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8매 내외로 작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접수 및 제출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 접수 : 수시

(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이지 이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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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지 논문접수 마감일 및 발간일

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마감일

1. 31

4. 30

7. 31

10. 31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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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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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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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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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 E-mail : tskim@koti.re.kr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 전화 : 044-2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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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며,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4.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2) 제목 : 표지는 국 ․ 영문제목, 국 ․ 영문 저자명, 소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로 작성한다.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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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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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심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 면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

7) 참고문헌은 동양서(가나다순) 다음에 서양서(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

8)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9)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

2. 사용어 및 표기

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장 :Ⅰ/ 절 : 1 / 항 : 가 / 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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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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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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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의 체제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 ․ 영문초록, 본문(서

 y = ax²+ bx+c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문

(1)

4. 도표 및 그림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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