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권

2018. 6

| 제25권 제2호

ISSN 1738-4028

제
2
호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Vol. 25, No. 2 / June 2018

01

Values of Travel Time Reliability Revealed by Toll Road Uses
Choi, Youngeun·Kim, Sungsoo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02

An Evaluation of Freight Transportation in Expressway
Kim, Dongho·Shin, Seungjin·Park, Dongjoo

03

Evaluation of Service Level of Railway Station Parking Using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
Jung, Byung Doo·Kwon, Young-in

04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 Regarding Two-Wheeled Motor Vehicle Reporting System
Lee, Heewon·Lee, Jisun

T

2
0
1
8
.

h

e

K

o

r

e

Tel: 044-211-3124
www.koti.re.kr

Fax: 044-211-3231

T

r

a

01

 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유
최영은·김성수

02

물
 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 역할 평가 연구
김동호·신승진·박동주

03

중요도

만족도 분석(ISA)을 이용한 철도역 주차장의 서비스 평가
정병두·권영인

04

이
 륜자동차 신고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이희원·이지선

6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a

n

s

p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KOTI 연회원제 안내
•KOTI 연회원제

交通硏究

•회원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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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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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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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연회비

특별회원

정회원

100,000원

30,000원

1.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계간 「교통연구」

회원혜택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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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납입처

편집위원장 : 성낙문(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익기(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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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집 위 원 : 김성수(서울대 교수)

•회원가입문의

김원규(항공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KOTI 연회원 담당자

문진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배상훈(부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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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대영(가톨릭관동대 교수)

인쇄일자 | 2018년 6월 29일

오준석(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교수)

발행일자 | 2018년 6월 30일

윤대식(영남대 교수)

발 행 인 | 오재학

윤일수(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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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하(공주대 교수)
장수은(서울대 교수)

전

화 | 044-211-3124

추상호(홍익대 교수)

팩

스 | 044-211-3231

하헌구(인하대 교수)

인 쇄 처 | 호정씨앤피

홍석진(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교수)

등록번호 | 세종바 00007 (1994. 6. 14 등록)

최창호(전남대 교수)

편 집 간 사 : 김태식(한국교통연구원 정간물관리과장)

보 급 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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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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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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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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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총서 (특별회원에 한함)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 단위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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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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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 제25권 제2호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T h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Contents

1

21

35

47

T

h

최영은·김성수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Choi, Youngeun·Kim, Sungsoo

Values of Travel Time Reliability Revealed by Toll Road Uses

김동호·신승진·박동주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 역할 평가 연구

Kim, Dongho·Shin, Seungjin·Park, Dongjoo

An Evaluation of Freight Transportation in Expressway

정병두·권영인

중요도 만족도 분석(ISA)을 이용한 철도역 주차장의 서비스 평가

Jung, Byung Doo·Kwon, Young-in

Evaluation of Service Level of Railway Station Parking Using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

이희원·이지선

이륜자동차 신고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Lee, Heewon·Lee, Jisun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 Regarding Two-Wheeled Motor Vehicle Reporting System

e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교통연구 제25권 제2호 pp.1-19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최영은* ․ 김성수**

Values of Travel Time Reliability Revealed by Toll Road Uses
Choi, Youngeun (Senior Research Associat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im, Sungso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이론
2. 선행연구

Ⅲ

모형의 설정 및 추정 방법

1. 혼합 로짓모형의 설정
2. 추정 방법

Ⅳ

자료의 구축 및 특성 분석

1. 현시선호 자료의 구축
2. 표본의 특성 분석

Ⅴ

추정 결과

1. 혼합 로짓모형
2. 모형의 강건성 검토
3.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Ⅵ

결론

2018년 1월 3일 접수, 2018년 3월 15일 최종수정, 2018년 3월 20일 게재확정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주저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교신저자)

Abstract
최근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산 활동 및 통행의 증가로
인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효과를 교통부문 사업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에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
기 위해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353개 통행의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1년간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대를 고려한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 통행
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를 구축하였다.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선택모형을 추
정한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은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39,613원/인-시
간이며, 통행시간 가치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의미하는 신뢰성 비율인 RR(Reliability
Ratio)은 평균 1.31이고, 첨두시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통행시간 신뢰성, 신뢰성 비율, 혼합로짓모형, 현시선호자료, 수도권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crease in income and quality of life that brings about the increase
in various production activities and traffic,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flect the improvement
of the travel time reliability in decision-making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orporate the travel time reliabil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 is to reflect the
improvement in travel time reliability in the cost benefit analysi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This paper estimates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based on
the passenger car users’ choice behavior of toll roads. IC choice data from Travel Diary Survey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annual speed data are used to measure travel time, travel cost,
and travel time standard deviation for 353 samples of individual passenger car users. The mixed logit
model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ffic time reliability and the choice of toll
roads and the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stimated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is to be
39,613 KRW/ person-hour and the RR(Reliability Ratio) 1.31. Peak time users turn out to have a
higher RR.
￭ Keywords: Travel Time Reliability, Reliability Ratio, Mixed Logit Model, Revealed Preference
Data, Seoul Metropolitan Area.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Ⅰ. 서론

정하기에는 피설문자의 개념에 대한 낮은 이해 수
준, 통행시간 변동에 대한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행의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

점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

혹은 경로를 선택할 때 목적지까지 걸리는 통행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신뢰성, 최종 목적지와의

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유료도로 선택자료와 1년간

접근성, 쾌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한다. 최근 소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상호 영향

를 추정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비교한다.

을 미치는 다양한 생산 활동 및 통행의 증가로 인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

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승용차 이용

OECD and ITF(2010)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자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유료도

효과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적합한 방

로 선택모형을 설정하고, 추정방법을 살펴본다. Ⅳ

법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효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 산정 과정

과를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하기

을 제시하고, 구축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다. Ⅴ장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서는 혼합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를 통해 도출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와 그 분포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교통

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를 국내외 선

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규

행연구와 비교한다. 마지막 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하고 있으며, 종합적 타당성인 AHP 분석 결과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경제성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0%로 매우 높
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교통시설 공급에 따른 통행
시간 신뢰성 개선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Ⅱ.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수 있는 방법은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편익을 비용
편익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론

Kouwenhoven and Warffemius(2016)는 통행시

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키기

가. 통행시간 신뢰성의 개념

위해서 ‘통행시간 신뢰성의 화폐 가치’, ‘교통시설

통행시간은 통행자가 기종점 간을 이동하기 위

공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

해 필요한 시간으로, 통행비용과 함께 통행의 특성

는 모형’, ‘통행시간 신뢰성의 변화가 네트워크 이

을 구분하고 개별 통행자의 행태를 결정함에 있어

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라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통행시간은 동일한 기종점

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을 통행하더라도 운전자의 특성, 차량 간의 상호작

그 동안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 교통통제, 사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

적으로 변화하는데, 통행시간 신뢰성은 이와 같은

정과 관련된 것으로, SP조사를 통해 진행되어 왔

다양한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한 기종점 간 통

다. 그러나 통행시간 신뢰성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

행시간의 변동을 의미한다.

성 상 일회적인 SP 조사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추

TRB는 웹페이지1)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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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함께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론

경로선택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기간 동안 동일한 기

다. Jackson and Jucker(1981)는 SP 조사를 통해

종점 간 통행시간은 하나의 값이 아닌 변동성이 있는

통근통행자들은 경로선택에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

통계적 분포이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 분

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심지어 통행시간이 더 걸리

포의 산포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통행시간 신뢰

더라도 통행시간 신뢰성이 더 높은 경로를 선호하기

성을 다루기 위한 모형을 평균-분산모형(mean-

도 한다고 하였다. Abdel-Aty et al.(1997)는 통행시

variance model), 일정지체모형(scheduling delays

간 신뢰성은 경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통

model), 평균지체모형(mean-lateness model)의 세

행시간이 경로선택에 있어 지배적인(dominant) 조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Lam and Small(2001)은

이 중 평균-분산모형은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통

SR91 도로의 HOT 차선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

행시간 변동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다른 접근방법

시간 신뢰성이 실제 통행자의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

에 비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가 용

향을 밝혔으며, Carrion et al.(2012)는 GPS를 이용

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

하여 18명의 개별 통행자에 대한 실제 경로를 약 6

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간 추적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유의

평균-분산모형은 Jackson and Jucker(1981)에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통행시간 변동성은 개별 통
행자에게 있어 위험요소이므로 식 (1)과 같이 자신

나. 혼합 로짓모형

의 기대통행시간과 통행시간 변동성의 합을 최소화

혼합 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은 비관련 대안

하려고 한다. 여기서,    는 기종점 간 기대통행

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시간,    는 통행시간의 분산이며,  는 통행시

에 대한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선호 다양성을

간 불확실성에 대한 개별통행자  의 비효용 계수이

표현할 수 있는 선택 모형으로, 어떠한 임의 효용

다. 여기서 이 계수는 음이 아닌 것(nonnegative)으

모형(random utility model)으로도 근사할 수 있는

로 정의되므로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은 모든 이용자

매우 유연한(flexible) 모형이다(Train, 2009).
혼합 로짓모형은 일반적인 로짓모형에 확률밀도

에게 비효용이다.
min       

(1)

Senna(1994)는 Jackson and Jucker(1981)의 개

념을 바탕으로 현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함수  를 곱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식 (3)에 따
르면 혼합 로짓모형에서 개인  이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일반적인 로짓모형에 확률밀도함수  를
곱한 후 가중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행시간
  ,

통행시간 표준편차   , 통행비용  으

로 구성된 식 (2)와 같은 효용함수식을 제안하였다.
             

(2)

이러한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통행시간 신뢰성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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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 로짓모형의 임의 계수(random parameter)
추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확률밀도함수로

1) TRB, Transportation Economics Committee(http://bca.transportationeconomics.org/benefits/travel-time-reliability)[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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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삼각분포 등이 있다.

게 되므로 정규분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

먼저 정규분포는 중심극한정리라는 이론적 배경

제인 음(－)의 통행시간 가치가 도출되는 문제를 해

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 계수의 분포에 대한

결할 수 있다. 그러나 로그정규분포는 우측으로 매

사전 정보가 없거나 특별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경

우 긴 꼬리가 발생하므로 타 분포에 비해 매우 높은

우에 활용되고 있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평균 WTP와 표준편차가 추정된다. Hensher and

인 종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최댓값과 최솟값의 제

Greene(2001)에 따르면 로그정규분포의 경우 타 분

약 없이 0에 수렴되지 않고 한없이 뻗어 나가는 분

포 대비 WTP가 3배가량 높게 추정되며, 이러한 극

포이다. 다음으로 로그정규분포는 확률변수에 자연

단적인 꼬리로 인해 로그정규분포는 WTP 추정을

로그를 취했을 때 정규분포가 되는 분포이다. 모든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방향의 효용을 주는 것으로 기대

것으로 알려져 있다(Sillano and Ortuzar, 2005).

되는 변수에 사용되며(Train, 2009), 최솟값과 부호

WTP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정규

에 제약이 있는 반면 최댓값에는 제약이 없는 특징

분포와 로그정규분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있다. 삼각분포는 확률밀도함수가 마치 텐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솟값과 최댓값이 있고

(tent)와 같은 모양으로, 중앙의 가장 높은 지점으

부호가 제약(constrained)된 분포의 사용을 제안하

로부터 좌우로 그 확률이 선형으로 감소하는 형태

고 있으며, 이를 통해 WTP의 값이 직관에 부합하

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경계가 있는 분포이다.

지 않게 도출되거나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교통부문 연구의 WTP 추정에 있어 앞서 제시한

있다(Hensher et al., 2005; Hess et al., 2005). 예

확률밀도함수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단점 혹

를 들면 통행시간 계수를 부호가 제약된 삼각분포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의

로 가정할 경우 음의 통행시간 가치가 추정되는 것

목적과 계수의 성격에 부합하는 확률밀도함수를 설

과 통행시간 가치가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발생하

정할 필요가 있다.

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먼저 정규분포는 부호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같이 교통 부문에서 모든 이

2. 선행연구

용자들에게 동일한 방향의 효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속성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일반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통행시간

통행시간의 확률변수 중 일부 구간이 양의 값으로

가치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추정이 된다면, 전체 사람들 중 일부는 통행에 더

신뢰성 비율인 RR(reliability Ratio)로 제시되고 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

다.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

한다. 그러나 통행시간 가치 산정의 근간이 되는 시

된 연구로는 장수은 외(2008), 허은진(2010), 최아름

간배분이론(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의

(2012) 등이 있으며, 그 값은 0.52~1.07 수준이다.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개인에게 할애된 유한한 자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통행시간, 통행비용,

원이므로 통행시간 가치가 양으로 산정되는 것은

통행시간 신뢰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SP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

하여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범위의 제약

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자료 수집의 어려

이 없이 무한대로 가는 분포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

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연구가 SP 자료를

렵다(Hess et al., 2005).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과 달리 국외 연구는 다양한

로그정규분포는 특성상 양(+)의 범위만을 포함하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Lam(2000)과 Carrion(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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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승용차 운전자의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활용하여

Ⅲ. 모형의 설정 및 추정 방법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선택모형에서 추정된 계

1. 혼합 로짓모형의 설정

수를 한계대체율을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
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설명변수로 통행시간, 통행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을

비용, 통행시간 신뢰성이 활용되고 있다. RR은

모형화하기 위해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한다. 승용차

0.08에서 4.094로 매우 폭 넓게 나타났는데, 전반

이용자의 효용함수는 식 (5)와 같이 통행시간, 통행

적으로 SP 자료 대비 RP 자료에서, 그리고 다항 로

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로 구성된다. 통행비용 변

짓모형 대비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RR이 높은

수의 경우 향후 살펴볼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에 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과

라 가구소득으로 표준화시킨 값을 이용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시간대에  존에서  존으로 통행하는 승용
차 이용자는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

<표 1>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관련 선행연구
구분

자료 모형

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때 개인  이 대안  와 대

RR
min

max

장수은 외(2008)

SP MNL 0.77 0.94

허은진(2010)

SP MNL 0.52 1.07

최아름(2012)

SP ML 0.82 0.96

Significance et al.(2007)

SP MNL 0.74

Asensio and Matas(2008)

SP MNL 0.98 0.98

Tilahun and Levinson(2010)

SP MNL 0.89 0.89

Li et al.(2010)
Significance et al.(2012)
Kouwenhoven et al.(2014)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
ARUP(2015)

SP

2.4

MNL
0.08 1.59
/ML

SP PLC

0.4

1.1

SP

MNL
0.169 4.094
/ML

SP MNL 0.34 0.71
RP MNL 0.40 4.17

Lam and Small(2001)

RP MNL 0.52 1.57

Liu et al.(2004)

RP ML 1.61 1.61

Small et al.(2005)

RP ML 0.91 0.91

Liu et al.(2007)

RP ML 0.73 3.37
RP

MNL
0.20 1.20
/ML

Carrion and Levinson(2013)

RP ML 0.21 1.50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

RP ML 0.49 2.69

Ehreke et al.(2015)

SP/
MNL 0.70 0.70
RP

주: 1) SP: Stated Preference data, RP: Revealed Preference data.
2) ML: Mixed Logit, MNL: Multinomial Logit, PLC: Panel
Latent Class. 박인선
3) RR: Reliability Ratio(VOR/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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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식 (6)과 같다.
cos


              

(5)

여기서
cos  기종점간통행비용원
  기종점간통행시간분
  기종점간통행시간표준편차분
  분당가구소득원

    무료도로대안의상수

SP PLC 0.41 1.15

Lam(2000)

Carri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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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방법
가. 혼합 로짓모형
혼합 로짓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변수 계수의 확
률 분포이다. 본 연구에서는 Hensher et al.(2005),
Li et al.(2010), Leon and Miguel(2017) 등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부호가 제약된 대칭 삼각분포를
이용한다. 삼각분포는    의 세 가지 모수로 구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성되며, 이때  는 위치모수,   는 규모 모수, 

1,000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는 형태 모수이다. 삼각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와
 사이에 위치하며,      일 때,  는 최솟값,
 는 최댓값이며,  는 최빈값이다. 즉 최빈값  를

정점으로 하여 좌측으로는  , 우측으로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분포이며, 이때  로부터  와 
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양측이 대칭인 모양의 대칭

<표 2> Random sequence 횟수에 따른 계수 추정치의 변화
구분



삼각분포가 된다. 삼각분포의 확률밀도함수  
와 평균  , 분산   은 식 (7)과 같다.






100회

200회

500회

1,000회

0.1140

0.1131

0.1130

0.1130

(0.0274)

(0.0273)

(0.0273)

(0.0273)

0.1465

0.1488

0.1483

0.1484

(0.0765)

(0.0765)

(0.0765)

(0.0765)

0.1033

0.1037

0.1036

0.1036

(0.0492)

(0.0491)

(0.0491)

(0.0491)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 


나. 지불용의액
(7)

혼합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

통행시간 가치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개념적으로는 조건부 로짓모형과 동일하게

  
  

        


  

두 변수의 계수 간 비율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 변수를 고정 모수(fixed parameter)로 추
정하므로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계수를
통행비용 계수로 나누게 되면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두 번째는 임의 순열(random sequence)의 발생

표준편차의 확률변수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

횟수이다. 혼합 로짓모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혼합 로짓모형에서는 확률분포를 가지는 모집단

다수의 임의 순열을 발생시켜 시뮬레이션 반복횟수

의 계수와 함께 개별 표본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

만큼 선택확률을 계산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최

로 WTP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 선택확률을 계산한다.

첫 번째는 모집단의 WTP를 추정하는 것으로, 모

임의 순열을 발생시키는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형을 통해 추정된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스

은 없다. Bhat(2001)는 2,000회의 pseudo-random

프레드)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한 후 이

sequence와 75회의 halton sequence가 거의 유사

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정확도를 보이므로 halton sequence의 사용을 권

모집단의 통행시간 변수 계수가 평균이  이고 표

장하였다. 한편 Hensher and Greene(2001)은 halton

준편차가  일 때 한계효용은 식 (8)과 같이 표현할

sequence를 기준으로 약 25회 발생시키면 그 값이

수 있으므로 모집단의 평균 WTP는 식 (9)과 같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수렴하며, 100회 정도를 발생시

계산할 수 있다.

키면 좋은(good)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lton sequence를 기준으로
100, 200, 500, 1,000회 시뮬레이션을 하였으며,

     ×

(8)

    

500회 이상인 경우 계수의 추정치가 안정적으로 추

정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NLOGIT 4.0을 이용하여

여기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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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소득





(9)

 

통행목적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귀가가 141,814
통행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근, 업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행 중 3.62%가 유료도로를 이용

두 번째는 개별 표본의 계수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혼합 로짓모형에서는 개별 통

하였으며, 나머지 96.38%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식 (10)과 같이
개별적으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통행자의

<표 3> 직접운전 통행의 목적별 도로선택 현황

WTP를 산정한 후 이를 평균할 수 있다.

 








 



×소득 
 






(단위: 통행, %)

(10)

 

구분

귀가

출근

업무

여가

귀사

기타

계

유료

4,894

4,117

1,315

412

328

718

11,784

무료 136,920 100,827 21,206 9,396
계
비율

Ⅵ. 자료의 구축 및 특성 분석

141,814 104,944 22,521 9,808
43.5

32.2

6.9

3

6,359 39279 313,987
6,687 39997 325,771
2.1

12.3

100

2) 공간적 범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는 소존 단위로

1. 현시선호 자료의 구축

구축되어 있으므로 세밀한 개별 통행자의 자료 구
축이 가능한 반면 기종점 간 통행량이 적은 단점이

가. 선택행태 자료 구축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1

1) 가구통행실태조사

년간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므로 개별 통행자의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

통행특성을 기종점, 시간대, 선택대안별로 직접 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

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

료를 활용한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교통체계효율

선택행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적 범위를

화법 제9조에 의해 수행되는 법정 조사로, 가구 현

사전에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황, 가구원 특성, 개인통행 특성으로 구성된다. 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승용차 직접

구 현황에는 가구원수, 주택종류, 가구월평균소득

운전은 325,771통행으로, 이 중 내부통행을 제외하

이, 가구원 특성에는 출생년도, 성별, 고용형태, 근

면 272,763통행이다. 대존을 기준으로 통행량을 살

무형태가, 마지막으로 개인통행 특성은 통행일자,

펴보면, 경기도가 47%, 서울시가 39%로 전체의 약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각, 도착시각, 통행목적, 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

행수단, 유료도로 이용 여부, 진출입 IC가 포함되어

도와 서울시의 자료를 대상으로 중존기준의 통행량

있다. 존 체계는 수도권의 경우 행정동을 기준으로,

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경

그 외 지역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도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등 경부고속

총 1,237개의 소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 축 상에 위치한 중존의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대상 가구의 1.05%에 해당

해당 지역의 경우 주변 지역에 다수의 주거지 및

하는 20만 2천 가구가 대상이며, 총 1,390,178개의

업무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개인통행 특성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경로에

로 많은 수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대한 선택권이 있는 직접운전은 325,771통행이며,

으며,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분당수서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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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로, 분당내곡간도로, 대왕판교로 등의 다양한

났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무료도로 대안 선택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

않고 통행이 힘든 기종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

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

로 중존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지역 일부와

울고속도로 축 상에 위치한 존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였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총 353개의 표본을 구축하였다.

<표 4> 대존 기준 존별 통행량
(단위: 통행, %)

구분

통행량

비율

경기도

127,573

46.77

서울특별시

105,656

38.74

인천광역시

37,595

13.78

충청남도

798

0.29

강원도

334

0.12

충청북도

324

0.12

기타

483

0.18

총합계

272,763

100

<표 6> 중존 기준 포함 여부
구분

포함
지역

제외
지역

<표 5> 중존 기준 존별 통행량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기타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시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기타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단위: 통행, %)

중존

통행량

비율

중존

통행량

비율

강남구

13,559

5.81

의정부시

4,097

1.76

송파구

7,969

3.42

마포구

3,995

1.71

서초구

7,318

3.14

남양주시

3,982

1.71

성남시 분당구 7,060

3.03

수원시 영통구 3,960

1.70
1.66

화성시

6,335

2.72

용인시 기흥구 3,882

영등포구

5,807

2.49

고양시 덕양구 3,840

1.65

시흥시

5,566

2.39

고양시 일산동구 3,730

1.60

강서구

5,337

2.29

안산시 상록구 3,726

안산시 단원구 5,314

2.28

평택시

1.60

관악구

3,508

1.50

4,885

2.09

파주시

3,303

1.42

부천시 원미구 4,843

2.08

동대문구

3,271

1.40

종로구

3,245

1.39

노원구

4,744

2.03

양천구

4,736

2.03

수원시 권선구 3,233

1.39

구로구

4,726

2.03

용인시 수지구 3,136

1.34

강동구

4,416

1.89

기타

85,532 36.67

안양시 동안구 4,174

1.79

계

233,229 100.00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나. 통행 특성 자료의 구축
1) 자료의 구축 과정
개별 통행자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가구

설정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유료도로 선택

통행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유료도로 선택대안

행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가

과 무료도로 선택대안의 경로를 설정하고, 각 대안

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경부고속도로 혹은 용인서

의 경로를 바탕으로 통행거리를 산정한다. 그리고

울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이 있는 존 쌍을 대상으

1년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통행자의 출

로 기종점 자료를 구축한 결과 1,239통행으로 나타

발시간대를 고려한 선택대안별 통행시간, 통행비

9

교통연구 제25권 제2호

용,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정한다. 세부적인 자료
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24.5㎞/h에서 25.4㎞/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상의 통행속도 변화가 실
제 통행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차

<표 7> 자료의 구축 과정
기본정보
및
선택행태

가구통행실태조사
통행자 i가 t 시간대에 a 존에서 b 존으로 이동

량통행속도 보고서(서울특별시, 2015)에는 연도별
승용차의 통행속도 산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경로설정

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2010년과 2015년의 경우 통행속도 산정방법 및 대

통행거리

진출입IC 일치 경로 중
최소시간 경로

무료도로 중
최소시간 경로

상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두 연도 간 통행속도

통행시간

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고속도로 연장과 속도
무료도로 연속류의 연장과 속도 무료도로 연속류의 연장과 속도
통행비용
무료도로 단속류의 연장과 속도 무료도로 단속류의 연장과 속도
통행료
통행시간
표준편차

고속도로
무료도로

무료도로

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통관련 사회경제지표
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속도
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년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서울특
별시, 2015)에서는 2015년 통행속도가 2010년 대
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기간의 통행

2) 통행속도 자료의 수집

속도 집계방법의 변화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353개 표본의 개별 통행 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게 통행속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위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무료도

의 구간별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와 GPS를 통해

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한다.

수집되는 도심부의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
용하므로 2010년 당시의 통행속도 자료가 필요하
나, 도심부 도로의 경우 2010년 당시의 시간대별,

<표 8> 통행속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주요 지표
서울인구 면허 자동차
도로연장
구분 수도권인구 소지자 등록대수
(㎞) 우면산
(천명) (천명) (천대)
터널

통행량(대/일)
성수
대교

반포
도시
대교 고속도로1)

도로 구간별 통행속도 자료의 구득이 어려운 것으

2010년

10,575
25,456

7,111

2,981

8,142 26,246 98,879 93,118 1,435,774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속

2011년

10,529
25,620

7,227

2,987

8,148 27,055 97,363 107,110 1,452,493

도는 2010년 당시 자료를 활용하고, 도심부 속도자

2012년

10,442
25,715

7,313

2,969

8,174 25,173 12,629 109,246 1,452,125

2013년

10,388
25,867

7,377

2,973

8,197 27,905 91,308 105,784 1,455,201

무료도로 구간의 연도별 통행속도 비교는 서울특

2014년

10,369
26,037

7,488

3,013

8,214 29,038 103,418 107,415 1,469,990

별시에서 매년 발표하는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2015년

10,297
26,173

7,564

3,057

8,215 30,469 90,991 104,234 1,485,310

료는 2015년에 GPS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
을 검토 후 활용한다.

보고서를 통해 가능하다. 2015년 서울특별시 차
량통행속도 보고서(서울특별시, 2015)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의 통행속도가 서울시 전체 구

간의 경우 2010년 24.0㎞/h에서 2015년 25.2㎞/h,
도심구간은 16.6㎞/h에서 17.9㎞/h, 외곽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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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53%
1.24% 0.50% 0.18% 3.03% -1.65% 2.28%
증감율 0.56%

0.68%

주: 1) 내부순환, 강변북도, 올림픽대로, 북부간선, 동부간선, 분
당수서 등.
자료: 1)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2)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

유료도로 선택자료를 이용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3) 경로의 설정 및 통행거리의 산정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대안은 유료도로와 무료도

유료도로 선택
(184통행)

무료도로 선택
(169통행)

로로 구성되므로 먼저 각 선택대안의 경로를 설정
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는 유
료도로 이용자에 한하여 진출입 IC에 대한 정보만
이 있고, 그 외의 경로와 관련된 정보는 없다. 이와
같이 실제 이용 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합

선택
대안

미선택
대안

미선택
대안

선택
대안









유료도로
대안

무료도로
대안

유료도로
대안

무료도로
대안

리적인 경로나열(path enumeration) 과정을 통해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2> 선택대안 및 경로의 구성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실제 네트워크의 경우 이

경로 설정을 통해 구축된 기종점 간 통행경로를

용 가능한 모든 경로를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바탕으로 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

능하다(정동재․장수은, 2014).

속류로 구분하여 개별 통행자의 통행거리를 산정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승용차 이용자의 세부적

다. 도로의 유형별로 주요 도로를 살펴보면 고속도

인 경로(path)를 모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도로

로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며, 무

와 무료도로의 통행비용, 통행시간, 통행시간 신뢰

료도로 연속류는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

성 비교를 통해 승용차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선택

로, 분당내곡간도로, 대왕판교로, 과천봉담간도로,

하는 행위를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무료도로 단속류는 무료

성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도로 연속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료도로가 해

서는 세부적인 경로나열 과정은 생략하고, 유료도

당된다. 선택대안별 통행거리를 산정하는 과정은

로와 무료도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순화된

다음과 같다.

대표경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 설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네

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이버 지도의 경로검색을 활용하였다. 이때 개별 승용
차 이용자의 기종점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구조에 따라 각 행정동의 주민센터로 설정하여 대표

고속도로
거리 산정

IC 간 거리
(운영기관 제공)

성을 확보하고, 집계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총통행거리에서
IC 간 거리 제외하여
무료도로 거리 산정

유료도로 선택대안의 경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
색된 추천경로 중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기입된
진출입 IC와 일치하는 경로를, 무료도로 선택대안의
경로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로 중 통행시간
이 최소인 경로를 활용한다. 검색 시점에 따른 통행

무료도로
연속류
거리 산정

무료도로 구간 중
연속류 거리 산정

전체 구간 중
연속류 거리 산정

무료도로
단속류
거리 산정

무료도로 거리에서
연속류 거리 제외하여
단속류 거리 산정

전체 구간에서
연속류 거리 제외하여
단속류 거리 산정

경로 및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자료 구축 시
에는 출발시각이 다르더라도 통행경로는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당시 개통되지 않았
던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은 경로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 선택대안별 통행거리의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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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 통행시간의 산정

도로에 대해 1시간 단위로 링크별로 집계화된 GPS

통행특성 자료의 구축을 위해 1시간 단위의 1년

속도자료와 도로유형별 통행거리를 활용한다. 통행

간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개별 승용차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

이용자의 통행시간대를 1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선

료는 연속류의 경우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동부간선

택대안별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한다.

도로이며, 단속류의 경우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반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은 고속도로 구

포대로, 봉은사로, 삼성로, 언주로, 테헤란로 등이다.

간과 무료도로 구간이 다르다. 이는 경로 설정 과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진출
입 IC가 정해지면 선택 가능한 경로가 하나뿐이므

<표 9> 무료도로 구간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 산정을
위해 사용한 자료

로 해당 구간의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유형구분

도로명

연장(㎞)

무료도로 구간은 이용자별로 매우 다양한 경로로

무료도로
연속류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16.05

동부간선도로

5.04

강남대로

7.62

화된 자료를 이용해서는 승용차 이용자가 실제로

남부순환로

4.37

이용한 경로의 통행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반포대로

6.45

봉은사로

5.39

삼성로

6.51

언주로

9.71

테헤란로

7.189

구성되어 있으므로 링크 단위의 1시간 단위로 집계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료도로 구간의 경우 본 연구

무료도로
단속류

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화된 도심부의 시
간대별 평균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한다.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시간은 시간대별 링크별

5) 통행비용의 산정

고속도로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식 (11)에 따

승용차 이용자가 통행할 때 지불하는 기본적인

라 계산하면   에서  까지  시간대의 연평균

비용은 유류비이다. 승용차 이용자가 지불하는 유류

고속도로

 
통행시간( 

비는 자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Out of Pocket

)을 산정할 수 있다.

Costs)이므로 세금을 포함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선택대안은 유료도로와 무

≤ 



⋯  
 










(11)

여기서   진입 
 ∼   중간통과 
  진출 
  출발시간대
  날짜
  구간속도
≤   구간연장

료도로로 구성되므로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
를 추가로 반영한다.
통행비용의 원단위는 가구통행실태조사가 2010
년에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승헌 외(2012)2)에서
적용한 2010년 기준의 평균유가(1,699.57원/l) 및
차량평균 연비(12.87㎞/l)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20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시간 산정을 위해 2015년 1
년간 주요 연속류 도로 및 강남지역의 주요 단속류

(한국개발연구원, 2016)를 이용하여 5㎞/h 단위로

세분하였다.

2) 이승헌 외(2012)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활용하기 위한 통행시간 가치 산정을 위해 201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유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2010년 차량 평균 연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2010년 기준 통행거리
(㎞)당 평균 통행비용 단가를 산정하였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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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산정

통행시간 표준편차 예측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고속도로 구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출
입 IC가 결정되면 선택 가능한 경로가 하나뿐이라

(13)

   ×   ×   

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통행속도 자
료를 활용하면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통행시간을

여기서   평균통행시간대비통행시간표준편차의비율

  자유통행시간대비평균통행시간의비율

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행시간대별 진출입 IC별

  통행거리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직접 산정할 수 있다.

   



≤   
≤    

⋯ 

   
     

 
    







≤ 

2. 표본의 특성 분석
(12)

≤ 



⋯  
 






여기서 
    



  진입 
 ∼   중간통과 
  진출 

본 연구에서 선택행태 자료로 활용한 353개 표본
을 살펴보면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은 184통행, 무
료도로를 선택한 통행은 169통행으로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비율은 비슷하다. 자료의 통행목적 분포를 살펴
보면 귀가 목적이 43.3%, 출근 목적이 41.4%로 통근
통행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각
  날짜
  구간속도

<표 10> 표본의 구성

≤   구간연장

무료도로 구간은 실제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를 파악

구분

유료도로
선택통행

무료도로
선택통행

계

자료 수

184
(52.1%)

169
(47.9%)

353
(100.0%)

할 수 없으므로 식 (13)과 같이 최영은(2017)이 제시한

<그림 4> 통행시간대별 표본의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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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기대할 수

<표 11> 표본의 통행목적 분포
통행목적

유료도로
선택통행

무료도로
선택통행

계

비율(%)

귀가

80

73

153

43.3

출근

79

67

146

41.4

업무

10

8

18

5.1

귀사

4

5

9

2.5

여가

4

5

9

2.5

기타

7

11

18

5.2

계

184

169

353

100.0

주: 기타통행은 배웅, 등교, 학원, 쇼핑 통행으로 구성됨.

있다는 가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표 13> 표본의 통행시간 특성
(단위: 분)

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구분

유료도로
대안
(선택)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

무료도로
대안
(선택)

평균값

36.88

47.70

31.32

35.36

최솟값

15.82

16.52

14.57

14.72

최댓값

81.45

110.88

68.20

69.72

표본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
7~8시가 14.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오전 8~
9시, 오후 7~8시가 11.9%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표 14> 표본의 통행비용 특성
(단위: 원)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과 오후의 첨두시간대에 통행
이 집중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

유료도로 선택
구분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

무료도로
대안
(선택)

평균값

5,331

4,354

4,403

3,283

최솟값

2,654

1,553

2,693

1,647

최댓값

10,347

9,324

8,310

6,229

의 특성은 실제 도로의 시간대별 통행분포와 유사
하다.
수집된 표본의 소득수준은 300~400만 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0~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12> 표본의 월소득 분포
월소득

<표 15> 표본의 통행시간 표준편차 특성
(단위: 분)

표본 수

100만 원 미만

1

100~200만 원 미만

17

200~300만 원 미만

59

300~400만 원 미만

135

500~1,000만 원 미만

106

1,000만 원 이상

무료도로 선택

유료도로
대안
(선택)

35

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구분

유료도로
대안
(선택)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

무료도로
대안
(선택)

평균값

4.75

5.05

3.74

5.39

최솟값

1.83

1.56

1.44

1.55

최댓값

10.02

12.02

6.82

12.84

표본의 통행 특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통
행시간은 유료도로 대안이 무료도로 대안보다 낮으
며, 통행시간 신뢰성 또한 유료도로가 우월한 것으

Ⅴ. 추정 결과

로 나타났다. 반면 통행비용의 경우 유료도로 대안
이 더 높았는데, 이는 통행속도가 빨라 유류비 원단

1. 혼합 로짓모형

위가 더 낮음에도 유료도로 통행료로 인해 전체 통
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의 구축

선행연구에 따르면 로짓모형의 추정에 있어 설명

결과는 유료도로 이용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선택행동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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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의 기여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

절대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수의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류시균, 2008).

승용차 이용자는 통행시간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의 변수 간 상관계수를 살

대해 더 큰 비효용을 체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펴본 결과 통행비용과 통행시간의 상관계수가

리고 전체통행 대비 첨두통행 모형이 표본 수가 적

0.70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행비용을 소

음에도 불구하고 유의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

득으로 나눌 경우 통행시간과의 상관계수가 0.374

데, 이는 첨두시간 통행의 경우 비첨두시간 대비 상

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행

대적으로 통행시간의 신뢰성이 낮고, 출근목적 등

비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변수를 활용한다.

통행시간 신뢰성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행의 비율이 높으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
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6> 변수 간 상관계수
구분

cost

cost/inc

time

std

cost

1.000

-

-

-

cost/inc

0.521

1.000

-

-

time

0.707

0.374

1.000

-

std

0.493

0.265

0.607

1.000

전체 353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 0.1533으로, 통행시간 표준편차가 포함
된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모형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시
간 계수는 -0.1130, 통행시간 표준편차 계수는
-0.1483, 통행비용의 계수는 -0.1036으로 추정되

었다. 세 변수 모두 음의 부호로 추정되어 기대에
부합하며, 통행시간의 계수는 1%, 통행시간 표준편
차의 계수는 10%, 통행비용의 계수는 5% 수준에서

<표 17> 혼합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구분

전체 표본

첨두시 표본

Random parameters
time

0.1130***

0.1183***

std

0.1483*

0.2368**

cost/income

0.1036**

0.1363**

ASCfreeway

0.2162

Fixed Parameters
0.0228

Spread of Parameters
time

0.1130***

0.1183***

std

0.1483*

0.2368**

353

231

0.1533

0.1813

N




주: 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주: 2) Random Parameters는 부호가 제약된 대칭삼각분포로 가정
하였으며, spread는 평균으로부터 최댓값과 최솟값까지의
거리로 가정하였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발시간대가 7~9시, 18~20시인 첨두

다음으로 개별 계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

231통행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

18>과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행시간

0.1813으로, 표본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모

표준편차 대비 통행시간의 개별 계수 추정 결과의

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

분포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통행시간과 통행시

타났다. 또한 통행시간 계수는 -0.1183, 통행시간

간 표준편차의 크기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표준편차 계수는 -0.2368, 통행비용 계수는 -0.1363

된다.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은 평균 약 35분 내외

으로 추정되었다. 각 변수의 부호는 기대에 부합하

인 반면,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평균 약 5분 내외이

며, 통행시간 표준편차 계수의 유의확률이 보다 높

다. 통행시간의 경우 한 단위(1분)의 변화가 전체

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한

계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통

단위의 변화가 개별 승용차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행시간 표준편차 계수의 절대값이 통행시간 계수의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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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단위의 변화가 전체 표준편차에서 차지하

거리 및 남성과 고속도로의 교차 더미변수를 추가

는 비중이 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한 모형(ML3)의 추정 결과 전반적인 유의성은 증가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각 계수의 크기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기본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33㎞ 이
상의 장거리 통행은 고속도로 통행을 상대적으로

<표 18> 개별 계수의 추정 결과
전체통행

구분

time

더 선호하며, 계수의 부호도 기대와 다르지 않은 것

첨두통행
std

time

std

으로 나타났다.

평균

0.1130

0.1483

0.1183

0.2368

5%

0.1215

0.1531

0.1274

0.2473

25%

0.1188

0.1499

0.1239

0.2405

50%

0.1152

0.1490

0.1207

0.2379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과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교통부문의 수단선택모형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로짓모형(CL)과

75%

0.1109

0.1472

0.1172

0.2347

동일한 변수로 구성된 조건부 로짓모형을 추정한

95%

0.0910

0.1414

0.0929

0.2206

결과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은 다소 감소하였다.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직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계
수의 값과 VOT, VOR의 추정결과는 혼합 로짓모형
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의 강건성을
검토한 결과 모형의 계수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추
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모형의 강건성 검토 결과

<그림 5> 전체 표본의 계수 분포
구분

2. 모형의 강건성 검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의 강건성은 크게 두 가
지 방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모형 내 변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에도 추정된 계수가 일관된 값을 가지는지 살펴본
다. 이를 위해 <표 19>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혼
합 로짓모형(ML1)을 바탕으로 일부 변수를 제외 혹
은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과 각 계수
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전
체 표본을 대상으로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를 제
외하고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변수만을 이용한 모형
(ML2)의 추정 결과 전반적인 유의성은 다소 감소하

였으나, 계수의 부호는 기대와 다르지 않으며 그 값
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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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ML1

ML2

ML3

CL

Random parameters
time

0.1130*** 0.1441*** 0.0914***

std

0.1483*

0.1675**

Fixed Parameters
0.0934***

time

0.1610**

std
cost/income
ASCfree

0.1036** 0.0827*
0.2162

0.6132

std

0.1014**

0.7058

0.1219

1.3488***

ASCfree×장거리
ASCfree×남성
Spread of
Parameters
time

0.0924*

0.4312

0.1130*** 0.1441*** 0.0914***
0.1483*

0.1675**

N

353

353

353

353



0.1533

0.1454

0.1841

0.1496

주: 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2) Random Parameters는 부호가 제약된 대칭삼각분포로 가
정하였으며, spread는 평균으로부터 최댓값과 최솟값까지
의 거리로 가정하였음.
3) ML: Mixed Logit model, CL: Conditional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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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3.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승용차 이용자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모

본 연구는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

집단 계수 기준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39,613

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 수

원/인-시간, 통행시간 가치는 30,188원/인-시간으

집한 개별 통행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와 1년간의

로 나타났으며, 첨두통행은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 SP 조사를 통

치가 46,658원/인-시간, 통행시간 가치가 23,305

해 진행되었던 국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원/인-시간으로 나타났다. 개별 계수 추정결과를

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실제 행태를 고려하기 위

이용하여 추정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와 통행시

해 현시선호 자료인 가구통행실태조사와 1년간 통

간 가치는 모집단 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무료도로 대안의 경로 가정이다. 본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와 통행시간 가치의 비

연구에서는 유료도로 대안의 경우 진출입 IC에 대

율을 의미하는 RR은 전체통행의 경우 1.31로 나타

한 정보가 있으므로 실제 통행자가 선택한 경로와

났다. 즉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축의 승용차 이용자

유사한 경로를 설정할 수 있었으나, 무료도로 이용

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통행시간 가치 대비

자의 경우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현

약 1.31배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종점 간 연간 표

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로를 가정하

준편차가 5분에서 4분으로 감소한다면 승용차 이

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가구통

용자 1인의 지불용의액은 660원이라는 것을 의미

행실태조사와 통행속도 자료의 시점 및 통행속도

한다.

자료 간의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택행태

첨두통행의 경우 RR이 2.00으로 전체통행 대비

자료인 가구통행실태조자 자료는 2010년 조사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첨

자료이나,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무료도로 통행속

두시간의 경우 비첨두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통행시

도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간의 신뢰성이 낮고, 출근 등이 목적인 통행의 비율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 승용차 이용자에 한정되어

이 높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이 더

있다는 점이다.
향후 교통부문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행시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 신뢰성 개선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

<표 20>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추정 결과

구분

전체통행

(단위: 원/인-시간)

시간 신뢰성의 변화도 예측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

첨두통행

된 국내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모집단 계수

개별 계수

모집단 계수

개별 계수

VOR

39,613

39,857

46,658

46,317

VOT

30,188

30,395

23,305

RR

1.31

23,159
2.00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통수요 예측과정에
서 통행시간 신뢰성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RR은 전체
표본은 1.31, 첨두시 통행은 2.00으로, 선행연구에
서 도출된 RR값의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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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로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척도를 설정하
고 도로등급별·차종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평가척도는 화물수송실적(톤-㎞, 톤-㎞/㎞ ), 화물자동차
통행실적(대-㎞, 대-㎞/㎞), 연료소모량(ℓ/㎞, ℓ/톤-㎞), 온실가스 배출량(kg‧CO2, kg‧CO2/톤-㎞), 사
고 심각도(건/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통행실적과 화물수송실적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고속도로 연장
이 일반국도의 3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고속도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속도로의 연료소모량은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타 도로등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용
량·장거리 특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온실가
스 배출량은 전체 도로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화물수송실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타
도로등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사고발생건수는 타
도로등급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사고 치사율은 타 도로등급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는 물류수송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화물차 대형화 장려, 저공해 화물차 운행 장려, 화물차 운행속도 하향 조
정, 화물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적재함 및 과적화물차 단속 등 향후 고속도로 물류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고속도로, 물류수송, 평가척도, 물류정책

This study sets and analyzes measure of effectiveness (MOE) by road classes and vehicle types
in terms of freight transportation. The MOE for this study include the quantity of freight transportation
(ton-㎞, ton-㎞/㎞), the number of trucks traveled (veh-㎞, veh-㎞/㎞), fuel consumption (ℓ/㎞) and
emissions (kg CO2, kg CO2/ton-㎞), the number of truck crashes (events/veh-㎞), and injury severity
(%). As the results in terms of expressways, more than 50% of both freight transportation and trucks
passed. Given that the length of the expressways is 30.1% of all types of roadways in South Korea,
they play a vital role in freight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for all trucks passing was higher
than that in other types of roadway. However, it is low if the fuel consumption is calculated with
a basic unit in light of occurring long trips with large freight capacity. More than 60% of GHG
emissions was generated but GHG emissions per the quantity of freight transportation were low. In
response to safety, fewer truck crashes occurred but fatality rate by trucks was higher than others.
Thes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implied expressways have a major role in freight transportation in
South Korea. The authors expect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elaborate freight transportation
policies, encouraging in driving large and low-emission with lower speed, and so forth.
￭ Keywords: Expressway, Freight Transportation, Measure of Effectiveness, Logistics Policy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 역할 평가 연구

Ⅰ. 서론

척도를 바탕으로 도로등급별(고속도로/일반국도/국
지도‧지방도/광역시도‧시군도), 차종별(소형화물자동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2006년 이후 8년 연속
100조 원 이상이며, 2014년은 162조 8,321억 원으

차, 중형화물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로 비교 분석
한다.

로 나타났다(권혁구‧권태우, 2016). 그 중 수송비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

69.3%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운송 분담률 (톤-

연구 검토를 통해 도로교통 관련 평가척도를 정리

㎞ 기준)은 2013년 74.2%, 2014년 76.0%, 2015년

하였으며, 3장은 고속도로의 역할 진단을 위한 평

76.2% 수준으로 타 수단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가척도를 발굴하고, 평가철도별 분석 방법론을 제

차지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6; 2015; 2014).

시하였다. 4장은 각각의 평가척도에 대해 도로등급

이로 인해 도로 운송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

별, 차종별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하

다. 2015년 기준 국내 화물수송 수단별 분담율(톤-

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향

㎞ 기준)은 도로 76.2%, 해운 18.4%, 철도 5.3%, 항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물류수송

공 0.1%로, 도로는 2001년 대비 연평균 2.7%로 증

측면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가한 반면 해운과 철도, 항공은 각각 0.9%, 0.9%,

수행 과정이다.

2.8%로 감소하였다. 해운, 철도, 항공의 비중 축소

는 도로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물류수단 및 인프라 대형화 추세와 철도 물류
수송 강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
계로 인해 아직까지는 도로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2012). 특히 고속
도로의 화물자동차 통행량은 전체 도로 부문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연장이 국

도 연장의 30% 수준임을 감안하면 물류수송 측면
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투자 정책이 고속도로에
서 민자도로, 국도, 철도 등의 타 육상 교통시설로
옮겨감에 따라 고속도로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척도를 설정하고, 정량적으로 평가
하고자 한다. 우선, 고속도로의 물류수송에 대한 역할
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설정한다. 평가척도는
수송실적, 통행실적, 수송분담률, 수송비용, 물류비용,
화물 생산성, 공차운행률, 수송경쟁력 등 다양하나, 본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기존 문헌 고찰
∙ 도로교통 평가 척도 확인
∙ 기존 연구의 차별성 제시

↓
평가 척도 설정 및 분석방법론
∙ 평가척도 선별 및 최종 평가척도 확정
∙ 최종 선정된 평가 척도별 분석방법론 설정

↓
역할 평가
∙ 화물차통행실적(대-km, 대-km/km)
∙ 화물수송실적(톤-km, 톤-km/km)
∙ 연료소모량(ℓ/km, ℓ/톤-km)
∙ 온실가스배출량(kgCO2/km, kgCO2/톤-km)
∙ 사고심각도(사고건수/대-km, 치사율(%))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제시

연구에서는 계량화 가능성과 도로등급별 비교 가능성
을 고려하여 평가척도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평가

<그림 1> 연구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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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고찰

<표 1> 물류수송 관련 평가척도
선행연구

평가척도

평가대상

권혁구‧서상범(2015)

수송실적
화물자동차통행실적
국가물류비 등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박제진(2011)

수송분담율
수송경쟁력
소음비용 등

고속도로
일반국도
철도

Cambridge
Systematics,
et al.(2010)

통행실적
수송경쟁력
연료소모량 등

도로, 철도

양정훈(2009)

연료소모량
통행실적
국가물류비 등

도로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도로등급별 구분 없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물류수송 부문
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녹색 물류
실현을 위한 연구는 철도수송 확장이 주류를 이루
고 있었다. 권혁구‧서상범(2015)는 국가별 물류체
계를 진단하기 위해 교통시설별 수송실적, 국가물
류비용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양정훈
(2009)은 연료소비량, 화물자동차통행실적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도로화물
운송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설재훈 외(2005)

김찬성‧황상규(2006)

교통접근성 등

도로, 철도

에서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수송실적 등의 평

설재훈 외(2005)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수송실적 등

도로

Mingzhou Jin et
al.(2004)

교통접근성
사고심각도
온실가스배출량 등

도로, 철도

조남건(2002)

공간적 접근도
경제적 접근도
혼잡도 등

도로

W. Bruce Allen et
al.(1993)

수송실적
수송경쟁력
교통접근도 등

도로, 철도

가척도를 활용하여 도로 교통 부문 경쟁력을 분석
하였다. 양정훈(2009)과 설재훈 외(2005)는 도로
등급별 수송기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지역별 또는 국가별 평가척도를 산출
하였다. 반면, 박제진(2011)은 고속도로, 일반국
도, 철도에 대한 수송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송
분담율, 소음비용 등의 평가척도를 활용하였으나,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교통 시설 간 비교는 일
부 평가척도만 활용되었다. 조남건(2002)과 김찬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물류수송 측

성‧황상규(2006)는 도로 확충에 따른 지역별 효과

면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를 진단하기 위해 교통접근도, 혼잡성 등의 평가

연구와 차별화된다. 기존 연구는 도로등급별 구분

척도를 이용하였으나, 수송실적, 연료소모량 등의

없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비교, 도로와 철도 등

다른 평가척도는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수단 간의 비교를 통해 교통 부문의 전반적인 평가

Mingzhou Jin et al.(2004)는 교통접근성, 사고심

를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각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교통망 성능 평가

물류수송 측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Network performance measure)를 위한 평가척

는 고속도로와 타 도로 등급 간, 화물자동차 톤급

도를 제시하였다. Cambridge Systematics, Inc.

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은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수송경쟁력, 연료

소모량 등을 평가척도로 제안하고 있다. W. Bruce
Allen et al.(1993)도 수송실적, 수송경쟁력, 교통

Ⅲ. 평가척도 발굴 및 분석 방법론

접근성 등을 교통망 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 평가척
도로 활용하였다. <표 1>은 물류수송 관련 평가척
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물류수송 관
련 평가척도를 발굴한 후, 자료 취득이 용이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화물교통 관련 8개의 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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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를 선별하였다. 그 중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

관련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물동량이라도 운송 거

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등급별(고속도

리에 따라 수송실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로/일반국도/국지도‧지방도) 분석 가능성 여부를 토

톤-㎞가 큰 도로등급은 작은 도로등급보다 수송 실

대로 평가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

적이 크다는 의미이며, 톤-㎞가 큰 도로등급은 물

의 평가척도 발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동량 수송 기여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연료소모량
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1톤의 화물을 1㎞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연료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

기존 문헌 고찰
- 교통관련 평가척도 검토
∙ 수송실적, 수송분담률, 통행실적, 수송경쟁력
∙ 연료소모량, 교통접근도, 혼잡도, 사고심각도
∙ 도로변 소음비용,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국가물류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

다. 마지막으로 사고심각도는 1대의 화물자동차를
1㎞ 수송할 때 발생하는 사고건수와 사고발생건수

당 사망자수의 비율인 치사율을 의미한다.

Ⅳ. 고속도로 역할 평가

예비 평가척도 선정
- 평가기준
∙ 자료취득 용이성, 정량화 가능성
- 예비 평가척도 선정
∙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화물수송실적, 수송경쟁력
∙ 연료소모량, 온실가스배출량, 교통접근도, 사고심각도
∙ 도로변 소음비용,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국가물류비
(10개 평가척도)

↓
최종 평가척도 선정
- 평가기준
∙ 도로등급별 분석 가능성
- 최종 평가척도 선정
∙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화물수송실적
∙ 연료소모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고심각도
(5개 평가척도)

1.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화물자동차 통행실적은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거나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도별 도로등
급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은 차종별‧도로등급별 교
통량 및 주행거리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KTDB에서 배포하고 있는 2013~
2015년 기준 O/D와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였다.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분석결과, <표 3>과 같이
2015년 기준 전체 화물자동차 통행실적은 총
10,437만 대-㎞이며, 그 중 고속도로의 통행실적은

<그림 2> 평가척도 발굴 과정

5,787만 대-㎞로 전체 화물자동차 통행실적의
55.5%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국도의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척도는 <표 2>와 같이 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은 2,375만 대-㎞로 전체의

로등급별 교통수단별 화물수송실적(톤-㎞, 톤-㎞/

22.8%를 차지하였다. 화물자동차 차종별 통행실적

㎞ ), 화물자동차 통행실적(대-㎞, 대-㎞/㎞), 연료

분석결과, 고속도로에서통행실적이 가장 높은 차종

소모량(ℓ/㎞, ℓ/톤-㎞), 온실가스 배출량(kg‧CO2,

은 통행량이 많은 소형화물자동차로 나타났으며,

kg‧CO2/톤-㎞), 사고 심각도(건/대-㎞, %)이다. 화

다음으로 대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순으로

물자동차 통행실적은 화물자동차의 수송효율을 나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비중은

타낸 것으로 화물자동차가 ㎞당 실제 운행한 실적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소폭 감소하는 것

을 의미한다. 화물수송실적은 ㎞당 화물 물동량과

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도‧시군도는 화물자동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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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척도별 분석 방법론
평가척도

단위

분석방법론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대-㎞/일
대-㎞/㎞



   ×   

    



 톤    

화물수송
실적

  : 도로등급별･차종별 화물자동차 교통량
(대/일)
  : 통행거리(㎞)





  대    



  

    

톤-㎞/년
톤-㎞/㎞



 



  : 도로등급별･차종별 화물자동차 교통량
(대/일)
  : 적재톤수(톤)
  : 통행거리(㎞)
   : 도로등급별‧차종별 대-㎞
 : 도로등급(1: 고속도로, 2: 일반국도,
3: 국도‧지방도, 4: 시군도)
 : 화물자동차(1: 소형, 2: 중형, 3: 대형)

 ×   ×   

,

  

 


    





연료
소모량

ℓ/㎞
ℓ/(톤-㎞)

   

 ×   

   

 ×    

  

  

온실가스
배출량

kgCO2/년
kgCO2/톤-㎞‧년

사고건수/대-㎞‧년

  : 배출계수
 : 전체링크
 : 화물자동차(1: 소형, 2: 중형, 3: 대형)



      ×  톤   
  









 

사고
심각도

  : 연료소모계수
  : 링크 교통량

 : 통행실적 대비 사고건수



≤  : 치사율

  


 : 사고발생건수


≤    × 


 : 사망자수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2010),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김종현(2011), 도로화물 환경지표 산정방안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1), 전국 지역간 화물 기종점통행량(O/D) 조사.

<표 3> 연도별 도로등급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단위: 천대-㎞)

구분

2013년
소형

증형

대형

2014년
전체

소형

증형

대형

2015년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고속도로 통행실적

19,952 11,688 19,908 51,548 20,511 12,060 20,151 52,721 23,882 14,033 19,957 57,873

일반국도 통행실적

11,083

4,969

6,079 22,131 10,534

4,469

5,383 20,386 13,015

5,128

5,609 23,752

국지도‧지방도 통행실적

5,211

2,416

2,700 10,327

5,218

2,289

2,463

9,970

6,369

2,608

2,529 11,506

광역시도‧시군도 통행실적

7,301

2,019

2,224 11,544

6,778

1,709

1,906 10,394

7,433

1,909

1,899 11,242

도로 전체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43,547 21,093 30,911 95,551 43,041 20,527 29,902 93,470 50,699 23,679 29,995 104,373
주: KTDB 분석용 네트워크 type 중 고속도로는 101/102(도시고속화도로 포함, 일반도로는 103, 국지도‧지방도는 105/106, 광역시도‧시군도
는 104/107

행실적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통행실적은 통행실적(대-㎞)을 연장으로 나누어 산

다. <그림 3>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연장 대비

정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고

통행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속도로가 13.8천 대-㎞/㎞로 가장 효율성이 좋으

도로등급별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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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도로등급별 연장 대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단위: 천대-㎞/㎞)

구분

2013년
소형

증형

대형

2014년
전체

소형

증형

대형

2015년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고속도로 통행실적

4.85

2.84

4.84 12.54

4.96

2.91

4.87 12.74

5.70

3.35

4.76 13.80

일반국도 통행실적

0.80

0.36

0.44

1.60

0.76

0.32

0.39

1.46

0.93

0.37

0.40

1.70

국지도‧지방도 통행실적

0.29

0.13

0.15

0.57

0.29

0.13

0.14

0.55

0.35

0.14

0.14

0.64

광역시도‧시군도 통행실적

0.13

0.04

0.04

0.21

0.13

0.03

0.04

0.19

0.13

0.03

0.03

0.20

도로 전체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0.48

0.23

0.34

1.05

0.48

0.23

0.33

1.04

0.55

0.26

0.33

1.14

물자동차별 평균적재톤수1) 및 평균통행거리를 이
용하여 도로등급별 차종별 화물수송실적(톤-㎞)을
산정하였다. 도로 화물수송실적은 <표 5>와 같이
2015년 기준 132,382백만 톤-㎞이며, 그 중 고속

도로의 화물수송실적은 84,916백만 톤-㎞로 도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다. 도로등급별 화물수송
실적은 고속도로가 화물수송실적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국도, 국지도‧지방도 및 광역시도‧시
군도 순이다. 차종별 화물수송실적은 주로 장거리
<그림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연장 대비 통행실적

운송을 하는 대형화물자동차가 104,142백만 톤-㎞
로 가장 크며, 중형화물자동차가 19,075백만 톤-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물자동차가

㎞, 소형화물자동차가 9,154백만 톤-㎞로 나타났

고속도로 통행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화물수송실적

다. 2015년 차종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통행실적

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고속도로는 2014년 감소하

효율성 비교 결과, 소형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가

다가 2015년 다시 증가하였다. 화물수송실적의 효

일반국도의 6.1배, 중형화물자동차가 9.1배, 대형

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장 대비 화물수송실적은

화물자동차는 11.8배 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

화물수송실적을 연장으로 나누어 백만 톤-㎞/㎞를

타났다. 이는 대형화물자동차는 주로 장거리 통행

산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산정 결과, 2015년

이 많기 때문에 일반국도보다 고속도로를 선호하기

기준 도로 전체 연장 대비 화물수송실적은 1.44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 톤-㎞로 나타났다. 그 중 고속도로는 20.3백만
톤-㎞/㎞로 효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2. 화물수송실적

결과는 일반국도의 10.9배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화물 운송 시 고속도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수송실적은 물류수송 비중을 파악할 수 있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링크별 배정교통량, 화

1) 한국교통연구원(2011) 연구 중 화물자동차 일평균 적재톤수(소형(1.3톤), 중형(5.3톤), 대형(25.0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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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도로등급별 화물수송실적
(단위: 백만톤-㎞)

구분

2013년
소형

증형

고속도로 통행실적

3,232

일반국도 통행실적

1,795

2014년

대형

전체

증형

8,447 62,012 73,690

3,603

9,451 68,065 81,118

4,312 11,305 69,299 84,916

3,591 18,937 24,323

1,850

국지도‧지방도 통행실적

844

1,746

8,409 10,999

광역시도‧시군도 통행실적

1,183

1,459

6,928

도로 전체 통행실적

2015년

소형

9,570

7,053 15,243 96,285 118,582

대형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3,502 18,182 23,534

2,350

917

1,794

8,318 11,029

1,150

2,101

8,782 12,033

1,191

1,339

6,439

1,342

1,538

6,595

8,969

7,560 16,086 101,004 124,650

4,131 19,476 25,957
9,476

9,154 19,075 104,152 132,382

<표 6> 연도별 도로등급별 연장 대비 화물수송실적
(단위: 백만톤-㎞/㎞)

구분

2013년
소형

증형

2014년

대형

전체

소형

증형

2015년

대형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고속도로 통행실적

0.79

2.05

15.08

17.92

0.87

2.28

16.45

19.60

1.03

2.70

16.53

20.25

일반국도 통행실적

0.13

0.26

1.37

1.76

0.13

0.25

1.30

1.69

0.17

0.30

1.40

1.86

국지도‧지방도 통행실적

0.05

0.10

0.47

0.61

0.05

0.10

0.46

0.61

0.06

0.12

0.49

0.67

광역시도‧시군도 통행실적

0.02

0.03

0.13

0.17

0.02

0.02

0.12

0.17

0.02

0.03

0.12

0.17

도로 전체 통행실적

0.08

0.17

1.05

1.30

0.08

0.18

1.12

1.38

0.10

0.21

1.13

1.44

<그림 4> 차종별 속도별 연료소모량 회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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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량이다. 톤-㎞당 화물자동차 연료소모량은 도로

3. 연료 소모량

등급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투

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차종별 비교 결과, 중형

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2010)에서는 차종별 10

화물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은 매우

㎞/h의 속도를 1㎞/h 단위로 변환하여 차종별 속도

높게 나타났으나, 대용량·장거리 특성을 감안하면

별 연료소모량에 대한 2차 회귀식을 도출하였다(<그

연료소모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림 4> 참조). 2015년 도로등급별 차종별 1일 연료소

8>은 연도별 도로등급별 화물수송실적 대비 연료소

모량은 <표 7>과 같다. 도로 등급별 1일 연료소모량

모량을 차종별로 비교한 것이다.

산정 결과,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도로등급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연료소모량이 높은 이유는 교통량과
과속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대형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이 가장 크며, 소형화
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7> 1일 연료소모량(2015년)
(단위: ㎘, %)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합계

고속도로

2,684
(50.7)

2,991
(64.3)

7,538
(68.2)

13,213
(62.9)

일반국도

1,246
(23.6)

884
(19.0)

1,946
(17.6)

4,075
(19.4)

국지도
․ 지방도

599
(11.3)

439
(9.4)

873
(7.9)

1,911
(9.1)

광역시도
․ 시군도

760
(14.4)

340
(7.3)

696
(6.3)

1,796
(8.6)

합계

5,289
(100.0)

4,654
(100.0)

11,052
(100.0)

20,996
(100.0)

주: ( )는 도로등급별 연료소모량 비율(%)을 나타냄

2015년 기준 도로등급별‧차종별 연료소모량 비

교 결과, 도로 전체에서 연료소모량은 승용차
(54.3%), 대형화물자동차(21.4%), 소형화물자동차
(10.3%), 중형화물자동차(9.0%), 버스(5.0%)로 나타

났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42.0%, 대형
화물자동차가 29.8%, 중형화물자동차가 11.8%, 소
형화물자동차가 10.6, 버스가 5.7%를 차지하였다
(<그림 5> 참조). 화물수송실적 대비 연료소모량(ℓ
/톤-㎞)은 연료소모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로써 1톤을 1㎞ 수송하는데 사용한 연료소

<그림 5> 도로등급별 차종별 연료소모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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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도로등급별 화물수송실적 대비 연료소모량
(단위: ℓ/톤-㎞)

2013년

구분

2014년

2015년

소형

증형

대형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소형

증형

대형

전체

고속도로 통행실적

0.24

0.10

0.04

0.06

0.23

0.10

0.04

0.06

0.23

0.10

0.04

0.06

일반국도 통행실적

0.21

0.09

0.04

0.06

0.20

0.08

0.04

0.06

0.19

0.08

0.04

0.06

국지도‧지방도 통행실적

0.21

0.08

0.04

0.06

0.20

0.08

0.04

0.06

0.19

0.08

0.04

0.06

광역시도‧시군도 통행실적

0.24

0.09

0.04

0.07

0.22

0.08

0.04

0.07

0.21

0.08

0.04

0.07

도로 전체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0.23

0.10

0.04

0.06

0.22

0.09

0.04

0.06

0.21

0.09

0.04

0.06

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많이 배출됨을 알 수 있었다

4. 온실가스 배출량

(<표 10> 참조).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종별·속도별 온실가스 배
출계수 및 주행거리를 통해 산정하였다. 온실가스

<표 10> 도로등급별,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  ) 배출계수는 <표 9>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

(단위: kg‧CO2/일, %)

단‧한국교통연구원(2010) 연구의 차종별 배출계수

구분

소형
화물자동차

중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6,770,904
(47.78)

8,078,752 20,105,442 34,955,098
(61.68)
(65.92)
(60.48)

일반국도

3,457,857
(24.35)

2,619,806
(20.00)

5,691,638 11,769,301
(18.66)
(20.36)

국지도‧
지방도

1,685,949
(11.87)

1,333,812
(10.18)

2,592,203
(8.50)

5,611,964
(9.71)

광역시도‧ 2,285,174
시군도
(16.09)

1,066,390
(8.14)

2,112,739
(6.93)

5,464,303
(9.45)

를 적용하였으며, 주행거리는 KTDB에서 배포한
2013~2015년 O/D 및 네트워크 자료를 통해 링크

별 배정교통량 및 링크길이를 산정하였다. 도로등
급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속도로의 온실가스 배출
은 전체 도로 중 60.5%를 차지하며, 그 밖에 일반
국도는 20.4%, 국지도‧지방도는 9.7%, 광역시도‧시
군도는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
형화물자동차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타 도로등급

합계

대형화물
자동차

합계

14,199,883 13,098,760 30,502,022 57,800,666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는 도로등급별 연료소모량 비율(%)을 나타냄

<표 9>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식
(단위: g/㎞)

구분

배출계수 산정식

승용차

   (65㎞/h 이하)
      (65㎞/h 이상)

버스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

화물
자동차

소형

   (65㎞/h 이하)
      (65㎞/h 이상)

중형

     

대형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통연구원(2010),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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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율은 68.6~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은 승용차로 전체 차량의 84.0%를 차지하고

2015년 기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실적 대

있다. 그 중 화물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13.8%를 차

비 사고발생건수는 0.018로써 타 도로등급에 비해

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은 2015년 기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고속도로 화물자

고속도로에서의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동차 치사율은 약 10.37%로 타 도로등급에 비해

것이다.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표 13>은 연도별 도로등급
별 차종별 통행실적 대비 사고건수 및 치사율을 나

<표 11> 고속도로의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타낸 것이다.

(단위: kg‧CO2/일, %)

구분

승용차

버스

온실가스
212,963 5,527
배출량
비율

84.03

2.18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합계

6,771

8,079 20,105 253,445

2.67

3.19

7.93

100.00

6.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물류수송 기능을 평가하
기 위해 도로등급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화물수
송실적, 연료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고심각

화물실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결과, 고속
도로, 일반국도, 국지도‧지방도, 광역시도‧시군도 순
으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며, 연간 화물수송실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속도로 0.15, 일반국도와
국지도‧지방도 0.17, 광역시도․시군도가 0.21 순으로
고속도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화물수송실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2015년)
구분

화물수송 연간 화물수송실적
온실가스배출량
실적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kg‧CO2/년)
(백만톤-㎞) (kg‧CO2/톤-㎞)

도를 분석하였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
의 비중을 평가하는 화물자동차 통행실적(2015년
기준)은 57,873천 대-㎞로 전체 도로 중 고속도로
의 비중이 55.5%에 달한다. 또한 고속도로 화물수
송실적은 2015년 기준 84,916백만 톤-㎞로 전체
도로의 수송실적 중 64.1%를 차지한다. 전체 고속
도로 연장이 국도 연장의 30.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도로화물수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도
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은 일반국
도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연료소모량보다 높게

고속도로

12,758,610,696 84,916

0.15

일반국도

4,295,794,906

25,957

0.17

국지도‧지방도 2,048,366,730

12,033

0.17

광역시도‧시군도 1,994,470,713

9,476

0.21

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대용량·장거리 특성을

0.16

감안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화물수송실적 대비

도로 전체

21,097,243,045 132,382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연료소모량이 높은 이유는
많은 교통량과 높은 통행속도 때문일 것으로 판단

연료소모량을 비교하면, 고속도로의 연료소모량은

5. 사고 심각도

일반국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에서의 연료소모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2015년 도로등급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분석결

결과로 볼 때,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경제적

과, 전체 185,637건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 비율은

인 통행속도 유지와 화물자동차 대형화 정책 등은

전체의 2.3%(4,249건)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

화물자동차 연료소모량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

며, 광역시도‧시군도의 경우 전체의 80.65%를 차지

단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소모량과 매우 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화물자동차 사고 비

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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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도별 도로등급별 차종별 통행실적 대비 사고건수 및 치사율
2013년

구분

발생건수
(건)

승용차

화물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2,057

213

744

2,308

252

801

2,913

304

1,032

일반국도

10,590

1,242

3,802

10,103

1,155

3,471

10,232

1,108

3,522

국지도·지방도

11,522

1,405

3,463

11,872

1,369

3,361

12,120

1,286

3,403

특별광역시도·시군도 110,071

11,864

17,375 113,059

12,044

18,337 118,628

11,983

19,106

25,384 137,342

14,820

25,970 143,893

134,240

14,724

14,681

27,063

고속도로

126

30

123

126

21

113

102

25

107

일반국도

545

49

237

428

39

218

448

45

218

국지도·지방도
특별광역시도·시군도
합계

천대-㎞

350

44

225

330

43

178

310

45

171

1,412

234

511

1,398

240

507

1,397

235

449

1,096

2,282

343

1,016

2,257

350

945

51,548 158,781

8,999

52,721 162,282

9,041

57,873

20,386 116,399

2,433

357

고속도로

146,501

8,966

일반국도

106,674

2,828

22,131 107,066

2,628

국지도·지방도

46,512

1,180

10,327

53,571

1,210

9,970

57,589

11,544

91,272

3,265

10,394

97,816

95,551 410,691

16,102

2,521

23,752

1,235

11,506

3,336

11,242

특별광역시도·시군도

94,203

3,327

합계

393,889

16,301

0.014

0.024

0.014

0.015

0.028

0.015

0.018

0.034

0.099

0.439

0.172

0.094

0.440

0.170

0.088

0.439

0.148

0.248

1.191

0.335

0.222

1.131

0.337

0.210

1.041

0.296

1.168

3.566

1.505

1.239

3.689

1.764

1.213

3.592

1.700

0.341

0.903

0.266

0.334

0.920

0.278

0.331

0.910

0.259

고속도로

6.13

14.08

16.53

5.46

8.33

14.11

3.50

8.22

10.37

일반국도

5.15

3.95

6.23

4.24

3.38

6.28

4.38

4.06

6.19

고속도로
통행실적
일반국도
대비 사고
국지도·지방도
건수
(건/천대 특별광역시도·시군도
-㎞)
합계

치사율
(%)

버스

2015년

고속도로

합계

사망지수
(명)

2014년

93,470 434,086

16,133 104,373
0.018

국지도·지방도

3.04

3.13

6.50

2.78

3.14

5.30

2.56

3.50

5.02

특별광역시도·시군도

1.28

1.97

2.94

1.24

1.99

2.76

1.18

1.96

2.35

합계

1.81

2.42

4.32

1.66

2.31

3.91

1.57

2.38

3.49

주: 화물열차 공중‧여객교통사고 발생현황은 국토해양부 고시(철도사고 등에 보고에 관한 지침, 제2012-517호) 자료를 활용
자료: 국토교통부(각년도), 2013, 2014, 2015년 국토교통통계연보 중 도로현황 자료

<표 14> 물류수송 측면에서의 도로등급별 역할 평가 종합(2015년)
구분
화물자동차
통행실적
화물
수송실적
연료소모량
온실가스
배출량
사고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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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국지도

광역시도·시군도

천대-㎞/일

57,873

23,752

11,506

천대-㎞/㎞

13.80

1.70

0.64

11,242
0.20

백만톤-㎞/년

84,916

25,957

12,033

9,476

백만톤-㎞/㎞

20.25

1.86

0.67

0.17

kℓ/일

13,213

4,075

1,911

1,796

ℓ/톤-㎞

0.06

0.06

0.06

0.07

kg  /일

34,955,098

11,769,301

5,611,964

5,464,303

kg  /톤-㎞

0.018

0.148

0.296

1.700

건/천대-㎞

0.02

0.15

0.30

1.70

%(치사율)

10.37

6.19

5.0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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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이 중 주

탕으로 화물차 대형화 장려, 저공해 화물차 운행 장

로 대용량 및 장거리 운송하는 중형화물자동차 및

려, 화물차 운행속도 하향 조정, 화물차 배출가스

대형화물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관리 강화, 적재함 및 과적화물차 단속 등 고속도로

친환경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중형화물자동차와 대

의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본 연구는 각 분석결과에 따른 원인 및 개선방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기술 개발을 함께 고려해

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도로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실적 대

등급에 대한 역할 진단 평가척도 분석이 세밀하게

비 사고건수는 다른 도로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또

이루어졌으나, 교통수단별(철도, 해운, 항공) 비교

한 2015년 기준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치사율은 타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교통수단별

도로등급에 비해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고속

비교 분석을 통하여 고속도로의 실태를 면밀하게

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인명피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고속도로에 대한 분

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물류수송 경쟁

석만 수행하였으나, 물류수송 측면에서 지역별 특

력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성 측면에서 다양

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속도로 축별로도 차이가 클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수송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고속도로 축별 분석이 필요

부문에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평가한 분석 결과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3

<표 14>와 같다.

~2015년까지만 분석하였으나, 장래 예측을 통해

고속도로의 역할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물류수송 측면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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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지역 간 통행에 있어서 시간가치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속철도에 대한 선호도와 수단분담
율이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수송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고속철도 수
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객서비스와 역사 내 부대시설 등 고속철도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9개 고속철도역에 대한 각 역사와 주차
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철도역 이용 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철도이
용객 증가로 주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역의 P&R 주차시설은 대부분
부족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 주차장 시설규모, ②
주차요금, ③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④ 주차수요 관리, 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중요도 만
족도 분석(ISA)을 이용하여 각 철도역의 주차장 서비스 만족도 지수(CSI)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 주제어: 철도역 서비스, 철도역 주차장, 중요도 만족도 분석(ISA), 서비스 만족도 지수(CSI)

As the value of time for transportation system users recently increased in modern societies, more
travelers prefer using high speed railway than ever before. Consequently, ridership of high speed
railway users in the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modes continuously increased. With this background,
studies on improving the service level of high speed railway stations are necessary for responding
to the railroad users’ needs which directly affect the ridership of the railway transport.
This study conducted the user’s perception survey at the 9 major railway stations and their parking
facilities and analyzed the inconvenience factors. Regardless of the continuous growth of demand for
using railway stations and parking facilities, parking capacities of railway stations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the user’s needs.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of the railway station and parking, this
study conducted the quantitative comparison analysis of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SI) on railway
station’s parking services by implementing the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 approach on:
① size of parking facility, ② level of parking fee, ③ parking information and operation service, ④
parking demand management, and ⑤ illegal parking enforcement.
￭ Keywords: Railway Station Services, Railway Station Parking,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ISA), Customer Satisfaction Index (CSI)

중요도 만족도(ISA) 분석을 이용한 철도역 주차장의 서비스 평가

Ⅰ. 서론

9개 각 역사와 주차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철도역

이용 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① 역사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2단

내 편의시설, ② 역사 내 매장, ③ 역사내부 안내표

계구간 동대구-부산 개통과, 호남고속철도 오송-

시, 시설 미흡, ④ 접근 교통수단 불편, ⑤ 주차불

광주송정 구간 개통(2015 4월) 등 고속신선 건설

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철도이

과 기존선 구간에 고속철도를 직결 운행에 따라

용객 증가로 인해 주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KTX 수송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 그리고

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역의 주차시설은 대부분 노

근년 지역간 통행시간가치의 증가에 따른 고속철

상에 평면적 구조로 설치되어 P&R(Park and

도 이용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적 통행목적을

Ride) 주차면 공급이 대부분 부족한 상황에 있다.

위한 교통수단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비중이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철도역 주차장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철도공

용 시 불편사항을 비롯하여, 중요도 만족도 분석

사, 2016).

(ISA,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을 통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도 장래 거점도시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 철도역 주차장 특성

권의 육성과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에 맞는 시설확충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위해서 정차지역 기준으로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

자 한다.

비율을 46%에서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고속
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거점 간 고속화
일반철도(250㎞/h급 내외)를 건설하여 전국을 단

Ⅱ. 기존 연구 고찰

일 생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 주요 거점 간의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국토교통부, 2016).

철도서비스는 일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
동하기 위해 열차라는 이동수단과 철도인력, 역

한편 코레일 단독의 고속철도 운송시장에 신규

사내·외의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등 인적, 물적

사업자 ㈜SR2)가 설립되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및 기술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객에게

SRT가 시종착역인 수서역에서 경부고속선과 호남

제공되는 유·무형의 수송서비스이다(조혜정 외,

고속선을 코레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7).

수도권 지역에서 고속철도 접근성 변화와 운영주

고속철도 서비스의 주요 속성과 관련된 선행연

체 간 서비스 경쟁 등으로 인해 고속철도 수송수요

구로 박흥순과 주용준(2007)은 고속철도의 서비스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객서비스와 운임수준, 역

품질과 승객만족이 재탑승 의사와 타인에게 고속

사시설 등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속철도 서비

철도의 추천의사에 미치는 상호관련성을 연구하였

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

고, 5개의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운행요인(신속성,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성, 정확성, 신뢰성), 정보요인(예약 및 발권,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의 주요

자동화, 운행정보, 전화안내), 시설요인(좌석의 편

1)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경전선(2010년 12월), 전라선(2011년 10월), 인천공항철도(2014년 6월), 동해선(2015년
4월), 경강선(2017년 12월) 등의 기존 노선과 고속철도를 직결 운행하고 있으며, KTX 연간 수송실적(2011~2015년)은 연
평균 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 ㈜SR은 2013년 12월 설립(정부로부터 고속철도사업면허 발급) 이후, 2016년 12월 9일 SRT 개통, 2017년 6월 SRT
1,000만 고객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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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 소모품 제공, 인테리어 등)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

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 이용 시 주요 서

그리고 철도이용자 중심의 정책연구(한국교통연

비스항목으로 역사 내 편의시설, 매장, 역사내부

구원, 2016) 외에도 이용자 측면에서 평가한 사례

안내표시, 시설미흡과 접근 교통수단 및 주차불편

는 대체적으로 탑승전, 탑승중, 탑승후로 구분하거

항목 등을 조사하고, 특히 철도역의 P&R 주차시설

나, 고속철도서비스 특성별로 이용자 접근단계, 대

은 대부분 부족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기 때

기단계, 이동단계, 타 교통수단과 환승단계의 4단

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 주차장 시설규모,

계,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승차권 예약과 발권, 승

② 주차요금, ③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④

차대기, 열차탑승, 열차내 서비스, 편의시설, 목적

주차수요 관리, 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ISA을 실

지 도착과 대중교통분야까지 세분화하기도 한다.

시하고자 하였다.

김장욱과 구숙경 외(2013)는 철도 이용객이 철
도 이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으로 ①
이동시간, ② 시간의 정확함, ③ 배차간격, ④ 운임,

Ⅲ. 철도역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⑤ 안전운행, ⑥ 역 접근의 용이함, ⑦ 서비스의 친
절함 등 7개를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를

1. 설문조사 개요

병행하여 중요도 만족도를 조사하고, 중요도 성취
도 분석(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을 활용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철도서비스에 대

주요 9개 고속철도역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 및
서비스 설문조사를 <표 1>과 같이 실시하였다.

한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특성을 평가 분석하였다.
조혜정 외(2017)는 고속철도 서비스공간에서의 이

<표 1> 설문조사 표본수 산정
(단위 : 인, 매)

용객 경험(열차 탑승 전, 중, 후)을 중심으로 서비
스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서비스유형을 측정항목으

구분

1일 철도
이용객

표본매수
산정

조사
유효표본수

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적

광명역

10,767

300

298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역

23,618

300

300

오송역

5,821

290

300

광주송정역

5,540

290

299

익산역

6,193

290

308

열차이용에 따른 부가적 서비스도 중요하게 인식

동대구역

26,599

300

201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평

신경주역

2,590

270

300

부산역

25,834

300

300

울산역

7,424

290

300

계

114,386

2,630

2,606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철도 이용객들은 여객수송
을 위한 기본적인 철도서비스 외에도 역사시설 및

가항목에 대한 가치의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기법으로 ISA가 주로 활용되고 있
다(Martila and James, 1977). 또한 IPA과 달리

주: 신뢰수준 95%, 목표정도 5%, 표본비율 0.45로 설정

ISA는 각 서비스 평가를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가

이드라인과 문제점 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

조사내용은 통행특성(이용수단, 주차장소 등)과

법이기 때문에 경영학, 교육, 도시, 환경, 조경, 교

역사와 주차장의 불편사항 및 중요도, 만족도 등을

3) 교통분야의 경우 ISA를 이용하여 주차장,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버스서비스 평가항목에 관한 적용사례 등이 있으며,
Manssour A.(2013) 연구에서는 공항서비스에 대해 ISA 외에 만족도지수(CSI)을 산정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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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역별 조사매수의 경우 철도역 이용객

지하철(전철) 16.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철도역

산정공식4)을

별 교통여건에 따라 접근교통수단 분담율은 다소 차이

수에 대한 표본수

이용하여 최소 표

본수는 2,630매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총 9

가 있다.

개역 각 역당 평균 300매 기준으로 조사한 유효표
본수 2,606매를 분석하였다.

2. 일반 현황
설문응답자의 총 2,606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
펴보면 20대 3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
대 24.7%, 40대 18.5%. 50대 13,8%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1,552명
59.6%, 여성 1,054명 40.4%로 나타났으며,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회사원이 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생 28.8%, 자영업 15.0% 순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2> 접근교통수단별 분포

3. 철도역 이용에 관한 의견
가. 철도역 이용시 불편사항
철도역 이용 시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이 ① 역사
내 편의시설, ② 역사 내 매장, ③ 역사내부 안내표
시, 시설 미흡, ④ 접근 교통수단 불편, ⑤ 주차불
편 등에 대하여 각 역사와 주차장이용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하였다.
9개 철도역을 집계한 결과 이용 시 불편사항은

역내편의시설이 3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표 2> 철도역 이용시 불편사항
<그림 1> 설문응답 직업분포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고속철도(KTX+SRT) 이용
객 1,848명 70.9%이며, 그 외 일반열차(새마을, 무
궁화) 16.0%, 마중배웅이 7.9%로 나타났다.
철도역 접근교통수단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30.0%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버스 27.5%, 택시 21.9%,

구분
역내편의시설
역내매장

빈도
791
481

구성비
30.4%
18.5%

역내안내표시, 시설 미흡
접근교통수단 불편
주차 불편

277
580
380

10.6%
22.3%
14.6%

기타
합계

97
2,606

3.7%
100.0%

   
4) 조사표본수  
, 여기서 N :모집단의 크기, z :95% 신뢰수준, 1.96, p :목표정도(관찰치), 0.5, d :표본
     
비율 0.45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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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교통수단 불편 22.3% 순이다. 그리고 예상외

항목 중에서는 주차요금이 비쌈이 19.0%로 가장

로

의견이

많다. 그 다음으로 주차공간 부족 15.0% 주차장관

18.5%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승차대기, 마중배

리서비스 불편 10.5% 순으로 나타났다. 주차요금

웅 시간 등에 역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양

의 경우 부산역과 광명역의 기본요금(30분)이 각각

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1,500원, 1,200원으로 가장 높아서 불편한 비율이

수 있다.

38%, 32% 차지하고, 동대구역과 울산역의 경우

역내매장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각 철도역별 이용 시 불편사항은 역사 내 편의

1,000원이지만 32%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신경

시설의 경우 대전역 35.0%, 부산역 34.6%. 신경주

주역, 광주송정역, 익산역은 대체적으로 낮게 응답

역 33.6%로 많고, 접근 교통수단 불편은 <그림 3>

하고 있다.

에서 체크된 울산역 31.1%, 신경주역 28.7%이며.
주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주차요금이 비싸서 불

<표 3> 철도역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

편하게 느끼는 역은 울산역 26.8%, 광주송정역

구분

빈도

구성비

22.4%, 신경주역 18,2%, 동대구역 16.4%, 오송역

주차 공간 부족

391

15.0%

주차안내시설 없음

250

9.6%

주차요금 비쌈

496

19.0%

주차장관리서비스 불편

274

10.5%

주차장 노후

250

9.6%

기타¸무응답

945

36.3%

합계

2,606

100.0%

16.2% 순으로 나타났다.

나. 철도역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
철도역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한 사항은 비교적
무 응답률(36.3%)이 높게 나타났지만, 설문 응답한

<그림 3> 철도역 이용시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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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도역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

Ⅳ. 철도역 주차장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2사분면
(Concentrate Here)에 속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중요도에 만족도가 미치지 못하므로 현재보다 향

1. 분석 개요

상시키는 관리가 필요하다.

ISA는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만족

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먼저 중요도를 평
가하고 실제 이용 후의 느낀 정도를 평가하여 비
교분석하는 기법으로써 Martilla & James(1977)
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쉽고 단순하게 활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평가에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 주차장 서비스에 대한 중
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 평가 점수5)를 2차원 격자
의 4개 사분면에 전체 평균값을 나타내게 된다.
다음 <그림 5>에서 1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에 위치한 항목들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그림 5> ISA 개념도

5) 주차장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관리,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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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분면(Low Priority)은 해당 항목에 대해 중요

2. 철도역 주차장의 서비스 만족도 지수

하게 여기지 않고 만족도 모두 낮아 우선순위가 낮
다. 4사분면(Possible Overkill)은 고객들이 중요도

철도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과

이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영역이다(Manssour

철도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철도서비스 품질평

A., 2013).

가를 제도화하여6), 지난 2006년부터 평가가 이루

ISA 분석결과 5개 주차서비스 항목 모두가 중요

어져 왔으며 2016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철도

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운영자에게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여 향

불법주차단속의 경우 4사분면에 위치하여 만족도

후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가 2.98로 가장 낮다. 주차요금과 주차장 시설규모

평가지표는 기존 실태자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

는 중요도가 3.86과 3.83으로 가장 높은 반면, 만

여 시행하며, 공급성, 안전성, 고객만족도 등 항목

족도는 3.05과 3.11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각 철

별 가중치를 정량화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철도역

도역주차장의 서비스 만족도지수(CSI, Customers

P&R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진

Satisfaction Index)를 반영하여 주차수급의 불균

바 없다.

형을 해소할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주차수요 관리는 중요도가 3.54로
가장 낮고, 만족도는 3.0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개 철도역에 대하여 서
비스 만족도지수(CSI)를 다음 식과 같이 정량적으
로 분석한다.7)

지만, 주차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철도역(광주송
정역, 광명역 등)은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거나

,

탄력요금제를 도입하여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서비스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서

 : 각 평가항목(k)에 대한 만족도 지수

 : 중요도 가중치

 : 중요도 평균치 지수(Index)

CSI는 다음 순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① 평가항목별 중요도 평균치(A)
② 가중치 인자(weight factor) (B) = (A) / ( A)
③ 평가항목별 만족도 평균치(C)
④ 가중치 값(weight score) = (B) × (C)
⑤ 가중치 비율(weight percentage)
Importance

<그림 6> 철도역 주차장에 관한 ISA 결과

= ((B)×(C)) × 100

⑥ 마지막으로 CSI = (가중치 비율 / 5) * 100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철도사업자: 철도공사(고속․일반․광역․PSO노선․화물), SR(고속), 공항철도(광
역), 신분당선·경기철도(광역)가 운영하는 철도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7) Zalina et al.(2009) 연구에서 항공사 서비스 만족도 지수(CSI)를 산정하여 제시하였다(Manssour 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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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9개 철도역의 주차장 중요도 만족도 조사 결과(Weightage 레벨과 점수)
구분
①
②
부산역 ③
④
⑤
①
②
광주
③
송정역
④
⑤
①
②
광명역 ③
④
⑤
①
②
오송역 ③
④
⑤
①
②
대전역 ③
④
⑤
①
②
익산역 ③
④
⑤
①
②
울산역 ③
④
⑤
①
②
동대구역 ③
④
⑤
①
②
신경주역 ③
④
⑤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시설규모
주차요금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 단속

중요도
평균(A)

(B)=(A)/
(  A)

만족도
평균(C)

2.92
3.32
3.16
3.06
3.01
4.14
3.68
3.81
3.34
3.30
3.52
3.76
3.67
3.65
3.80
3.70
3.91
3.66
3.52
3.53
4.07
4.15
4.06
3.97
3.96
3.94
3.89
3.73
3.57
3.70
4.10
4.01
3.80
3.83
3.78
3.60
3.38
3.40
3.05
3.13
4.50
4.61
4.45
3.91
4.19

0.19
0.21
0.20
0.20
0.19
0.23
0.20
0.21
0.18
0.18
0.19
0.20
0.20
0.20
0.21
0.20
0.21
0.20
0.19
0.19
0.20
0.21
0.20
0.20
0.20
0.21
0.21
0.20
0.19
0.20
0.21
0.21
0.19
0.20
0.19
0.22
0.20
0.21
0.18
0.19
0.21
0.21
0.21
0.18
0.19

2.78
2.96
3.32
3.00
2.97
2.91
2.81
2.77
2.80
2.20
2.98
2.91
2.84
2.84
2.63
3.05
3.07
3.13
3.11
3.18
2.88
2.85
2.94
2.84
2.83
3.34
3.27
3.30
3.31
3.25
3.15
2.98
3.13
3.09
3.27
3.48
3.28
3.15
3.16
3.12
3.39
3.34
3.36
3.39
3.41

Weight
score =
(B)*(C)
0.52
0.64
0.68
0.59
0.58
0.66
0.57
0.58
0.51
0.40
0.57
0.59
0.57
0.56
0.54
0.62
0.65
0.62
0.60
0.61
0.58
0.59
0.59
0.56
0.55
0.70
0.67
0.65
0.63
0.64
0.66
0.61
0.61
0.61
0.63
0.76
0.67
0.65
0.58
0.59
0.70
0.71
0.69
0.61
0.66

Weightage
Percentage

서비스
만족도 지수
(CSI)

3.01%

60.19%

2.71%

54.26%

2.84%

56.73%

3.11%

62.13%

2.87%

57.39%

3.30%

65.91%

3.12%

62.45%

3.25%

64.92%

3.38%

67.56%

주: 서비스 만족도 지수(CSI)=(Weightage Percentage / 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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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9개 철도역을 대상으로 5개 부문의 주차
장 서비스에 대한 ISA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웅 등의 시간을 보내는데 다양한 편의시설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주역의 CSI가 67.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둘째,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차

으로 익산역 65.91%, 동대구역 64.92% 순으로 나

요금 비쌈이 1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차

타났다. 동대구역 주차장 시설규모 만족도는 3.48

공간부족 15.0%, 주차장관리서비스 불편 10.5% 순

로 가장 높은데, 동대구환승센터(50%) 포함 주차현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탄력요금제 도입의 필요에

황은 1,927면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백화

대해서는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여 역별 요금 차

점 1일 주차요금이 50,000원으로 실제 P&R 환승

등화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차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편 가장 낮은

셋째, ISA 분석결과 5개 주차서비스 항목 모두

광주송정역 54.26%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주차

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실태 조사자료(2017.2)에 의하면, 주차면수는 610

특히 주차요금과 주차장 시설규모는 중요도가

면이지만 주차대수는 총 735대로 최대점유율

3.86과 3.83으로 가장 높은 반면, 만족도는 3.05과

121%로 실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시설의 확

3.11로 낮음으로써, 주차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보가 시급하다. CSI가 56.73%로 낮은 광명역도 마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찬가지로 장기 주차비율이 높고 광명역 도심공항

었다.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

넷째, 철도역 주차장 서비스에 대한 ISA 결과

으로 광명역 주차장B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확정하

주차시설이 비교적 여유 있는 신경주역이 CSI

고 사업추진 중에 있다. 만족도 지수가 낮게 분석

67.56%로

된 대전역 57.39%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불법주

65.91%, 동대구역 64.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 단속과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의 적극적

가장 낮게 분석된 철도역은 광주송정역 54.26%,

인 개선이 필요하다.

광명역 56.73%, 대전역 57.39%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익산역

적으로 각 철도역의 주차시설규모와 주차요금 등
현황자료를 토대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보와 철

Ⅴ. 결론

도역 이용자를 위한 주차정보 및 운영관리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

본 연구는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로 주차수요가

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P&R 주차장이 부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각 도시별

족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개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여건, 9개 철도역의 주차장

선하기 위하여 주요 9개 철도역에 대하여 주차장

형태별 차이점을 반영하여 CSI 분석결과를 보다

운영과 서비스 불편사항을 비롯하여 ISA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총 2,606매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철도역 주차장의 서비스 평가하는데 각 주차장의

철도역 주차장의 CSI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차요금을 비롯하여 회전수, 이용효율 및 최대점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율 등 주차이용특성과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고,

첫째, 철도역 이용 시 불편사항을 집계한 결과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철도서비스 평가에 반영

열차운행서비스에 관한 사항보다도 역내편의시설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지수 개발 및 만족도

(30.4%)과 역내매장(18.5%)에 대한 불만이 많이 차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지하고 있음으로써, 역사 내에서 승차대기, 마중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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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 또한 뛰어
나 소규모 화물운송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륜
자동차 관리제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고제도는 이륜자
동차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 신고와 관련된 학술적 차원의 법제분석을 포함해 제도운영 상의 핵심쟁점
들을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고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용신고 측면에서는 용
도폐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백한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폐지신고를 인정하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변경신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변경신고를 일반 자동차와
같이 변경신고와 이전신고로 분리하고 과태료의 부과 역시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서 소유권이전
신고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폐지신고 관련해서는 현재의 용도폐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폐지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미신고 차량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
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고와 연계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 폐차제
도의 신설과 함께 이를 폐지신고의 사유로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륜자동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관리정책의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이륜자동차, 신고제도,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The two-wheeled motor vehicle is constantly being used for small freight transportation, with its
cost of purchase and maintenance being cheaper and more portable than the motor vehicles for
passengers or freight. Despite the widening coverage in society, the two-wheeled motor vehicle
management system still lacks in many ways and needs improvement. Among them, the reporting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key issues in the system's operations, including the
analysis of academ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ports on two-wheeled motor vehicles, and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reporting system to address them. On the report side, a measure was
proposed to improve the structure to strictly limit the abolition of the use and recognize the abolition
report only when there was a clear reason for its abolition. Concerning the filing of the abolition of
the ban, the government proposed a measure to eliminate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abolition of
the use and to provide a clearer reason for the abolition of the use, thus fundamentally blocking the
operation of the car. Finally, as a measure to improve the system linked to the report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bankruptcy system and designate it as a reason for reporting its abolition. The
study could provide a clue to solving the motorcycle problem and provi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car management policies.
￭ Keywords: Motorcycle, Report on Use, Report on Modification, Usage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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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신고제의 개선이나 등록제로의 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은 무엇
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

둘째는 법령체계의 문제와 제도운영 상의 문제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 또한 뛰어나

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

소규모 화물운송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고 특히 최

다. 이 둘이 분리될 수 없고 이륜자동차의 문제를

근에는 출·퇴근이나 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의 문제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과 함께 제도운영 단계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

반영하듯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 역시 일정한

제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발표

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약 220만 대

현재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되어있고 이는 전체 자

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

동차의 약 8.9%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이지선

한 시점에 이륜자동차 신고와 관련된 핵심쟁점들을

외, 2014).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법제 개선방

이렇듯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의 핵심

있는 현실과는 달리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는 아직

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륜자

부족한 점이 많고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동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장기

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고제도는 이륜자동차

적으로는 자동차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관리의 시작이자 검사, 정비, 폐차 등 이륜자동차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전반의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정보의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불일치 문제나 이로 인한 검사과정의 지연과 혼란,
소유권자의 불일치 문제 등 현재 이륜자동차 분야

본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서 이륜자동차 신고의

에서 지적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신고제도와 직·간

문제점과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륜자동차 신고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고 이중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방증하는 좋은 예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모

일 것이다.

든 이륜자동차를 연구의 범위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차

이륜자동차 신고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

적으로 현행 신고규정과 자동차의 등록을 비교함으

고 일부에서는 등록제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

로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다 적합한 관리방식을

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이륜자동차 문제해결

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정된 제도개선의 큰 방

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이러한 기존

향을 토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점

의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선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심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학술적

이를 위해 <그림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론

차원의 법제 분석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및 문헌고찰 부분에서 행정법상 신고의 의미를 고찰

다. 학술적 관점에서 언급되는 신고와 등록의 차이

해보고 이것이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에서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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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을 살펴보면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사
항을 행정청에 통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되
는 행위를 신고로 볼 수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17). 따라서 신고행위 자체는 내용에 대한 실체

적 심사나 공적장부의 등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등록이나 허가에 비
해서는 규제강도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김태
윤 외, 2012).
규제완화라는 정책방향의 큰 틀에서 보면 정책
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신고를 등록으로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신고라는 규제
<그림 1> 연구의 절차

테두리 내에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있다. 즉

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동차

실제 행정에서는 신고라는 기본 틀 자체를 유지하

의 등록제와 이륜자동차의 신고제를 비교 검토함으

면서도 등록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로써 이륜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

다른 형태의 신고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고라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각각의

문제점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게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먼저 법령체계나 조문의 적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리 및 심사절차의 여부에 따

합성 등 이륜자동차의 신고 부분을 다루고 있는 관

라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신고

리법제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의 유형이 구분된다(윤기중, 2010).

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즉 공법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거

대해 파악해 보고 관리법제상에서 어떠한 요소가

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되는 자기완결적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

신고는 정보의 전달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

관리법｣의 신고 부분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에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
실을 알림으로써 행위가 완결되는 자기완결적 신고
와 달리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Ⅱ. 이론 및 문헌고찰

수리행위(受理行爲)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리·심사
절차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 행정법상 신고의 의미

자기완결적 신고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균성(1999), 김중권(2002) 등이

행정법상 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특정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유형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지하는 행위를 말

구분하고 있다. 다소 명칭상의 차이는 있지만 홍정

하는 것으로 사인과 행정주체 간에 법률관계가 형

선(2001), 김명길(2006) 등이 자체완결적 신고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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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신고의 유형 관련 기존 연구
선행
연구

신고의 분류

비 고

∙ 행정절차법에서 언급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
사실파악형
신고
박균성 수리를
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1999) 요하는 규제적 신고 내지
의무가 끝나는 신고. 즉 자
신고
허가적 신고
기완결적 신고를 의미함
자기완결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홍정선
(2001)

행정요건적 신고

∙ 양자의 구별은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관련 법규정
에 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
인 해석과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함

자기완결적 신고
∙ 금지해제적 신고는 형식
김중권 수리를 금지해제적 신고
적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
(2002) 요하는
청의 심사의무가 성립함
신고 정보제공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김명길
(2006)

행정요건적 신고

자체완성적 신고
정하중
(2008)

행정요건적 신고

정보제공차원 신고

∙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
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법
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
질적 요건의 심사가 함께
행해지는 허가 또는 등록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
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가 구별
됨
∙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별
법상으로 허가제를 대체
하여 도입되고 있는 신고
제는 자체완성적 신고임

자료: 김태윤․이수아(2012),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신고규
제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 부분인용.

정요건적 신고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
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 효력
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신고이나 내용면
에서 등록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48조 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세 부분에 걸쳐 이륜자동차의 신고를 규정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
지신고 이렇게 세 부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사용신고 관련해서는 이륜자동차 취득 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 사용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이
륜자동차는 신고행위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 제2항에 변경신고와 폐지신
고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전신고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
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
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
하여 신고할 수 있다.

를 종합해 보면 형식적으로 신고라는 규제의 틀 안에
서 내용적으로 등록의 효과를 갖기 위한 방식으로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신규

신고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록의 거부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52조 이륜
자동차 준용조항 부분에서 동법 제9조의 신규 등록

2. 이륜자동차 신고의 의미
앞서 행정법상 신고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렇다면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의 신고를 어떠

거부조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의 법적 성격은 행정청의 수리거부
가 가능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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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수리거부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
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
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이하생략)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9조, -------(-------- ----- ------ ----), ----------, -----, ------, ------, ------, ------, -----,
-----, --, ------ ------, -----, ------, ------, -----,
-------, ------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은 "------ ----"으로, "------"
은 "------ ------"으로, "-------"은 "------ ----"으로,
"--------"은 "-------- --------"으로, "--------"은
"------ -----"으로, "-------"은 "------- ------"으로,
"--- ----- ----"는 "----- ----"으로 본다.

는 등록원부 중 을부를 보유하게 된다. 즉 재산권
변동을 공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저당권
자와 소유권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여 거래
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이륜자동차의
신고와 일반 자동차의 등록 간 구분되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이렇듯 일반 자동차의 등록과 이륜자동차의 신
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낮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륜자동차에 대해
서도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곧 압류나 저당 등
재산권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저당권 설정을 허용

3. 자동차 등록과의 비교

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이 생계형으로 이륜자동차
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복잡한

앞서 행정법상 신고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

채무관계를 안고 마지막 생계수단으로써 이륜자동

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고를 각각 살펴보았다. 본 절

차를 선택한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신고가 일반 자동차의 등록과

차량의 압류가 공적인 행정집행 수단으로 인정될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우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

이를 통해 기존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어떠한 실질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것이다. 더욱이 등록제가 현재의 다양한 이륜자동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신고나 일반 자동차의 등록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일부 고가의 대

이나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심사방식에

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융 측면의 혜택이 가능하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차량에

지만, 대다수 생계형 이륜자동차의 현실을 감안할

대한 관리정보와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때 이 또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이륜자동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 이

차는 단지 차량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

륜자동차의 경우 관리대장이 있고 이것은 일반 자

는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도 고려한다면

동차의 등록원부 중 갑부에 해당되는 정보를 담고

등록제로의 무리한 전환보다는 현재의 신고제를 개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하는 정책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신고가

있다.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

일반 자동차의 등록과 구분되는 명확한 차이점은

틀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압류나 저당 등 재산권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제도

않다. 이륜자동차의 기술이나 법제도 분야에서 모

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 자동차

범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독일의 경우 이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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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변경신고 하나의 내용을 제2

있지 않으며 특히 50㏄ 미만 경형의 경우에는 행정

항과 제3항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기술하면서

관청이 아닌 보험회사를 통해 번호판을 발급받는

정작 제2항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폐지신고의 내

절차로 대신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에 대해 재산권의

용과 함께 기술하고 있어 법조문 체계상 문제가 있

공적 인정수단으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

는 부분이다. <표 4>는 이륜자동차 신고 법령의 조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용 환경을 갖

문체계를 기술하고 있다.

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륜자동차를
등록이 아닌 신고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결

<표 4> 이륜자동차 신고의 법령 조문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신고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
권이전 변경신고)

Ⅲ. 신고제도 문제점 분석
1. 법령상의 문제점 분석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49조(이륜자동차번
호판의 부착의무)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
의 부착등)
제1 9 조( 권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한의 위탁) 재발급)

가. 법조문 체계의 문제점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신고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걸쳐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사용신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이렇게 세 부분에 관해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제1항에 사용신고를 규정
한 뒤 제2항에서는 성격을 달리하는 변경신고와
폐지신고를 기술하고 제3항에서 변경신고를 다시
기술하고 있다.
제2항에서 변경신고를 먼저 규정한 뒤 이와는 별
도로 제3항을 통해 폐지신고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141조(폐차요청등)
제13조(말소등록) 제
3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자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차의 강제
제26조(자동차의 강 처리)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제 처리)
제18조(자동차등록증
의 비치 등)

고 성격이 다른 변경과 폐지 두 개의 신고를 제2항

제20조(등록번호판발
급대행자의 지정 등)

안에서 함께 기술하고는 제3항에서 또다시 변경신고

제22조(차대번호
의 표기)

의 일부분인 이전신고를 반복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마치 일반 자동차의 등록 부분 틀을 가지고
단순히 이륜자동차의 신고 내용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변경신고와 이
전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변경신고 하나로 처
리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

제1 9 조( 권
한의 위탁)

제5조(등록번호판의
및 봉인)

부착

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 9 조( 권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한의 위탁)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1조(표기비용)
제28조(이의신청)
주: 1) 위임행정규칙으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9호)｣가 있음.
2) 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따라 준용할 경우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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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문 해석상의 문제점
신고와 관련해서는 조문 해석상의 모호함을 유
발하는 측면도 있는데 폐지신고를 언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8
조 제2항에서 기술되고 있는 폐지신고의 경우는 사
용신고나 변경신고와는 달리 법률의 위임 없이 법
규명령 절차의 형태로만 시행규칙 제103조에 나타
나고 있다. 즉 법률의 위임절차 없이 시행규칙에 명
령절차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는 사용
폐지를 위해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와 함께

<표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시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제1항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1항 제4호에서
는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폐지의 경우 폐

2.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밖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
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발생한다.

본 절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신고제도 운영 시 발
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이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를 별지

한다. 제작사 출고 이후 폐차가 되기까지 이륜자동

제68호 서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

차의 이용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

된 폐지 사유에는 시행규칙에 없었던 용도폐지라

하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또한 다를

는 항목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용도폐지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신고

가 앞서 시행규칙에서 명시했던 멸실이나 그 밖의

부분만을 한정해 다루고 있는 만큼 신고와 관련된

사유 중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추론할 수도

이용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있으나 만약 그 밖의 사유 중 하나라고 한다면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용도폐지는 사

가. 미신고 운행

용자가 임의로 폐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빙서

이륜자동차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장 심각

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고 행정관청에서도 요구하

한 문제는 이용자들의 미신고 운행이다. 이륜자동

지 않는다.

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달리 구매 후 바로 등록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시행규칙 제103

할 의무가 없고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

조에서 언급한 폐지사유 중 그 밖의 사유는 명확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범위를 언급하지 않아서 해석상의 모호함을 유발하

이에 따라 <그림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게 되고 더불어 별지 서식 상에서 그 밖의 사유 중

구매 이후 신고 전까지의 과정은 실질적으로 행정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실제로 증

관청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고 1차 사

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내용과

용자가 폐지신고 후 판매하고 2차 사용자가 재사용

충돌의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또다시 관리부재 상태에 놓
이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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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륜자동차의 관리부재 기간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라서 이러한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

따라 사용신고 이후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

되는 정보관리의 부실 문제는 신고 자체의 문제로

지 사용폐지를 신청하고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구조

그치지 않고 검사 등 관리단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이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신고 운행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사용폐지 기

차량의 문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간에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의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폐차

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

하려는 경우 마지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용도폐

이 더해지고 있다.

지하게 되면 이후부터 폐차 전까지의 기간은 어떠

신차 거래에 비해 중고차 거래가 월등히 높은 비

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알기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변경신고

어려운 구조이다. 이렇듯 관리부재 기간에 발생하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체계의 심

는 미신고 운행차량의 문제는 차량 자체의 관리 문

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경

제도 있지만 무보험 문제나 범죄로의 악용 가능성

우 용도폐지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폐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문

지 이후 단계에서 벌어지는 변경신고 건에 대해서

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단속인력 부족

는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이 이를 파악하는 것은 거

등의 이유로 경찰의 단속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

을 감안한다면 미신고 운행차량의 문제는 매우 심

에서 개인 간 거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

각하다고 할 수 있다.

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이륜자동차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나. 변경신고의 불이행

상황이다.

이륜자동차 관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 불이행 부분이다. 이륜자동

다. 재산적 가치의 불인정

차의 사용본거지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

이륜자동차 신고 분야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동

중요한 문제는 이륜자동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제101조의2에 따라 이륜자

불인정 부분이다. 주로 수입 차량이나 여가 목적의

동차의 변경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부

고가 차량의 경우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차량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용

데 대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

자에 대한 정보 변경이나 사용본거지의 이전은 매

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

우 중요한 부분이다.

는다는 것은 다소 사실과 차이가 있는데, 재산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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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인정되나 이를 기재할 공부(公簿)가 없고 따라

이로 인해 관리정보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

서 이러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다. 신고정보 불일치 문제는 비단 주행 차량 뿐 아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즉 현재의 신고제

니라 신차 단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하에서는 등록원부가 없으므로 해당 물건에 대한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나 실수에 기인

저당이나 압류 행위를 기재할 공부가 없고 따라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정보 공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이륜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나 수입업자를 중심으
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주로 대형 이륜자동

Ⅳ. 신고제도 개선방안

차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
차 전체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3.9%의 비중을 차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이륜자동차 신고

지하는 일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래의

와 관련된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제도 운영상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을 위한 고민

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

이 필요한 문제이다.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은 법조계, 이륜자동차 업계, 공무원 등 다양한

라. 신고정보의 불일치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

관리자 측면의 이륜자동차 문제에 있어 가장 심

로 연구진이 결정한 신고제도 개선방안의 결과이

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은 신고정보의 불일치 문제이

다. 비록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본

다.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은 차량과 사용자에 대한

연구의 개선방안을 통해서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

관련 정보를 신고단계에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만 앞서 지적했던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신고정보는 이륜자동차의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초자료이고 따라서

신고제도 개선방안의 큰 틀은 현행 사용신고, 변

정기검사를 포함한 관련 제도 추진에 직·간접적으

경신고, 폐지신고의 틀을 유지하되 이전신고를 변

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을 갖

경신고에서 분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와 달

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신고정보가 2012년 추진되

리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지와 재사용신고에 대한

었던 경형 이륜자동차의 신고의무화 정책 추진 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폐지신고의 사유를 좀 더 구

계에서 정보오류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현재에 이르

체화함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신고제를 유지하되 내

고 있다. 이렇듯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신고정보의

용적으로는 자동차의 등록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후에도 스티커 형태

식으로 개선해 보고자 한다.

의 차대번호를 발급하여 부착하게 하는 등 임기응
변식의 신고정보 관리로 인해 문제가 더욱 어려워

1. 사용신고 정비방안

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해체재활용업을

사용신고 제도의 개선은 미신고 운행 차량의 문

정부의 관리사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

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심적인 부분이

문에 마지막 용도폐지 이후 차량이 폐차되었는지

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폐지신고와 재

혹은 실물로써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

사용신고를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부를 일선 행정관청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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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폐차나 도난 등 명백

2. 변경신고 정비방안

한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폐지신
고를 인정함으로써 사용신고 자체는 일반적인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경신고의 불이행은 정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단계

러한 경우 사용신고는 출고 후 최초 사용자에 의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서 한번 이루어지고 이후 단계부터는 변경신고와

특히 중고차 거래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신고가 반복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폐차에 의

있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상

해 폐지신고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인 경우가

태에서 개인 간 거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될 것이다. 실제로 사용신고와 폐지신고 그리고 재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용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그런데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륜자동

폐지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폐기되는 번호판으로 인

차의 변경신고가 이전신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용가능

심각성이 다른 두 개의 문제가 하나의 법령으로 관

한 번호판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번호

리되고 있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

판 체계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

차관리법｣ 제48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라서 사용신고를 최초 한 번으로 제한하고 이후 변

와 제101조의 2를 통해 규정되고 있는 변경신고의

경과 이전신고를 반복되는 구조로 변경한다면 추가

법 조항을 일반 자동차와 같이 신고사항의 항목에

적인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변경신고와 이전신고로 구분하고 과태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개정

다만 사용본거지의 변경을 제외한다면 현재는

이 필요한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주체를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일반적 주소지 변경은 자동으로 연동

취득 후 사용하려는 자가 아닌 최초 구매자로 한정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신고는 분명히 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변경신고의 불이행을 줄이

칙 제99조에서 제시하는 사용신고 첨부서류의 항

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목 중에서 제1항 제4호의 사용폐지증명서는 재사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용신고를 감안해 지정한 것인 만큼 사용신고가 한

일차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은 변경

번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불필요할 것이다.

신고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3항에
서 이전신고를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고 등) ① --------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 -------- -------- ---- 신
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 차출고 후 최초로 취득하였
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 거나
취득하려는
자는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 ----------- -- --- -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 --- --- --- --.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표 7>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고 등) ② 이륜자동차의 소 고 등) ② ------ ---- ---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 -- ---- ------ -----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 ---- 있는 경우에는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에 따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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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륜자동차 이전신고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 제101조의2(소유권이전 변경
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 신고) ① - ------- ---- --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 ----- --- ----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 ------ 하거나 이륜자동차의
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된 ---- 이륜자
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를 ----- -- ----- ----- --.
1.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 신 설 >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
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④ ( 생 략 )
②~④ (현행과 같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는 이전신고를 제
외한 변경신고의 대상과 절차를 기술하고 제101조
의 2를 통해 양수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양도인
에 의한 소유권 이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폐지신고 정비방안
폐지신고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자동차관리
법｣ 제48조 제2항을 세 개의 항으로 분리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경신고와 이
전신고를 각각 제2항과 제3항에 기술하고 이어 제4
항을 통해 폐지신고를 규정하는 것이 법조문 체계
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미신고 차량의 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지신고의 법령개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용도폐지 제도의 개선이다. 폐지신
고의 대다수 사유는 용도폐지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 용도 폐지된 이륜자동차는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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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사용폐지의 사유를 도난이나 폐차 등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출고 이후부터 폐
차 전까지 번호판을 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 자체
가 불법임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표 9>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법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
고 등) ② 이륜자동차의 소 고 등) ② ------ ---- ---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 -- -- - --------- ---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 ----- --.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생 략 )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 신 설 >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①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3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
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
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
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
우에 한한다)
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
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
< 신 설 >
우만 해당한다)
5. 폐차인수증명서(이륜자
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
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
②~④ ( 생 략 )
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
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 생 략 )
1.~3. ( 생 략 )
< 신 설 >

이륜자동차 신고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폐지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

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듯 사회

요하다. 즉 현재는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륜자

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

동차에 대한 관리제도는 과거 20년 전 수준을 벗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

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

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는 노

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

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

항 제4호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도난,

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폐지 사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

고자 하였다.

요가 있을 것이고 이를 반영해 별지 제68호 서식에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신고

서도 용도폐지 사유를 삭제하고 폐차를 추가할 필

제와 등록제로의 전환 사이에 학술적 관점에서 어

요가 있을 것이다.

떠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는 어떠한 적용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4. 연계제도 정비방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등록은 일종의 공증절차의
하나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이

이륜자동차의 신고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관리하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절차를 밟아 일반

하는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는 폐차제도이다. 현재

적 금지의 해제나 법률효과의 완성 등 실질적 효과

｢자동차관리법｣상 해체재활용업은 정부의 관리사

를 발생시키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신고와는 명

업 대상이지만 이륜자동차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

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볼

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명을 다한 이륜자동차가

때 현시점에서는 등록제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폐차 처리되어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

신고제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정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사실 파악이 어려운 구

있는 이륜자동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폐차처리 자체의 문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더불어 압류

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정보의 관리부실로

나 저당 등 재산권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제도의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무가 핵심적인 차이라고 하는 점에서 등록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리정보의 신뢰도를 제

의 전환은 대다수 생계형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

고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는 반드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폐차제도의 도입

수 있다.

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폐지신고 사유의 하나로서
폐차를 반영하는 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제의 틀 내
에서 이륜자동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들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신고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조문의 체계와 조문 해석상

Ⅴ. 결론

의 문제점 등 법령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미신고 차량의 운행이나 변경신고의 불이행, 재

빠르고 저렴한 소규모 화물운송의 특수한 활용
목적에서 벗어나 여가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
륜자동차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이러

산 가치의 불인정, 신고정보의 불일치 문제 등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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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각각에

❙참고문헌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신고와 연계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로
사용신고 측면에서는 미신고 차량의 운행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폐차가 되기 전에는 번호
판을 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출고 후 최
초 사용자에 의해서 한 번만 사용신고가 이루어지
고 이후에는 변경신고와 이전신고만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변경신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변경신고를 일반 자동차와 같
이 변경신고와 이전신고로 분리하고 해당 과태료
의 부과 역시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소유권 이
전에 대한 변경신고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폐지신고 관련해서는 현재
의 용도폐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폐지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미신고 차량의 운행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고와 연계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으로서 폐차
제도의 신설과 함께 이를 폐지신고의 사유로써 명
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진다
면 이륜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1. 김명길, “신고의 유형에 관한 논고”, 법학연구, 47(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p. 109-131.
2. 김태윤․이수아, “규제강도에 관한 시론적 연구-신고규제
에 대한 적용을 사례로”, 규제연구지, 21(2), 한국경제
연구원, 2012. pp. 147-185.
3. 김중권, “행정법상의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29(4), 고시연구사, 2002. pp. 26-36.
4.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고시연구, 26(11), 고시연구
사, 1999. pp. 24-43.
5. 박균성․윤기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8(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p. 495-524.
6. 법령용어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
go.kr), [2018.01.18]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각 년도),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46호 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각 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
령, 대통령령 제28033호 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각 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외.
10. 이지선․이희원․방수혁,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4.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륜자

11. 자동차등록현황보고(Total Registered Motor Vehicles),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2018.01.23]

동차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1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8.

있을 것이다.

1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행정절차제도 실무, 행
정안전부, 2017.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사업의 연구
비지원(17TLRP-B096246-03)에 의해 수행되었습
니다.

60

2018. 6

14. 홍정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리 재검토”, 고
시계, 46(4), 고시계사, 2001. pp. 15-23.

논문 발간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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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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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논문 분량

￭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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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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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하여 제출 바랍니다.

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 이내의
국문 초록을 작성한다.
5.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

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
지 않는다.
6. 교통연구 게재 확정된 논문의 디지털정보 권

한은 본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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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지사항에서는 논문작성스타일(아래한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지식경영본부 교통연구 담당자
￭ E-mail : tskim@koti.re.kr
￭ 전화 : 044-211-3124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코자 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을 의뢰하고,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의 심사위
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원
3인은 원내 1인, 원외 2인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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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

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

하며,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

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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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수정을 의뢰받은 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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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내외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

5.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

로 작성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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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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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
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
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
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
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은 동양서(가나다순) 다음에 서양서(알

파벳순)으로 배열한다.
8)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첫 페이지에 표기한다.
2. 사용어 및 표기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

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 :Ⅰ/ 절 : 1 / 항 : 가 / 목 : 1), -, ․
3. 번호수식의 표시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

1. 논문의 체제

하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 ․ 영문초록, 본문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

 y = ax²+ bx+c

구방법,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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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4. 도표 및 그림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같이

Industrial Divide, 1984. p. 255
예 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

해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표기하고,

도. 인용면.

그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기’로 표기한다.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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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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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전문용어의 번역은 대한교통학회 발행의 교

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통용어집을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and Change, 22(4), 1991. p. 118.

한하여 원어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예 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

체), 게재지(주기) , 출판년도. 인용면.

( ) 안에 쓴다.
6. 인용문 작성방법
1) 인용문 : 논문내용 중에 인용문장이 있을 경우

인용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인용
논문의 저자 및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Cervero, 1982).
2) 논문내용 중에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설명하

고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이름 뒤에 괄호
를 하고 논문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77. p. 100.
예 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

판년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

구, 한국교통연구원, 1981. p. 38

 Dewecs(1994)는 13마을에 달하는 토론토의

예 5 <인터넷자료>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검색연월일].

7.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위첨자
로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 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참고문헌 및 각주 작성 형식 : 참고문헌은 국문문헌

검색자료명, 사이트명(주소),

1. 안양시 인구현황, 안양시청(http://www.anyang.
go.kr), [2007. 2. 14].
8. 주작성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
1) 논문 표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차 등), 게

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경우

재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예 1 2014년 9월 15일

예 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

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1. 박문수 ․ 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

사, 1995. p. 35.

접수, 2014년 10월 21일

최종 수정, 2014년 11월 15일 게재 확정
예 2 Received September 15, 2014. Revised

October 21, 2014. Accepted Novembe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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