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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대중교통 시설투자와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필연적으로 연
계되는 보행거리 증가에 대한 건강증진편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
통, 특히 도시철도 이용 시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보행거리 증가에 대한 건강증진편익 산정방법론
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행량 증가에
따른 질병 및 사망률 감소를 추정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기초로 보행
거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편익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철도사업 시행
에 따라 철도역 접근통행에 있어서 도보접근 비율 및 평균 접근거리를 이용하여 사망률 감소, 질
병(의료비)감소,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 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주
5회 이상 철도를 이용하는 신규 출근목적 보행접근 철도이용객 1인의 보행에 따른 건강 제고 편익
은 연간 약 90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사망률 감소에 따른 편익이 8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질병(의료비) 저감편익이 3.6만원, 결근감소 편익이 0.7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
구를 통해 철도의 이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해당 사업의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 도시철도, 보행, 건강증진, 편익, 타당성조사

The current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transport facilities does not reflect the benefits
of health promotion to the increase in walking distance necessarily associated with public
transportation. In this paper, we suggested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walking health benefits
from the urban railway use and applied it to actual cases. The reduction of social cost due to the
increase of walking distance was estimat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n case of the
railway projec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benefit by decreasing the mortality rate, decreasing the
medical expenses, and reducing the number of absent days was suggested by using the walking access
ratio and the average access distance to/from the railway station. The walking health benefit by
railroad users who use railroads more than five times a week was estimated at about 903,000 won
per year. Specifically, the benefit from the decrease in mortality rate was the largest at 860,000 won.
The benefit for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was 36,000 won and the benefit for the decrease
in absent days was at about 7,000 w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omote the utilization
of railway and it can provide a basis for the estimation of benefit from the health promotion in the
feasibility of the railway facility investment project.
￭ Keywords: Urban railway, Walking, Health promotion, Benefit, Feasibility survey

보행의 건강제고 효과를 고려한 도시철도 이용 편익 연구

Ⅰ. 서론

에서의 보행거리 증가 등을 분석하여 철도 이용자
들의 보행특성을 분석한다. 끝으로는 철도이용자의

급격한 노령화, 비만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국
민 건강 관련 이슈가 국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보행증가에 따른 건강 증진 편익의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에 사례적용을 해 본다.

서 보행 또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다만,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을 대
신하여 보행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통행거리

Ⅱ.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효과 추정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통행의 범위가 제한적이
며, 현재 교통수요 분석체계 상 도보나 자전거를 별

1. 국내 선행연구

개의 수단으로 감안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도 못하
므로 이에 대한 건강 증진 편익을 고려할 수 없다.

보행에 따른 건강 증진 편익을 분석한 국내 선행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보

연구로는 성현곤 외(2008)의 연구와 한상진, 장수

행거리 증가에 대한 건강증진편익 산정에 초점을

은(200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의 대중

성현곤 외(2008)에서는 도보활동량과 건강관련

교통 시설투자와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1년간 평균

이러한 보행량 증가에 따른 건강 증진 편익을 반영

도보시간과 과거 2주간 외래비용(본인부담금)간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

관계를 도출했다. 분석자료로는 제3기 국민건강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검토가 필요하

양조사(2005)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리라 판단된다.

과거 2주간 외래비용(본인부담금), 독립변수로는 과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필연적으로 연

거 1주간 평균 도보시간을 변수로 반영하여 음이항

계되는 보행의 건강 증진 편익을 고려한 교통시설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투자평가 방법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주당 150분의 도보시간(매일

특히, 교통시설 중에서도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

15분씩 통근통학 가정)에 따라 1년간 외래진료 본

치 않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버스부문을

인부담금의 절감액은 108.2천원의 절감효과로 나

제외하고, 도시철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행에

타났다. 이는 도보활동량과 의료비용간 관계를 모

따른 건강증진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철도사

형화한 국내의 유일한 연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업의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있으나, 단편적인 연구에 그쳐서 이를 그대로 적용

본 논문의 내용적 범위는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행량 증가에 따른 신체

한편, 한상진, 장수은(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 및 사망률 감소를 추

건강 증진편익을 사망률 및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정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결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하였다. 보행에 따른 신체활

과를 기초로 보행거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

동의 증가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편익이 발생하며,

소를 통행거리 등에 따른 원단위로 도출하여 편익

건강증진에 따라 결근일수가 감소하면 감소된 결근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철도이

일수만큼 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

용자들에 대한 보행특성을 분석한다. 철도역 접근

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보행 및 자전거

시 도보를 이용한 접근통행수단 분담률 및 접근 거

이용에 따른 건강 증진 편익을 세부적으로 검토하

리 등을 분석하고, 철도 노선 간 환승 시 환승통로

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사망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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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편익 산정 시 적용된 사망률 감소 원단위는

건강증진편익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덴마크에서 자전거 통행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된

하겠다.

원단위이므로 보행통행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

Havard Men’s Health Watch(2009)의 연구에

움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영국과 덴마크 등에서는

따르면 하버드 남성 졸업생 중 10,269명이 1주일

이 원단위를 보행 및 자전거에 모두 적용하고 있지

에 9mile(약 14km) 정도 보행을 하는 경우, 사망률

만, 보행에 국한된 원단위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하

이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452명

겠다.

의 건강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매일 30분 이상 보행

그 외의 기타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보행과 건강

시 관상동맥질환이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증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으며, 그 외에도 72,488명의 여성 간호사 중 적어

김갑수(2002), 김철식 외(2004), 김해중(2008), 김

도 3시간씩 걸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위험이 35%

예영 외(2016) 등에서는 걷기운동이 비만해소에 도

낮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

움이 된다는 점을 보였고, 현사생(2006), 김희걸 외

타났다. 폐경기 여성이 10년간 매일 1마일 보행했

(2006), 한동욱 외(2008) 등에서는 걷기운동이 고혈

을 경우에도 심장질환 위험이 82% 감소하는 것으

압 노인에게 혈압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임희

로 나타났다. 또한, 심장병 환자 8,946명에 대한 분

정(2007), 안숙희(2007), 김예영 외(2016) 등은 걷

석에서는 주 3회 30분씩 보행 시 심장질환 사망률

기운동이 심혈관계 위험요소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이 26%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은 20% 감소하는 것

나타났다. 곽정은(2008)은 걷기운동이 당뇨병 발생

으로 분석되었다.

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

Warburto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

은 보행과 건강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기

성인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뇌졸중, 고혈압, 결

는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발병률의

장암, 유방암, 제2형 당뇨병 및 골다공증과 같은 7

변화 등 계량적 평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가지 만성질환과 신체활동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

는 못했다.

고 신체활동이 명시된 7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
망 위험을 줄이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메타분석

2. 국외 선행연구

을 위하여 자료는 MEDLINE, EMASE 등의 전자데
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

Anderson et al.(2009)은 신체활동 수준과 사망

행 캐나다의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

률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덴마크 코펜하겐

4.2 MJ /week, 1,000 kcal/week를 소비하는 신체

대학병원의 30,640명의 기록을 활용하였다.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망 위험이 20-30 % 낮

결과, 주 2~4시간의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사망위

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뇌졸중은 위험도가

험 감소가 0.68로 나타나 32%의 사망률이 감소하

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심혈관 질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4시간 이상의 신체활동

발병률의 상대적 감소는 평균 33%로 나타났다. 운

을 하는 경우 0.61로 39%의 사망률 감소, 주 4시

동 강도와 양을 결정할 수 없지만 신체활동이 대장

간 이상의 강한 운동을 하는 경우 0.53으로 사망

암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며, 정기적

률은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상

인 신체활동이 폐경 전 여성에게 20-80% 유방암

진, 장수은(2009)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기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당뇨병과 관련해서

초로 사망률 감소 40%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자전

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거 통근자를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보행에 따른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9% 감소하였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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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1시간씩 활발하게 걷는 사람은 비만이 24%, 2

최소 활동(주당 2~2.5 시간의 중등도 신체활동)을

형 당뇨병이 34%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당 10

하는 사람이 사망률 30%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주

시간 동안 활발한 보행을 하는 경우에는 비만 30%,

당 150분 이상 (3~6 MET 미만)의 신체활동을 하는

제2형 당뇨병은 4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 대사 증후군 위험

Hakim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은퇴한 남성 707명을 대상으로 지
난 2년간의 도보거리 조사결과와 이후 12년간의 사

감소에 가장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국외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망률 자료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하루
1마일(1.6km)미만으로 걷는 남성의 사망률(40.5%)

은 2마일(3.2km) 이상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
(23.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철도 이용 시 도보거리 및 도보
접근비율 추정

Hamer et al.(2007)는 MEDLINE의 자료 중 18

개 연구결과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통하여 걷기가

철도 이용자의 보행은 크게 최초 출발지에서 출

심혈관 질환 위험 및 전체 원인 사망률간의 연관성

발역까지의 보행, 역사 내에서의 보행, 환승통로에

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매일 1시간 도보에 따라 심혈

서의 보행, 도착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보행 등

관계 질환 위험도는 31% 감소하고, 전체 원인 사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 내에서의 보

률은 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걷는

행량은 다른 보행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효과에 대해 성별차이가 없으며, 도보량보다 속도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반영

에 영향을 받음을 나타냈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이

Gregg et al.(2003)은 활동적인 사람(주당 2시간

이상 보행)이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역 접근 시 보행량과
환승통로에서의 보행량 등을 확인하였다.

률이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도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1. 철도역 도보접근거리 추정

가시간 신체활동(주당 2시간 이상)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이 29% 감소하는 것으

철도역 접근 시 보행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

로 나타났으며,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도 24% 감소

도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3-4시간 걷는 사

이 또한 단편적인 표본조사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람들은 사망률이 54% 감소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보행접근권역에 대한 선행 연

Hiemann et al.(2008)은 MEDLINE 자료를 활용

구결과를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표 2>의 선행연구

하여 신체활동에 의한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 관계

결과를 정리하면, 철도역의 평균적인 도보접근거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신체활동에 따라

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400~

심혈관계 사망률이 35% 감소하고, 전체 원인 사망

600m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가정기

률도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

반 통근통행을 기준으로 할 때 출근 시 집~출발역

동량 또는 활동수준과 사망률간의 관계는 없다고

보행거리, 도착역~직장간 보행거리를 반영하면

결론짓고 있다.

0.8~1.2km에 해당되며, 퇴근 시까지 고려하면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1.6~2.4km의 보행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Service(2008)에서는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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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행에 따른 건강증진효과 관련 국외 선행연구
연구
Hakim et al.
(1998)

속성변수

자료형태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은퇴한 남성의 하루 1마일(1.6km)미만으로 걷는 남성의 사망률(40.5%)은 2마일
2년간 도보거리와 사망률 자료 분석 (3.2km) 이상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23.8%) 보다 높음
신체활동 수준과 전체 사망률간의
관계를 규명

주 2~4시간 : 32% 사망률 감소
주 4시간 이상 : 39% 사망률 감소
주 4시간 이상 강한 운동 : 47% 사망률 감소
자전거 통근자 : 사망률 40% 감소

Gregg et al.
(2003)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주당 2시간 이상 보행 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 39%
감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34% 감소
주당 2시간 이상 신체활동 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
29% 감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24% 감소
주당 3-4시간 걷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아 사망률 54% 감소

Sælensminde
(2004)

걷기나 자전거 타기로 인한 4가지 종
1인당 7,300크로네(한화 약 103만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
류의 질병의 감소에 따른 편익을 분석

Myers et al.
(2004)

체력 수준 및 신체 활동 패턴과 사망
1,000kcal/week의 활동 증가와 1MET 운동량에서 사망률 20% 감소
률간의 관계 연구

Hamer et al.
(2007)

MEDLINE의 자료 중 18개 연구결 매일 1시간 도보에따라심혈관계질환위험도 31% 감소,
과를 가지고 메타 분석
전체원인사망률 32% 감소

Andersen et al.
(2000)

U.S.DHHS
(2008)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망률 30% 낮음
뇌졸중 발병 위험 25%~30% 감소

Hiemann et al.
(2008)

신체활동에 의한 심혈관 질환 및 사 신체활동에 따라 심혈관계 사망률 35% 감소, 전체 원인 사망률
망률 관계 연구 (MEDLINE 자료)
33% 감소

Harvard Men’s
Health Watch
(2009)

9mile/week 보행 시 사망률 22% 감소
하버드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보행
30mins/day 보행 시 관상동맥질환 18% 감소
과 사망률 간의 관계 분석
10년간 1mile/week 보행 시 심장질환 82% 감소

Warburton et al.
(2010)

1,000kcal/week 운동 시 전체 사망률 20~30% 감소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MEDLINE,
1,000~2,000kcal/week 운동 시 뇌졸중 24% 감소
EMASE를 통한 메타분석
유방암, 당뇨병, 고관절 위험도 감소

2. 철도역 도보접근비율 추정
철도이용 시 보행량 증가에 따른 건강제고편익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철도 이용자 중 도보
로 접근하는 이용자의 비율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교통통계로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
구원(2016)의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
사업 - 제3권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에
제시된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결과가 있
다. 다만, 이 조사는 지역간 철도 정차역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이며, 영등포역과 같이 광역도시철
도가 함께 정차하는 역의 자료만을 추출한다고 하

<표 2> 철도 이용 시 도보접근거리 관련 선행연구
연구

연구내용

김대웅 외
(2002)

도보 접근거리 : 승차 전 518m~541m,
하차 후 522m~543m, 평균 530m

김재홍 외
(2007)

도보 이외 버스나 마을버스 이용 시 지하철
공간적 이용범위 : 2,000~3,000m로 추정

김태호 외
(2008)

역세권 범위 : 분당신도시 856m, 일산·산본
신도시 508m이내, 평촌신도시 495m이내

김남주
(2012)

지하철역 반경 400~500m구간의 지하철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연수 외
(2012)

보행자 중심의 역세권 권역으로 통용되는
400m권역이 적절한 수준의 역세권 범위

이은아 외
(2013)

도보접근 역세권: 331~600m에 해당하는
역이 가장 많음

더라도 지역간 통행자와 광역권 내 통행자가 혼재
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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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살펴보았다. 이재영, 송태수(2004), 박길현,
김현(2012), 이은아 외(2013)에서 제시된 철도역 접

Ⅳ. 철도이용자의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편익추정

근수단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박길현, 김현 (2012)의 연구는 자가

본 연구에서는 철도이용자의 보행량 증가에 따

용, 택시, 자전거 등이 배제된 조사결과이며, 이은

른 건강제고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강 제고 편

아 외(2013)의 연구는 도보접근비율이 다소 과다하

익의 세부항목으로서 한상진, 장수은(2009)에서 제

게 추정된 것으로 보아 배제하고, 이재영, 송태수

시하였던 사망률 감소편익, 결근일수 감소편익을

(2004)에서 제시한 66%를 적용하도록 한다.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질병(의료비) 감소에 따른 편
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전술한 국외 선행

<표 3> 광역도시철도 대상 도보접근 비율 제시연구
관련
문헌

도보

버스 자가용 자전거 기타

이재영·
송태수 66.0 27.7
(2004)

3.7

2.0

박길현·
김 현 75.0 23.0
(2012)

-

-

합계
(%)

0.7 100.0

비고
분당선
일산선

2.0 100.0 일산선

이은아
외
92.63 7.15 0.02 0.10 0.10 100.0 서울시
(2013)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철도 이용자들
에게서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정 보행량을 달성하는 통행자
들에 국한하여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1. 편익추정대상 검토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철도역 접근 시 도보

거리와 환승통로에서의 거리를 합하면, 접근통행
시 도보거리 1.6~2.4km에 편도 1회 환승 가정 시

3. 환승역에서의 보행거리

왕복 환승거리 440m 가량을 포함하여 하루 2.0~
2.8km 보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철도 이용 시 환승통로에서의 보행이 추가적으

광역도시철도 이용자의 보행속도 4.0km/h를 가정

로 유발되는데, 광역도시철도 노선간 환승에 있어

하면, 하루 2.0~2.8km 보행에 대하여 약 30~42분,

서 환승통로의 평면거리, 계단 수, 총 환산거리 등

주당 150~210분의 보행에 따른 신체활동이 이루어

은 수도권 교통본부(2015)의 「수도권 여객 기·종점

지므로 사망감소, 질병감소, 결근감소 등의 편익을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중 수도권 환승여건

반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연구결과

사망률 감소편익의 경우 Harvard Men’s Health

에 따르면 환승 시 평균적으로 112개 계단을 이용

Watch (2009)에서 전제하고 있는 부분은 주당

하고, 220m 의 평면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km 수준이므로 1일 평균 2.0~2.8km의 보행을

이 중 최대 평면 이동거리는 서울역의 경의선과 공

감안할 경우 주 5~7일 철도이용에 따라 적용이 가

항철도간 환승으로 683m 로 조사되었고, 환승편

능하다고 하겠다.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발병률

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E/S)는 노선 간 환승경로

감소를 위한 보행량은 보행속도에 따라 매일 15~

389개 중 321개(81%)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

42분의 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1일

났다.

30~42분의 보행이 이루어지므로 주 5일 이용에 따

라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편익은 철도
이용자 중 주 5회 이상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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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Men’s Health Watch (2009)에서 제시되었던 보행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광역권별로 철도 이용자 중

에만 국한된 1주일 9 mile(약 14.5km) 보행 시 사

출근목적 통행만을 편익산정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망률 22% 감소 원단위를 적용했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가교통DB의 자료를 근간으

한편, 사망의 사회적 비용은 최근 발표된 국토교

로 철도이용자들의 출근목적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통부(2016)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6차 개정)』의

의 <표 4>와 같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비용 72,230만원 (2015년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PGS (Pain, griff and

<표 4> 광역권별 철도이용자의 출근목적 통행비율
구 분

수도권

부산
울산권

suffering) 비용을 포함한 원단위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철도 이용 시 보행에 따른 신체 활동 증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출근목적
28.35% 21.50% 15.73% 20.96% 18.60%
비율
자료: 국가교통DB센터 내부자료

이에 따르면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편익의 산정

가로 인한 사망률 감소효과를 반영한 편익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1)

   ×  ×  ×  

대상이 되는 철도이용자 중 출근목적 통행비율은
수도권이 28.35%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권 21.50%,

여기서,  : 사망률 감소편익(Values of

광주권 20.96%, 대전권 18.60%,로 나타났으며, 대

Mortality Cost Savings)

구권이 15.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수치를

 : 신규 대중교통(도시철도) 이용자

적용하여 출근목적 통행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고 하겠다.

중 출근목적 도보접근 통행량
 : 사망률 (0.005415)
 : 사망률 감소 원단위 (22%)

2. 사망률 감소에 따른 편익산정 방안

  : 사망의 사회적 비용 (2015년

기준 72,230만원)

철도 이용자의 보행량 증가에 따른 사망률 감소
편익은 기본적으로 산정방법론은 한상진, 장수은

3. 질병(의료비) 감소에 따른 편익산정방안

(2009)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만, 사망률 자료 및

사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최신 통계로 갱신하였

앞서 검토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

고, 보행에 따른 사망률 감소 원단위는 보행에 초점

행량 증가에 따라 여러 다양한 질병의 예방 및 개

을 맞추어 수정 제시하였다 우선 사망률 통계는 통

선효과가 있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운동량에

계청에서 발표하는 ‘2015년 성·사망원인별 사망자

따른 질병개선효과가 계량화 되어 있고, 일관되고

수 및 사망률 추이’ 조사결과를 적용하였는데, 2015

공통되게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질병항목을 추출하

년 기준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41.5명으로

였다.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질병(의료

본 연구에서도 이 수치인 0.005415 을 적용했다.

비) 절감 편익의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였다.

사망률 감소원단위는 한상진, 장수은(2009) 연구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발병율 감소

의 경우 자전거 통행에 대한 사망률 감소 원단위를

효과를 검토한 결과, Warburton et al.(2010)의 연

적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Harvard

구에서는 보행에 따라 심혈관 질환은 33%,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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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9%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은 두 질환의 유병

Nazell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750kcal 소비

률을 합하여 산정하였는데,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

를 전제로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30% 가량의 발

은 신규 환자의 경우 0.00777, 기존 환자의 경우

병률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0.03228로 적용하였다. 또한, 당뇨병은 신규 환자

국내의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의 유병률과 연간
의료비용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

의 경우 0.00525, 기존 환자의 경우 0.04501로 나
타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구원(2016)에 『만성질환의 유병률 변화에 따른

해당 질환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심장질환의

진료비 추정』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연구

경우 신규 환자는 2,405천원, 기존 환자는 1,081천

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결핵, 심장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뇌혈관질환의 경우 신규 환

질환, 대뇌혈관, 신경계, 암, 갑상선, 간질환, 만성

자는 4,243천원, 기존 환자는 2,470천원으로 나타

신부전증 등에 대한 신규환자(신환), 기존환자(구

났다.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은 이 두 질병의 의료

환)에 따라 유병률과 연간 의료비용을 추정하여 제

비를 합산하여 신규 환자 3,195천원, 기존 환자

시했다. (<표 5>, <표 6>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들

1,637천원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당뇨병의 경우는

질병 중 심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심장질환과 대뇌

신규 환자 328천원, 기존 환자 726천원으로 나타

혈관질환, 그리고 당뇨병의 유병률 자료와 연간 의

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료비용 통계를 활용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장질환의 경우 유

<표 6> 2015년 신환 및 구환 1인당 평균 진료비
(단위: 천원)

병률은 신규 환자(신환)는 0.00443, 기존 환자(구
환)는 0.01935로 나타났으며, 대뇌혈관질환의 유병
률은 신규 환자는 0.00334, 기존 환자는 0.01293
<표 5> 2015년 신환 및 구환 유병률
(단위: 명/10만명)

구 분

신환
남

여

계

고혈압

485

376

862 5,315 5,978 11,293

당뇨병

289

236

525 2,411 2,089

4,501

정신/
행동장애

409

504

913 1,637 2,719

4,356

결핵

35

25

심장질환

233

대뇌혈관

60

여

계

46

30

77

210

443 1,059

876

1,935

161

173

334

662

1,293

1387 1,280 2,597

3,878

632

신경계

631

756

악성신생물
(암)

202

196

398

867 1,304

2,171

갑상선

104

386

490

257 1,376

1,633

간질환

389

305

695 1,108

만성
신부전증

38

23

61

147

구환

남

여

계

남

여

계

고혈압

221

252

235

464

500

483

당뇨병

342

312

328

697

760

726

정신/
행동장애

626

607

616 1,514 1,335 1,402

결핵

구환
남

구 분

신환

2,518 2,440 2,486

908

791

862

심장질환

2,978 1,770 2,405 1,109 1,048 1,081

대뇌혈관

4,326 4,165 4,243 2,270 2,661 2,470

신경계

391

273

327

795

608

670

악성신생물
10,049 8,304 9,188 3,811 2,438 2,987
(암)
갑상선

210

187

192

275

235

241

간질환

320

282

303

733

618

688

만성
신부전증

3,787 4,192 3,940 12,221 14,067 12,964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6), 만성질환의 유병률 변화에 따른
진료비 추정

712

1,820

다만,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의료비의 저감이 사

99

246

회적 편익에 해당되는 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6), 만성질환의 유병률 변화에 따른
진료비 추정

것으로 보인다. 한상진, 장수은(2009) 연구에서는
의료비를 이전비용으로 보고 편익 산정 대상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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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

산업안전공단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 원시자료

출액의 감소 자체가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보고 편

를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결근을 경험한

익에 반영하였다.

표본의 비율은 9.34% 이었으며, 결근을 경험한 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이용 시 보행에 따른

본의 평균 결근일수는 6.97일로 조사되었다. 따라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저감에 따른 편익은 아

서 이를 전체 표본에 평균하면 연평균 0.65일의 결

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근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적용하였다.
결근일수 1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근일 1일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2)

×  ×  × 

당 8시간 근무로 가정하고, 시간당 편익(시간가치)
은 국토교통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6판)」에서
제시된 승용차 이용자 업무통행 시간가치 22,775
원(2013년 기준)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 질병(의료비) 저감편익(Values of
Medical Expenses Savings)

 : 신규 대중교통(도시철도) 이용자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철도 이용 시 보행에 따
른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중 출근목적 도보접근 통행량
 : 질병 및 환자 종류별 유병률
 : 질병별 유병률 감소 원단위


 : 질병 및 환자 종류별 연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3)

   ×  ×  ×  ×  

여기서,  : 결근일수 감소편익(Values of

의료비
 : 질병 종류(심혈관 질환, 당뇨병)

Absence Cost Savings)

 : 신규 대중교통(도시철도) 이용자

 : 환자 종류(신환, 구환)

중 출근목적 도보접근 통행량
<표 7> 보행에 따른 질병(의료비) 저감편익 산정 원단위

유병률(  )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신환

0.00777

0.00525

구환

0.02269

0.04501

33%

29%

신환(천원)

3,195.1

328.0

구환(천원)

1,637.4

726.0

유병률 감소율( ) 신환/구환
연간 의료비(  )

 : 결근일수 감소율 (6%)

원단위

구분

 : 연평균 결근일수 (0.65일)
 : 일평균 근무시간 (8시간)
  : 업무통행 시간가치 (2013년

기준 22,775원)

5. 신규 철도이용자 1인당 건강제고 편익산정
앞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주 5회 이상 철도를

4.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

이용하는 신규 출근목적 보행접근 철도이용객 1인
의 보행에 따른 건강 제고 편익은 연간 약 90만원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 산정은 한상진, 장수

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사망

은(2009)의 방법론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결근일수

률 감소에 따른 편익이 8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감소율은 WHO(2003)에서 제시되었던 6% 감소율

차지하며, 질병(의료비) 저감편익이 3.6만원, 결근

을 적용하며, 연평균 결근일수는 최신자료인 한국

감소 편익이 0.7만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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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신규 출근목적 보행접근 철도이용자의 건강제고
편익 (2015년 기준)
구분

편익 (천원)

2. 사례적용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에 따른 건강증진편익

사망률 감소 편익

860.5

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기 위하여 2017년 부산도

질병(의료비) 저감 편익

35.6

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근일수 감소 편익

7.1

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준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계

903.2

다.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
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의 사업시행 전후 수요
분석결과(대안의 시나리오1 기준)는 다음의 <표 9>

Ⅴ. 철도사업 사례분석

와 같다.

1. 철도사업에 따른 건강제고 편익 산정절차

<표 9>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사업의 건강제고 편익
산정대상 추정결과
(단위: 통행/일)

철도사업 시행에 따라 보행량 증가에 따른 건강
제고 편익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산정할 수 있다.
(1단계) 철도사업 시행 전후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요분석을 통해 해당사업 시행 전후 수단

연도

신규
철도수요
(A)

버스-철도 신규 대중교통
전환수요
전환수요
(B)
(A-B)

출근목적
보행접근
신규수요

2021년

8,987

2,536

6,451

915

2026년

8,570

2,489

6,081

863

별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신규의 철도 전환수

2031년

8,156

2,391

5,765

818

요를 추정하되 기존의 대중교통(버스)에서 전환되

2036년

8,060

2,367

5,693

808

는 수요는 제외하고, 승용차나 택시에서 전환되는
신규 철도수요를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따라 증가된 철도이용

엄밀히 보면 철도와 버스 사이에서도 보행량 혹

수요는 1일 평균 8,060~8,987 통행 수준으로 분석

은 보행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버스 이용자들

되었으며 이 중 사업시행 전 기존 버스에서 전환된

에 대한 보행 관련 통계나 자료가 부족하여 반영할

수요 2,367~2,536 통행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승용

수 없었고, 두 수단 보행 접근자들의 보행량은 건

차 및 택시에서 전환된 수요는 5,693~6,451 통행

강증진편익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을

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부산광역권 출근목적 통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배제하

행비율 21.50%, 보행접근비율 66%를 곱하여 신규

였다.

촐근목적 보행접근 철도수요를 추정하면 연간

(2단계) 해당 철도사업이 시행되는 광역권별로

808~915통행으로 추정된다.

출근목적 통행비율자료와 도보접근 비율 자료를 가

추정된 신규 대중교통 전환수요를 가지고 앞서

지고 이를 곱하여 신규 철도 전환수요 중 출근목적

제시한 건강증진편익 산정방법론에 따라 추정된 편

도보접근 통행량을 추정한다.

익은 총 건강증진편익은 7~8억원 규모로 추정되었

(3단계) 앞서 산정된 출근목적 도보접근 통행량

으며, 사망률 감소편익은 연간 6.6~7.5억원, 질병

의 변화에 사망률 감소 원단위, 질병(의료비) 저감

저감편익은 27~31백만원 내외, 결근감소편익은 6

원단위, 결근일수 감소에 따른 원단위를 곱하여 편

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익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17년 3월
에 발간되었으나, 실제 경제성 분석은 2013년을 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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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분석이 되었으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

Ⅵ. 결론 및 시사점

안하여 2013년 기준가격으로 편익을 재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행에 따른
<표 10>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에 따른 편익
산정결과
(단위: 억원/년)

연도

통행 차량 교통
시간 운행비 사고

환경
비용

주차
비용

건강
제고

계

건강증진 효과를 질병 및 사망률 감소와 이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편익
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논문 검토를 통해 기존 사망률 감소 자

2021년 45.29 68.76 8.39 13.23 6.89 7.88 150.44

료 및 질병 감소 자료와 결근일수 감소를 최신의

2026년 45.90 66.54 7.60 11.77 6.46 7.43 145.70

통계자료로 반영했고, 질병(의료비) 저감에 따른 편

2031년 41.73 62.50 7.51 8.06 6.12 7.05 132.97
2036년 32.65 63.17 7.12 6.84 6.04 6.96 122.78

익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철도이용자의 보행 특성을 알기위해 철도역 접
근 시 도보를 이용한 접근통행수단 분담률 및 접근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검토된 편익과 건강증진편익을 함께 검토한

거리 등을 분석하고 철도 노선 간 환승 시 환승통
로에서의 보행거리 증가 등의 특성을 분석했다.

결과 전체 편익은 연간 123~150억원 수준이며, 이

철도 이용 시 증가된 보행거리에 따른 사회적 비

중 보행에 따른 건강증진편익은 7~8억원 규모로

용 감소에 대하여 원단위를 도출하여 편익산정 시

약 5.2~5.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기존의 편익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사업 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행에 따라 승용차나 택시 등 개인교통수단에서 신

나 차량운행비 저감편익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나

규로 철도를 이용하게 되는 출근목적 통행자들을

교통사고 저감편익이나 환경비용 저감편익과는 유

대상으로 한 편익 산정 방법론을 제시했다.

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철도의 이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 사업의 경제

록 하고,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해

성 분석결과를 보행에 따른 건강증진편익을 반영

당 사업의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투

한 전후를 비교한 결과 보행에 따른 건강증진편익

자평가지침 등 관련 지침 반영을 위한 근간을 마련

을 반영하기 전에는 비용편익비(B/C)가 0.46 수준

했다.

이었으나, 반영 후에는 0.49로 다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편익산정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하고, 도보 접근 비율에 대한 자료갱신이 필요하
다. 나아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통근 목적 외 상시

<표 11> 부산도시철도 4호선 연장(기장선)의 경제성분석
결과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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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에 대한 비율반영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
며, 도시철도 이용자 외에 버스나 트램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

구 분

건강제고편익
반영 전

건강제고편익
반영 후

총 비용

6,329

6,329

할인 비용

2,751

2,751

끝으로, 본 논문의 결과가 보행에 따른 건강제고

요하다고 판단된다.

총 편익

4,775

5,059

효과만을 보고 철도역 환승통로의 길이가 긴 것이

할인 편익

1,262

1,338

더 좋다거나 승용차의 문전수송이 안 좋다거나 함

비용편익비(B/C)

0.46

0.49

을 보이고자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교통수단

순현재가치(NPV)

-1,489

-1,413

에서 대중교통(철도)로 전환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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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행량 증가가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음을 보
이고자 함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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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이동에 사용하는 평균 통행시간이 일정하다는 학설이 있다. 이를 통행
시간예산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분석하여 이 가설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통행시간예산은 모집단을 전국민으로 설정했을 경우 약 100분, 모집단을 통행자 집단으로 국한했
을 경우 약 110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행시간의 시계열적 안정성과 달리 횡단면적 안정성은 확
인할 수 없었다. 셋째, 통행시간예산과 요일 변동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었다. 넷째, “출퇴근 및
업무”와 “교제 및 여가” 목적의 통행시간예산은 나타났으나 그 외 나머지 통행목적의 평균 통행시
간은 절댓값이 작아 통행시간예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다섯째, 사회집단 간 평균 통행시간
사이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으나 각 집단별 평균 통행시간은 시계열적 안정성을 보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통행시간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체계, 특히 이 가설과 통행행태 이론 등 기존
교통학 이론체계와의 관계정립 문제가 강조되었다.
￭ 주제어: 통행시간예산, 통행시간 사용의 안정성, 계절 변동, 통행목적, 통행행태

The hypothesis entitled “travel time budgets” represents that personal daily travel time expenditure
is stable.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d the theory analyzing the Korean time use survey data. Five
research questions were raised and examined. First, Korean travel time budgets were 100 and 110
minutes for total people and travelers only, respectively. Second, the cross-sectional stability of travel
time use was not confirmed while the time-series stability of the spending was verified. Third, there
were little connections between travel time budgets and day-of-week variations of travel time use.
Fourth, travel time budgets of trip purposes for commuting and business and those for social
interaction and leisure were found. In contrast, travel time budgets of the other trip purposes could
not be examined mainly because their travel times consumed were too short. Fifth, inter-group average
travel time use was different while intra-group average travel time expenditure showed time-series
stability. The concluding remarks stressed the need for theoretical structure that can address the
hypothesis itself and also can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transport theory and the
stability of travel time use.
￭ Keywords: Travel time budgets, stability of travel time use, seasonal variations, trip purpose,
trave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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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시간예산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이동에 사용하는 통

한다. 첫째, 통행시간예산 가설이 전제하는 모집단

상적인 시간, 즉 평균 통행시간이 일정하다는

이 누구이어야 할지를 살펴본다. 이 질문은 결국 통

(constant or stable) 학설이 있다. 이를 통행시간예

행시간예산의 분석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할지 또

산(travel time budgets)이라고 한다. 이 가설은

는 통행자에 국한해야 할지로 모아진다. 관련 연구

Tanner(1961)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지난

들은 대체로 이 주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

수십 년간 교통학계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로 자

다. 다만 일찍이 Goodwin(1981)은 통행자만을 대

리 잡고 있다(김태호 외, 2009; 나승원·여옥경, 2011;

상으로 측정한 통행시간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 조

Ahmed and Stopher, 2014; Goodwin, 1981;

사한 통행시간보다 안정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Gunn, 1981; Stopher et al., 2017; van Wee et

둘째, 평균 통행시간이 횡단면과 시계열적으로 모

al., 2006; Zahavi and Talvitie, 1980).

두 안정적인지를 검증한다. 이에 대해 일부 경험 연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전통적인 교통학의

구는(Gunn, 1981; van Wee et al., 2006) 횡단면

이론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교통학의

적으로 확인된 통행시간의 안정성이 시계열적으로

대표적 이론체계 중 하나인 통행행태 이론은 통행

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실증한 바 있다. 만약 통행

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행시간을

시간이 시계열적으로 증가, 감소, 또는 변동한다면

절감하려한다고 가정한다. 절감된 통행시간을 생산

통행시간의 “안정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통

활동이나 여가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행시간예산 가설이 교통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때문이다. 교통투자사업의 당위성도 대부분 이 시

자리 잡기 힘들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통행시간

간절감효과로 측정된다. 하지만 통행시간예산 이론

예산의 계절(season)과 요일(day of week) 변동이

은 교통투자에 따른 교통체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Goodwin, 1981; Gunn, 1981). 교통학에서 통

사람들의 평균 통행시간이 일정하다고 주장한다.

행량의 계절/요일 변동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

예컨대 교통체계의 효율 개선에 따른 절감된 통행

행시간은 교통시설 및 운영과 통행량의 함수이므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더 먼 거리

로, 통행량이 변동하면 통행시간도 변화할 수 있다.

를 통행하는데 사용해(Barnes and Davis, 2001;

통행시간예산 연구가 평균 통행시간을 분석하므로

Schafer and Victor, 2000; 나승원·여옥경, 2011;

통행시간의 계절/요일 변동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추상호·나승원, 2011), 결국 교통체계의 총교통량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다. 동일시점에서 조사된 평

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van Wee et al., 2006).

균 통행시간이 유사하다면 통행시간예산 이론은 성

통근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광역철도가 도시 스프

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시기가 상이한 연구

롤을 가중해 결과적으로 장거리 통근과 직주불일

들을 메타분석하여 통행시간예산이 약 65-75분이

치를 고착화한다는 주장도 이 설명과 괘를 같이한

라는 식으로 결론짓는 것(Ahmed and Stopher,

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계획 수립의 핵심 방법론인

2014)은 성급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구 질문은 평균

수요분석모형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통행시간의 안정성이 통행목적별 평균 통행시간의

(Mokhtarian and Chen, 2004)는 우려도 제기된

안정성으로 이어지느냐이다(van Wee et al., 2006).

바 있다.

만약 평균 통행시간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사용 실태를

적별 분배비율이 변화한다면 통행자가 교통체계 개

광범위하게 보고하고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선에 따른 절감된 통행시간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17

교통연구 제25권 제3호

다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시간

<표 1> 생활시간조사 개요

예산 가설이 교통학의 전통적 이론체계를 위협할

구분

조사기간

유효표본(유효율)

수 있다는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할 수 있다. 다섯

제1회(1999년)

9.02-9.14

42,973명(93.2%)

째, 통행시간예산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제2회(2004년)

9.02-9.13

31,634명(98.3%)

제3회(2009년)

3.12-3.23
9.09-9.22

20,263명(98.1%)

제4회(2014년)

7.18-7.27
9.19-10.01
11.28-12.07

26,988명(99.9%)

여기서 집단은 연령,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속성
(Schwanen et al., 2002)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 연관은 약하나
교통과 사회적 배제 등 교통 형평성 연구에 유의미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 각 조사의 주요 표본 특성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생활시간
조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서 Ⅲ장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

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실

이다.

증적으로 검증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생활시간조사의 표본규모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제4회 조사를 예로 들면, 우선 전
국을 800개 조사구로 나누고 각 조사구마다 15개
가구를 할당하였다. 그 결과 12,000가구의 27,716

Ⅱ. 분석자료

가구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최종 응
답자는 11,986가구의 26,988가구원으로 집계되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생활시간

유효율이 99%를 상회한다.

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행시간예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

산을 분석한다. 생활시간조사란 “국민들(10세 이상)

간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을 채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5년 마다 실시하

택하였다. 여기서 행동은 주행동, 동시행동, 모든

는 정기조사이다(통계청, 2015). 본 연구는 생활시

행동으로 나뉜다. 주행동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간조사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논리오류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의 행동이고, 동시행동은 같

등을 제거한 기초 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

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의 주

여 통행시간예산을 분석한다.

행동 이외의 행동이며, 모든 행동은 주행동과 동시

<표 1>은 그동안 실시된 생활시간조사의 조사기

행동을 포괄하여 집계한 행동을 말한다. 본 연구는

간, 조사규모 등을 정리한 것이다. 1999년 제1회

이동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주행동을

조사가 실시된 이래, 2014년 제4회 조사가 실시되

기준으로 통행시간을 정리하였다.

었으며, 다음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어 2020년

시간일지 이외에도 혼인상태, 주택종류 및 점유

에 공표될 예정이다. 제1와 제2회 조사는 연 중 1

형태 등 가구관련사항 10개 항목과 교육정도, 개인

회 실시되었지만 제3회 조사와 제4회 조사는 각각

소득 등 개인관련사항 13개 항목이 조사된다. 본

연 중 2회와 3회 실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연구는 시간일지를 활용하여 통행시간예산을 분석

시간의 계절변동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따

하되, 통행시간예산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라서 제1회와 제2회 조사는 제3회와 제4회 조사에

때 가구과 개인관련 정보를 활용하였다.

비해 이동시간의 과소 또는 과다 추정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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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행시간예산 분석

파악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통행시간은 모집단이
전국민이든 통행자 집단이든 모두 안정적이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원인규명은 매우 흥미로울 수

1. 모집단

있으나 본고의 연구 질문과 분석수준을 벗어난다.
<표 2>는 하루 24시간 중 이동에 사용된 총시간

을 전체 평균시간(량)과 행위자 평균시간(량)으로

2. 시계열과 횡단면적 안정성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체 평균시간은
이동에 사용된 시간을 합한 후 전체 응답자수로 나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행시간예산 연구에서

눈 산술평균값이다. 한편 행위자 평균시간은 하루

분석대상 모집단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중 한번 이상 통행한 사람들만의 평균시간이다. 따

또는 행위자 평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서 전체 평균시간의 모집단은 10세 이상 전국민

그러나 이 학설이 궁극적으로 교통수요와 연결되므

이며, 행위자 평균시간의 모집단은 10세 이상 통행

로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추정된 대푯값의 실효성이

자이다. 전국민 대비 행위자의 비율은 조사마다 차

높다. 예컨대 어떤 교통체계에서 사람들의 이동의

이를 보이나 대략 92-93% 수준이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해야하는 총통행시간
은 전체 평균과 인구수를 곱하거나 행위자 평균과
총통행자수를 곱해서 산정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

<표 2>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전체

94.4

100.5

104.3

99.2

99.6
(3.5)

행위자

102.1

107.5

111.8

109.7

107.8
(3.6)

피 총통행자수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인구수는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정된 통행시간을 바탕으로 이
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표 3>은 평균 총통행시간을 지역별로 산정한 결

과이다. 전체 국민들의 총통행시간은 시계열적 안정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성을 나타냈으나(<표 2>), 횡단면적으로는 상당한 차

이 하루 24시간 중 이동에 사용한 시간은 약

이를 보였다.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볼 수 있

100-110분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통행자만을 대상

다. 첫째, 4회에 걸친 생활시간조사에서 이동시간이

으로 산정한 행위자 평균이 비통행자를 포함한 전

가장 길었던 권역은 서울이었고(109.6분), 가장 짧았

체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두 가지 평균 모두 표준

던 지역은 충남이었다(84.7분). 그런데 그 차이가 무

편차가 4분 미만이다. 이는 평균 대비 3-4% 수준의

려 24.9분에 달했다. 둘째, 각 권역별 총통행시간의

편차이다. 즉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통

시계열적 편차도 전체 총통행시간의 시계열적 편차

행시간은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보다 크게 나타났다. 예컨대 인천 지역의 시계열적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에서 적어도 지난

편차가 8.5분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평균 총통행시

15년간 총통행시간 측면의 통행시간예산이 실재했

간의 표준편차인 3.5분에 비해 약 2.5배가량 높다.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역 간 총통행시간의 횡단면적 편차도

평균 총통행시간으로 산출된 100-110분은 해외

전체 총통행시간의 편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일례로

관련 연구(Ahmed and Stopher, 2014)가 보고한

2009년에 시행된 제3회 생활시간조사의 횡단면적

65-75분보다 약 30분가량 길다. 또한 Goodwin

표준편차가 10.2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해 평균

(1981)의 주장과 달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총통행시간인 104.3분의 약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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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절과 요일 변동

<표 3> 지역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과 시계열적 분석 결과는

서울

103.1

112.7

111.1

111.4

109.6
(3.8)

부산

98.2

103.3

112.5

97.1

102.8
(6.1)

된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시기는 동일하지 않다. 다
만 모든 조사가 9월 조사를 포함하였으므로 월변동

대구

91.5

97.2

96.4

93.9

94.8
(2.2)

인천

96.9

106.4

119.5

100.9

105.9
(8.5)

광주

105.2

98.7

98.8

98.6

100.3
(2.8)

대전

99.3

103.9

101.7

91.6

99.1
(4.6)

울산

98.3

95.1

91.8

94.9

95.0
(2.3)

조사시기의 차이에 의한 효과, 즉 통행시간의 월변
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시행

효과가 상당부분 통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월변동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중 조사된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제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문제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경기

99.5

103.1

113

108.6

106.1
(5.2)

강원

80.6

80.7

89.5

91.7

85.6
(5.0)

충북

84.4

89.2

89.7

89.8

88.3
(2.2)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충남

80.5

93.7

82.0

82.6

84.7
(5.3)

평일

94.1

103.4

106.1

101.1

101.2
(4.0)

전북

89.8

91.8

89.0

82.7

88.3
(3.4)

토요일

100.9

94.8

106.4

100.6

100.7
(3.7)

전남

81.6

90.1

91.9

87.6

87.8
(3.9)

일요일

93

100.5

93.3

88.5

93.8
(3.8)

경북

79.3

86.7

92.1

83.0

85.3
(4.7)

경남

83.9

90.8

98.2

89.0

90.5
(5.1)

제주

94.1

96.5

95.5

83.5

92.4
(5.2)

평균
(표준편차)

94.4
(8.6)

100.5
(8.0)

104.3
(10.2)

99.2
(8.5)

99.6
(3.5)

<표 4> 요일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하지만 총통행시간의 요일 변동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일과 토요일의 총통행시간이 유사한 가운
데 일요일의 이동시간이 이보다 약 7분가량 짧다.
그러나 일요일의 총통행시간도 93.8분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요일에도 상당한 시간을 이동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Gunn, 1981; van Wee

에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t al., 2006)의 보고와 배치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간 총통행시간의 편차가

결과가 보다 직관에 부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행

크지 않은 가운데, 각 요일별 전체 이동시간은 시계

시간은 교통시설, 공간구조 등 교통체계 특성과 유

열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표 4>에서 각 요일의

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체계 특성이 상이한

총통행시간 표준편차가 4분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

지역들 간의 평균 통행시간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다. 이로부터 통행시간예산에서 요일변동은 미미하

수 있다. <표 3>에서 도시지역(수도권과 광역시)과

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비도시지역(광역도)의 평균 총통행시간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점도 이러한 추론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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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향과, 통학 및 학습 시간의 감소는 학생수

4. 통행목적

의 전반적인 감소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5>는 통행목적별 평균 총통행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유지란 개인 건강관리(예, 의료

5. 사회집단

서비스), 기타 개인위생(예, 외모관리, 이미용) 등
을, 가정관리란 상품 및 서비스 구입(예, 쇼핑), 기
타 가정관리(예, 금융기관 이용) 등을 말한다.

사회집단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통학계에서 보편적으로 고려하
는 성, 연령, 개인소득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통행시간예산의 사회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표 5> 통행목적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개인
유지

1999
4.9

출퇴근
및 업무

38.9

통학 및
학습

15.3

2004
6.6
43.8
15.2

2009
8.8
41.5
14.0

2014

평균
(표준편차)

12.0

8.1
(2.7)

40.3

41.2
(1.8)

10.0

13.6
(2.2)

가정
관리

6.7

7.0

8.0

7.8

7.4
(0.5)

가족
보살피기

3.2

4.0

4.5

3.7

3.9
(0.5)

참여 및
봉사

0.6

0.8

0.5

0.6

0.6
(0.1)

교제 및
여가

23.4

21.8

25.6

24.3

23.8
(1.4)

기타

1.4

1.3

1.4

0.6

1.2
(0.3)

주: 생활시간조사의 “출퇴근”과 “그 외 일 관련”을 “출퇴근 및 업
무”로, “교제활동”과 “그 외 여가활동”을 “교제 및 여가”로,
“기타”와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를 “기타”로 통합함

<표 6> 성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남

105.2

111.4

114.8

109.1

110.1
(3.5)

여

83.8

90.1

94.1

89.7

89.4
(3.7)

먼저 성별 평균 총통행시간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총통행시간이 각각
110.1분과 89.4분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20분

을 넘었다. 이는 남녀 간 고용율의 차이로 인한 결
과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의 남성 고용율이 여성의
고용율보다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표 5>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이동시간 중 “출퇴

근 및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결과 고용율이
높은 남자들의 총통행시간이 여성들의 총통행시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행목적은 “출퇴근 및

보다 20분 이상 길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업무”와 “교제 및 여가”로서 전체 이동시간의 약

러한 남녀 사이의 평균 총통행시간의 차이에도 불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의 평균 총

구하고 각 성별 평균 총통행시간은 시계열적 안정

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2분미만으로 나타나 시계

성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총통행시간의 표

열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2분미만의 표준편차

준편차가 모두 4분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는 평균 총통행시간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

는 평균 총통행시간 대비 3-4%에 불과한 수준이다.

머지 목적의 이동시간은 절댓값이 작아 통행시간예

다음으로 <표 7>은 연령별 평균 총통행시간을 정

산을 논하기에 부적절하다. 다만 “개인유지” 목적의

리한 것이다. 20대의 평균 총통행시간이 116.4분으

총통행시간이 증가하고 “통학 및 학습” 목적의 총

로 가장 길었고, 60대 이상의 평균 총통행시간이

통행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개인유

75.3분으로 가장 짧았다. 10대의 평균 총통행시간

지 시간의 증가는 외모나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이 60대 이상의 평균 총통행시간보다 긴 점은 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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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볼 대목이다. 고령자의 이동권 못지않게 미성년
자들의 이동권도 중요함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더

<표 8> 소득수준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백만원)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0.0

N/A

84.4

88

83.8

85.4
(1.9)

0.0-0.5

N/A

97.8

84.7

79.6

87.4
(7.7)

가장 낮은 10대를 제외해도 각 연령별로 지난 15년

0.5-1.0

N/A

100.6

101.1

83.9

95.2
(8.0)

간 5분 남짓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1.0-1.5

N/A

114.2

110.3

96.6

107.0
(7.5)

1.5-2.0

N/A

122.7

122.6

108.5

117.9
(6.7)

군다나 미성년자들은 의존적 통행자들이기도 하다.
한편 연령 사이의 평균 총통행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별 평균 총통행시간은 시계열적
안정성을 보였다. 평균 총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표 7> 연령별 평균 총통행시간(분)
구분

1999

2004

2009

2014

평균
(표준편차)

2.0-2.5

N/A

127.5

130.3

115.5

124.4
(6.4)

10대

91.9

89.6

90.3

87.1

89.7
(1.7)

2.5-3.0

N/A

129.8

128.9

120.7

126.5
(4.1)

20대

110.7

117.1

121.8

116

116.4
(3.9)

3.0-3.5

N/A

132.0

132.1

126.9

130.3
(2.4)

30대

97.0

108.1

110.4

108.9

106.1
(5.3)

3.5-4.0

N/A

140.5

137.3

124.6

134.1
(6.9)

40대

98.6

106.2

114.2

110.5

107.4
(5.8)

4.0-5.0

N/A

137.2

136.1

132.2

135.2
(2.2)

50대

93.1

98.9

106.9

102.7

100.4
(5.1)

5.0 이상

N/A

149.9

135.5

133.8

139.7
(7.2)

60대
이상

69.9

76.1

81.0

74.0

75.3
(4.0)

주: 제1회 생활시간조사의 개인소득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음.
제4회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소득의 조사구간을 400-450만원과
450-500만원을 분리하였으나, 제2회와 제3회 조사와의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두 구간 대푯값을 산술평균함.

마지막으로 <표 8>은 소득수준별 평균 총통행시
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 총통행시간은 소
득이 높을수록 단조 증가하여, 월소득 500만원 이

Ⅳ. 결론

상 국민들의 평균 총통행시간은 139.7분에 달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총통행시간인

지금까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 자료

85.4분의 약 1.6배 수준이다. 이러한 편차는 업무

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행시간예산을 실

등의 경제활동과 소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풀이된다. 다만 생활시간조사 자료로는 이 관계를

연구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으로 교차검증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교통체계에서 평균 총통행시간 측면의 통

소득수준별 평균 총통행시간의 시계열과 횡단면

행시간예산이 실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적 안정성은 <표 6>과 <표 7>에 제시된 성과 연령

예산은 모집단을 전국민으로 설정했을 경우 약 100

별 평균 총통행시간의 시계열과 횡단면적 안정성에

분, 모집단을 통행자 집단으로 국한했을 경우 약

비해 높지 않았다. 다만 고소득과 저소득층의 평균

110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행시간의 횡단면적

총통행시간보다 중소득층의 평균 총통행시간의 안

안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각 지역별 평균

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통행시간은 전체 총통행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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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안정성을 보였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역의 평균 총통행시간이 일정한 경향을 보여, 통행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 적

시간예산이 교통체계특성과 유관함을 추론할 수 있

절한 이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학계

었다. 셋째, 통행시간예산과 요일 변동 사이에는 큰

의 보편적 인식은 통행시간예산 현상을 규명할 수

연관이 없었다. 다만 통행시간예산의 월변동 등 계

있는 특별한 이론체계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절변동은 자료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다. 넷째,

다. 다만 사람들이 통행시간을 무조건 줄이려하기

“출퇴근 및 업무”와 “교제 및 여가” 목적의 평균 총

보다는 일정 시간 소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연

통행시간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외 나

구결과들(Mokhtarian and Chen, 2004)에 근거해

머지 통행목적의 평균 총통행시간은 절댓값이 작아

경제학적 이론틀은 대체로 부정되고 있다.

통행시간예산 여부를 논할 수 없었다. 다섯째, 사회

이처럼 통행시간예산 연구는 그 연원에 비해 여

집단 간 평균 총통행시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

전히 연구공백이 많은 분야이다. 특히 그동안 관련

었으나 각 집단별 평균 총통행시간은 시계열적 안

논의가 풍부하지 못했던 우리 학계의 활발한 후속

정성을 보였다. 사회집단을 성과 연령으로 구분했

연구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실증

을 경우의 통행시간 안정성이 소득수준으로 분류했

적 경험연구는 물론 엄정한 이론연구와 규범적 정

을 경우의 통행시간 안정성보다 높았다.

책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통행시간
예산을 확인했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통행시간예산
과 기존 교통학 이론체계와의 상충 가능성은 파악
할 수 없었다. 특히 교통체계의 효율 개선이 통행시
간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료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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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또는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교통체계의 효율
개선 전후 통행빈도, 통행거리, 통행시간 등을 조사
한 비집계 자료가 필요하다. 비록 통계청의 생활시
간조사 자료가 비집계 자료이나 조사주기가 5년이
고 매회 설문대상이 달라 우리사회의 전반적 이동
시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GPS 등을
활용해 이 주제를 다룬 연구(Stopher et al., 2017)
가 보고되었으나, 아직은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교통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교
통패널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통행시간의 안정성 또는 일정함을 판단하는 기
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본 연
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통행시간의 안정성
을 분석했다. 만약 통행시간 분포가 비대칭적이라
면 평균과 표준편차 방법의 유효성은 현저히 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한 합리적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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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ear programming (LP) is widely used for development of energy and emission reduction
analysis models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ease of operation, but actual model users sometimes
do not understand all the structures of models based on linear programming.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ottom-up model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decision variables and constraints
while subdividing the space, time, and operating modes. Besides LP's core constraints, various
user-defined constraints added to reflect various restrictions of reality can be another obstacle for
users. This paper summarizes efficient structures of LP formulation which have core decision variables
and constraints specific to the road transport sector and minimal types of additional constraints for
bottom-up energy system models. It shows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extending from the most
basic formulation to the case of technology with vintage and multiple activities. It also defines three
types of constraints and their combinations that can encompass all kind of constraints often used by
energy modelers.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bottom-up energy models
developed with LP and efficient building-up of the models for the road transport sector.
￭ Keywords: Energy System Model; Bottom-up Model; Linear Programming; Road Transport

널리 알려져 있는 상향식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들이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 모형의 수리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
사결정 변수의 변형, 추가적인 사용자 정의 제약식(User defined constraint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책 분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수송 부문에 특화하여 선형계획법 기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의 효율적인 수리 구조를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수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복잡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확장 방법을 소개한
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정의 제약식은 결국 세 가지 형태의 일반화된 제약식들의 조합으
로 정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수송 부문에서 상향식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에너지시스템 모형, 상향식 모형, 선형계획법, 수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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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995). They are stable but seem complicated
even for advanced users because they provide

Even though linear programming (LP) has

decision variables and constraints that can

some limitations due to its assumption on

encompass various cases. Even though MARKAL

linearity, it has been extensively used to assess

/TIMES are developed with GAMS, one of

long-term energy and climate policies because of

Mathematical Modeling Languages (MML), and

its conceptual simplicity and easy manipulation

its structure is based on the set concept of

(Loughlin et al. 2010, Pfenninger et al. 2014,

GA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calculation

Wei et al. 2005). Normal LP problems consist of

structure because of complex decision variables.

an objective function and several constraints. The

MESSAGE is not developed with MML, so we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are linear

can see not the internal calculation structure but

combinations of decision variables and coefficients

the matrix generated for linear optimization.

(Murty 1983). To develop a model that adequately

Recently developed bottom-up model generators

reproduces actual energy systems, it is necessary

are oriented towards open source. Examples of

to describe details of total system cost, technology

them are OSeMOSYS (Open Source Energy

stock dynamics, energy balance and various

Modeling System) and Temoa (Tools for Energy

restrictions of the energy systems in reality with

Model Optimization and Analysis). OSeMOSYS

appropriate decision variables, core and additional

depends on the GNU Linear Programming Kit

constraints. There are several kinds of LP based

(GLPK), a software toolkit intended for solving

model generators that offer functions to generate

large scale linear programming problems by means

many types of predefined variables and additional

of the revised simplex method. LEAP (Long-range

constraints in order to reflect the various features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s), which is

of energy systems (Howells et al. 2011, Hunter

a typical simulation model for energy systems

et al. 2013, Fishbone and Abilock 1981). It

and has a wide user base, provide optimization

might seem convenient to offer many types of

function since 2011 though integration with

predefined decision variables and additional

OSeMOSYS (Howells et al 2011). Temoa is based

constraints, bu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t first

on Pyomo, a library built on Python programming

and sometimes confusing to users.

language. Temoa is also based on the LP-based

The most well-known LP-based bottom-up

optimization

model

and

provides

stochastic

model generators are MARKAL(Market Allocation)

optimization capabilities (Hunter et al. 2013). In

/TIMES(The Integrated MARKAL-EFOM System)

recent years, OSeMOSYS and Temoa have made

and MESSAGE(Model for Energy Supply Strategy

a lot of efforts to improve understandability of

Alternatives and their General Environmental

their LP formulation to differentiate them from

Impact). They have been developed since around

MARKAL/TIMES and MESSAGE. However,

1980 and have improved over a long period of

they also describe an energy system with complex

time (Fishbone and Abilock 1981, Loulou et al.

decision variables like MARKAL/TIMES and

2004, Messner 1997, Messner and Strubegger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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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complexities in the existing model

activities, are introduced. Section 3 defines three

generators stems from complicated decision

types of constraints and two dummy variables

variables based on multi-year time periods, multi-

that can cover user-defined constraints. Finally,

regions, time slices, which divides the demand of

Section 4 presents the conclusion and direction

a unit into several time periods, and multi-

of future research.

activity which enables energy demand technologies
to operate in various modes (Kannan 2011).
Another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us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model as they

Ⅱ. Efficient Structures of Linear
Programming Formulation

provide a wide variety of additional constraint
types.
In this study, we first develop the simplest
structure of LP formulation for the road transport
sector, and we show that how to extend the
simplest structured model to the efficiently

1. Basic Structure
The simplest structure of LP formulation for
an energy system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Basic Structure)

structured model for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and multiple activities, in which the

Minimize

model has the least numbers of decision variables
and core constraints. This work will be able to

         

model based on LP formulation for the road

in developing energy models more efficiently.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n advanced
version of Kim et al. (2014), which examined the
mathematical

properties

of

the

simpl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the case of technology with vintage and multiple

28

2018. 9



   ∈I∈T (2)

     

 

≥  ∈J k ∈T

 
 
 
 

   ∈J╲J ∈T

∈P

 
 

k

(3)
(4)

I: Technology set
J : Energy form set
J k⊂ J  : Demand set
  : Lifetime
          ⋯  :

Historical capacity
 



     

    ⋯


    …   
:
 ≥ 

Sum of available historical capacities at ∈T

2, the efficient structures of LP formulation for
the road transport sector, from the basic form to

(1)

T  ⋯r: Planning horizon

LP

formulation for the transport sector.

 
 

 ≥  ∈I ∈T

to the sector step by step. We also propose three

constraints in the LP formulation will be helpful




≥

∈P

making variables and constraints that are specific

energy system models. These newly interpreted




 

∈C 

transport sector because we use the decision-

defined constraints usually used in bottom-up






Subject to   ≤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energy system

basic constraints that can cover additional user-




∈T ∈I

 

: Main output efficiency of technology ∈I
at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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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Set of technologies generating energy form

Equation (2), (3), and (4). Equation (2) set the

∈J
C : Set of technologies consuming energy form

capacity constraint where the output level of a
technology (left hand side) cannot exceed the

∈J


The necessary constraints are presented in

: Amount of energy ∈J generated from the
unit of activity of technology ∈I at time
∈T

 : Amount of energy ∈J consumed for the

unit of activity of technology ∈I at time
∈T

 : Required amount of service demand
∈I at time ∈T
 : Activity variable of technology

capacity (right hand side). Equation (3) defines
the intermediate energy flow balance where all
intermediate energy forms must be supplied from
within the model. Equation (4) shows the final
service demand constraint, which states that the
required amount of service demands  at the
specific time should be satisfied.
For simplicity, Equation (2) can be transformed into
 ≤  ∈I ∈T

(5)

∈I at time ∈T


: Capacity variable of technology
∈I at time ∈T



where           

and     . In Equation (5), 

Equation (1) in the model defines the objective

is the available capacity at year ∈T for

function minimizing the total cost of the energy

technology ∈I which is the sum of existing historic

system that include investment cost, fixed

capacity and new installed capacity, and  is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and variable

main output of the technology. Then, Equation (5)

operation cost

can be called the available capacity constraint.

(Messner and Strubegger 1995,

Shay et al 2006). The terms in Equation (1) are
defined as follows:
  ╱  

Even though substitution of Equation (2) with
Equation (5) is not necessary for finding the
optimal solution, it is simpler and will be very
useful in defining the additional constraints to be

  ╱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This simple

  ╱  

structured model can be also used for the road

 : Annualized investment cost of technology 

transport sector.

at time  per capacity


: Annual Fixed operation and management
cost of technology  at time  per capacity

 : Variable cost of technology
 at time  per capacity
: Discount rate

2. Extension of the Basic Structure to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fuel efficiencies of
vehicles rise every year by introducing new
improvements (Goldberg 1998, Kleit 2004, 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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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trend can also be easily seen in other

efficient modeling,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ector products like air conditioner, heater boiler

reflect technology with vintage. It is inevitable that

and etc. In environmental and energy policies,

the complexity of the formulation will increase due

therefore, vintage-differentiated regulation is very

to the reflection of the vintage, but the benefit of

common (Stavins 2006). In modeling energy use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modeling could be

of those products, the vintage of products should

much more.

be treated properly. Among existing bottom-up

In order to introduce the vintage in the

software systems, MESSAGE, MA, OSeMOSYS,

modeling, we more specify the technology-related

and LEAP do not explicitly reflect the technology

set and activity variable as follows:

vintage, whereas TIMES and Temoa provide a

Iv⊆ I: set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function that help implement it (Loulou et al

 : Activity variable of technology

2005, Hunter et al. 2013). When there is no

∈Iv at time ∈T introduced in

function about the technology vintage in model
generators

such

as

MESSAGE,

             ⋯ 

MARKAL,

OSeMOSYS, LEAP, etc., we should define

where means the vintage of the technology.

technology for each vintage. For example, in the

Then, the activity variable of technology  at time

EPA

 ,  , , can be expressed as follows:

2006

MARKAL

Database,

vehicle

technologies are segmented into five years and
the technology “Compact Car with Conventional



 

Gasoline Engine” are divided into eight different
technologies,

TLCCONV00,

TLCCONV05,…,

TLCCONV35, to reflect introduction years of
technologies (Shay et al 2006). TIMES and Temoa
provide functions to reflect the vintage, but do
not show in detail how the actual calculation is
done. In this section, we will fully describe how
to implement this technology with vintage.
If there is no vintage for technology in the model




  ∈Iv ∈T

(6)

     

The output from the technology  at time  ,


, is also changed into


 



  
  ∈Iv ∈T

(7)

     

The capacity constraint of Equation (2) sh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vintage of technologies.

generator, you can define the technology for each

If  ≤     and              ⋯  ,

vintage as in Shay et al (2006). From the

the historical capacities binds the maximum of

mathematical viewpoint of LP, this approach is not

the outputs.

so different from the vintage formulation in this


  
 ≤   ≤                  ⋯ 

section. However, when constructing the actual

∈Iv t∈T

model,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technology as

If   max   +⋯ , newly installed

the number of technologies multiplied by vintages.

capacity in modeling years constrain the output.

These tasks would be very tedious and waste a lot

Therefore, the capacity constraint for ∈Iv is

of time when modifying models. Therefo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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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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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ax    + ⋯ 

 

(8)

∈C 

 
 

∈Iv ∈T

Here, we can notice that the notation is the
The energy flow constraint of Equation (3)
and the demand constraint of Equation (4) need

same in the previous subsection because of
Equation (6).

some modifications, too. Figure 1 illustrates the

In the objective function, both investment cost

energy flows for three types of technologies: (1)

and fixed operation cost depend on capacity  ,

∈I and its main output is  , (2) ∈I and its

whereas variable costs,  , are proportional to

secondary output is  , and (3) ∈I╲Iv.

outputs. The output of technology ∈Iv is


      


 
and that of technology





∈╲ is   .

This can be expressed as follows:
  ∈I╲Iv

 
  
 ∈Iv
  
   

  

∈T



Figure 1. Energy Flows of Three Technology Types

Then, the extended structure of LP formulation
for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can be

To categorize types of technologies, we define

described as follows:
(Extended Structure VI)

a new technology set:
V  : Set of technologies ∈Iv

Minimize

whose main output is 
For the first type, shown as technology 1 in
Figure 1, the output  from the technology ∈Iv


 



  
 

3 in Figure 1, the output from the technology
∈P ╲V  can be calculated as







∈I







(9)

Subject to   ≤  ∈╲Iv ╲I ∈T (10)

   
 ≤



    ≤                ⋯ 
  max    + ⋯ 
  

(11)

Then, the total output from technology ∈P  is
 



∈Iv╲I ∈T

  

 ≥

  

 ≥   ∈J╲J k∈T

(13)

   ∈I∈T

(14)

∈ V 

∈V








     

For other types, shown as technologies 2 and

∈V

       

 T  I



∈P╲V

Energy consumption amount of technology
∈C  consuming energy ∈J is







∈ P ╲ V 

    ∈J╲J ∈T

∈ C 

 
 

k

(12)

∈P╲V


 



  max   

  ∈I╲Iv

 
  
 ∈Iv
  
   

  

∈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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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T

(16)

     

≥  ∈I╲Iv ∈T

 ≥  ∈ Iv ∈T              ⋯ 
 ≥  ∈ I ∈T

3. Extension of the Basic Structure to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Multiple
Activities

used as inputs or outputs of energy technologies.
An energy form in the RES gathers and
distributes the corresponding energy or materials.
Figure 2 describes the RES for an example road
transport sector which has five energy forms,
such as oil, bio ethanol, electricity, blended energy
and vehicle travelled distance. The sector has
three energy levels that are defined as the groups
of energy forms between the clusters of
technologies. The last level, the last vertical line

In the structure of LP formulation in Section

from the left in the RES, means a useful energy

2.1 and Section 2.2, we assumed that all

demand. Useful energy demands are kinds of

technologies have only one activity. Now we

services that consumers ultimately want to obtain

consider the case that technologies have multiple

by consuming energy. Types of useful energy

activities. In a real world, processes and

demands depend on sectors. Vehicle Kilometer

technologies can be operated in various modes

Travelled (VKT) or Passenger Kilometer Travelled

(Hashim 2005), and inputs and outputs of

(PKT) can be useful energy demands for the

technologie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mode.

road transport sector. Typically, the useful energy

In this section, we first introduce an example

demands are given exogenously over the whole

road transport sector which has technologies with

planning horizon for the bottom-up energy system

multiple activities and develop the extended

models.

structure of LP formulation to help readers
understand better.
Generally, the target energy system can be
illustrated well with the Reference Energy
System (RES). RES provides the framework for
representing an energy system with all its
interdependencies from resource extraction, imports
and exports, conversion, transport and end-use of
energy to produce final services (Kim et al.
2014). Figure 2 shows the RES for our example

Figure 2. Reference Energy System for an
Example Road Transport Sector

road transport sector. RES basically consists of
two types of elements: energy forms and

Technologies represent processes needed to

technologies. The vertical lines and the boxes in

produce energy, intermediate or final useful

the RES denote energy forms and energy

energy demand. There are three kinds of

technologies respectively.

technologies. The first one is a primary energy

Energy forms represent energy o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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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echnology that first provides energ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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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through mining or importing. In the

blue box represent technology id, and those in

figure 2, oil carrier, bio ethanol carrier and

the yellow box denote activity id. Then,

electricity carrier are in this group. The second

I and

kind is an energy process technology that

Im  . If technology has one activity,

transforms energy types. For example, the BE in

activity id is equal to technology id. It means that

Figure 2 is the energy process technology that

Ai  ifor

converts oil and bio ethanol to blended energy.

∈I╲Im .

The third is energy demand technology that

∈I╲Im and

If technology

has

A for

multiple activities, then

produces a useful energy demand by consuming

A ⋯. .In the example of Figure 2,

energy. In Figure 2,

Im   and A  .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car, plug-in hybrid
vehicle (PHEV) and electric vehicle (EV) are in
this category. The arrows on the left of the box
mean inputs and the arrows on the right denote
outputs of technologies. For example, the ICE
technology consumes one liter of blended energy
to produce 15km of vehicle travelled distance.
Technologies may have multiple inputs or
outputs only if they have linear relationship each
other to conform to the LP formulation (Murty

In the new formulation with multiple activities,
the activity variable should be redefined as  for
the activity ∈A of technology ∈Iat
time . Then, activity-related notations should
be changed as follow:
 : Activity variable for activity ∈ A of

technology
∈I at time 
  : Efficiency of main output of activity of

technology ∈I at time 

1983). We set the main input for the ICE
technology as the oil (energy form 1) in this



∈ A of technology ∈I at time 

paper as in Figure 2.
In our example transport sector, PHEVs can

: Variable cost of main output of activity

PA ⊆ A : Set of activities of technology

have two modes city and highway. The plug-in
hybrid runs 30 km with 1KWh of electricity in

∈Igenerating 
CA ⊆ A : Set of activities of technology

the city mode and travels 50 km with 1 liter of
blended energy and 3 KWh of electricity in the
highway mode.
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to represent
the multiline activities.
Im ⊆ I: Set of technologies with multiple

activities
A : Set of activities of technology ∈I
A  Ui∈I Ai

All the technologies, except for the plug-in
hybrid, have one activity. The numbers in the

∈I consuming 


: Amount of energy ∈J generated from the
unit of activity ∈ A of technology ∈I at
time 

: Amount of energy ∈J generated from the

unit of activity ∈ A of technology ∈I at
time 
The extended structure of LP formulation for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multiple activitie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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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at purpose, we define the following terms.

(Extended Structure MA)

          

Minimize

∈T ∈I

 

∈ Ai

 
 










≤ Y ti  i∈I ∈T



≥



≥  ∈J K ∈T

∈PAj

∈PAj

∈ I ∈ Ai

 


 




∈CAj

 
∈J╲J K∈T







(17)
(18)



  max 

   ∈I ∈T

    ∈I ∈A ∈T

Im ⊆ I: Set of technologies with multiple

activities,
A : Set of activities of technology ∈I,

where A Ui∈I Ai (for the simplicity, let

(19)
(20)



 

Iv ⊆ I: Set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21)
(22)

 ≥  ∈I ∈A ∈T
 ≥  ∈I ∈T

It is notable that the extended structure of LP
formulation for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multiple activities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basic structure except the activity-related notations.

A  ∈I╲Im )
V  : Set of technologies ∈Iv whose main

output is 



: Activity variable for activity ∈A ,

∈Iv at time ∈T introduced at time 
 : Activity variable for activity ∈A ,
∈Iv at time 

 : Activity variable for activity ∈A ,
∈Iv at time ∈T

(Extended Structure All)

          

Minimize

∈T ∈I










∈I ∈Ai







(23)

Subject to    ≤  ∈╲Iv ╲I ∈T
∈Ai

(24)

4. Extension of the Basic Structure to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and Multiple Activities
In this section, we present an extend structure
of LP formulation that reflects technology
vintage and multipl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We have implemented the case of multiple
activities in section 2.3 by subdividing the



∈ A i

vintage and multiple activities by adding multiple
activities in the formulation for technology with
vintage in sec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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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x   +⋯

(25)

∈Iv╲∈T



∈ V 






∈ V 







 ≥



(26)



 ≥   ∈JK ∈T

(27)

∈ P ╲ V 

∈ C 

 
 ∈╲JK ∈T

∈ P ╲ V 



 

activities based on the formulations in section
2.1. Likewise, we will simultaneously reflect the

 
 





  max 

   ∈I ∈T

  ∈I╲Iv
 

 ∈A ∈T
 ∈Iv
     






      






 

∈Iva∈A∈T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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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va∈A∈T

output split constraints, and Emission limit


 ≥  ∈Iva∈A∈T

constraints (Hunter et al. 2013).
In summary, these bottom-up model generators

             ⋯ 

provide users with a wide variety of predefined

 ≥  ∈I t∈T

additional constraints. However, the various
predefined constraints might

undermine the

Ⅲ. Three Overarching Constraints
and Their Combination

flexibility the LP model. In addition, offering

In order to develop various scenarios in practice,

assimilate and even confusing for others. In this

users should be able to add desired constraints to

section, we suggest a newly interpreted set of

a bottom-up energy system model (Keppo and

constraints in the LP formulation for efficient

Strubegger 2010). These constraints are called

modeling of energy systems.

many menus might seem to be convenient for
advanced users, but it may be difficult to

user-defined constraints or side constraints.
Existing bottom up model generators provide

1. Three Overarching Constraints

a function to add additional constraints in a
variety of ways. MARKAL/TIMES provides

We used four decision variables to represent

user-defined constraints through a group of

the RES of the bottom-up model: the main

equations

In

activity variable  , the main output variable  ,

MESSAGE, the constraints are first divided into
technologies), group2 (group1 plus storage),

the newly invested capacity variable  , and the
available capacity variable  .
In case of technology with vintage  is used

cumulative (cumulative constraint over the

as the activity variable, but it can be redefined

whole years), cumulative per period (cumulative

for  and   by equations (35) and (36). Since


these four decision variables are commonly

five

called

categories:

constraint

over

EQ_UDC
cost,

a

(r,

group1

specific

t,

u).

(subset

period).

of

The



capacity variable  are divided into the above

defined for time ∈T , the basic structure of the
additional constraints is the same. We suggest

five categories, and the upper and lower limit

three types that can cover all kinds of constraints

constraints are added to provide about 20 types

for the variables   and  .

constraints on the activity variable



and the

of constraints. In case of OseMOSYS, capacity
adequacy and energy balance are defined as
basic constraints, and additional constraints are

 
∈I

 
 

≤   for ∈TI⊆ I ′

(31)

provided as reserve margin, annual activity, total
activity,

new capacity,

and total

capacity

where  is a coefficient of  and  

defines

is a parameter for the right-hand-side of the

user-defined constraints, which include resource

constraint. This constraint can cover various

production constraints, capacity limits, technology

constraints related to conditions of activities such

(Howells

et

al.

2011).

Temoa

35

교통연구 제25권 제3호

as annual emission constraints, annual budget,

allowed growth rate  , plus the increment

technology

activity  . In Equations (31), (33), and (35)

substitution and market share. For example, annual

above, we can substitute  with  and ≤ with

emission constraint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 or=.

minimum

efficiency

 
∈I

regulation,

≤   for ∈T

 
 

(32)

2. Combination of Three Constraints

where  is the specific carbon emission factor

Now we show that it is possible to describe

per activity of each technology and  is the
annual carbon emission limit. For more examples,

multiple decision variable cases with combination

see EPA (2010) and Jacobsen (2013).

suppose a constraint with two decision variables,



The second type is defined as the cumulative

of the three overarching constraints. For example,
 and  , as follows:

constraint and these type constraints can be



     

expressed as

∈I


  

   ∈I

 
 

≤   for ∈T I⊆ I ′

(33)

 
 

 

∈II

   ∈I

 
 

 
 

≤   ∈T

   ∈T

(37)
(38)





∈T ∈ I

 ≤  

(34)

  

   ∈I

 
 

   ∈T

     ≤   ∈T

(39)
(40)

where  is the cumulative emission limit.
The third type of constraints is defined as the

Even though the number of equations and

time series (or dynamic) constraint in which

variables increases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decision variables at different times are related. It

the mathematical aspect of the LP formulation,

can be expressed as follows:

our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identifying the


∈I ∈S

   



minimal types of constraints that modelers should

≤   for

 ∈TI ′ ⊆ IS⊆ T ∪  ⋯

consider in developing models. It also provides

(35)

the modelers who develop a model generator
with the concept of simplifying the user interface

Constraints related to energy storage and growth

for implementing constraints.

rate constraints can use this constraint type. For
example, the growth rate constraint on activitie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    ≤ 

Ⅳ. Conclusions
(36)

where the activity  , can be no more than the
activity in the previous period    , tim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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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is widely used for development of energy
and emission reduction models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ease of operation, but actual

Efficient Structures of the Bottom-up Energy System Model for Assess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n the Road Transport Sector

model users sometimes do not understand all the

reflect the diverse preferences of consumers. One

structures of models based on linear programming.

of the solutions to mitigate this problem withou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bottom-up models

using undue constraints is to segment consumer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with decision

according to key factors. For example, the mileage

variables and constraints while subdividing the

of a consum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space, time, and operating mode. Besides LP's

affects consumers when choosing one of the

core constraints, various user-defined constraints

vehicles with different fuel economy. Consumers

added to reflect various restrictions of reality can

with long mileage are more likely to choose

be another obstacle for users.

vehicles with higher fuel economy, while those

In this paper, for a road transport sector, we

with lower mileage will choose vehicles with

have summarized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lower car prices than those with high fuel

extending from the simplest structured bottom-up

economy. Implementing the consumer segmentation

energy system model based on LP formulation

based on the key factors efficiently will play an

(Basic Structure) to the efficiently structured model

important role in supplementing the current

for the case of technologies with vintage and

limitation.

multiple activities (Extended Structure All). We
also define three types of user-defined constraints
including yearly, cumulative and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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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도시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신호제어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전략들에는 통행수요가 과포화일 때의 효율성 및 실시간 적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
다. 이에 최근 해외의 동향은 “도시 지역 간 경계부 신호제어(perimeter control)”라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단위 이동 교통량
(transfer flow)을 지역 간 경계부에 위치한 교차로들에서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역단위 교통제어 기법을 새로이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실험해볼 수 있는 정형화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Cell
Transmission Model(CTM) 및 도시 지역단위 교통 특성을 나타내는 Macroscopic Fundamental
Diagram(MFD)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AIMSUN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과의 비교 결과, 지역단위 교통량 추정 관점에서 해당 시뮬레이션의 높은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통신호제어 전략에 대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므로,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제어 솔루
션 개발을 위한 도구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주제어: 거시적 교통기본도, 교통신호제어, 시뮬레이션, 이동 교통량, 지역단위 교통제어

Various traffic control strategies have been studied for reducing traffic congestion in the urban
areas. However, they still have problems in the control efficiency, particularly when travel demands
are oversaturated. There is also a problem in the real-time applicability due to the highly complex
process for optimizing signal timings. As an alternative solution,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recently in the concept of “perimeter control,” which aims at controlling the amount of transfer flow
among multiple urban regions. For developing the new concept of the regional-based control strategy,
a formal simulation is required to test such strategy. Hence, the “region-based traffic simulation” is
proposed in this research. Throughout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AIMSUN simulation
program, the newly proposed simulation shows high performance in estimating regional traffic volume.
Furthermore, since the new simulation provides the environment to test various traffic signal control
strategies, it show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as a useful tool for the future urban traffic system.
￭ Keywords: Macroscopic Fundamental Diagram(MFD), Traffic Signal Control, Traffic Simulation,
Transfer Flow, Perimeter Control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제어 시뮬레이션 개발 및 효과 평가

Ⅰ. 서론
오늘날 도시 지역의 교통혼잡은 날로 심각해지
고 있으며 시민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동
안 도시교통제어(UTC: Urban Traffic Control) 분
야는 도시의 이동성(urban mo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왔다. 국내에서는
교통혼잡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을 개발하고(조한선 외,
2009), 향후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도입 시 교통혼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등(이종
덕 외, 2015)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도시지역 도로부의 교통류 역학(taffic flow
dynamics)은 주어진 교통신호 제어체계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교통대응형 교통신호 제어전략
(traffic responsive signal control strategies) 연구

는 도시지역의 교통류를 최대화하여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해
외에서는 SCOOT(Hunt et al., 1982), SCATS(Lowrie,
1982), OPAC(Gartner, 1983), RHODES(Mirchandani
and Head, 1998), TUC(Diakaki et al., 2002) 등 실

<그림 1> 지역단위 이동 교통량(transfer flow)의
개념과 macroscopic fundamental diagram

시간 신호제어전략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전략
들은 도시지역 도로 네트워크 단위의 성능 최적화를

control)”이다(Aboudolas and Geroliminis, 2013;

주요 목적으로 한다.

Geroliminis et al., 2013; Keyvan-Ekbatani et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전략들은 차량통행수요

al., 2015; Ramezani et al., 2015). 지역 간 경계부

과포화 시, 앞막힘 현상(spillback) 등으로 인하여

신호제어는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한 지역에서

제어 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다수 교차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단위 이동 교통량

에 대한 매우 복잡한 신호제어 최적화 단계는 실시

(transfer flow)을 지역 간 경계부에 위치한 교차로

간 적용성에 문제를 일으킨다(Keyvan-Ekbatani et

들에서 신호주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

al., 2012). 이러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최근의 동향

한 전략의 주요 요점은 개별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

은 분산제어(distributed control) 방식 또는 머신러

내부 교통흐름을 제어하기 이전에 네트워크 자체에

닝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신호제어전략(McKenney

대한 통행수요를 사전 제어하는 것이다.

and White, 2013; El-Tantawy et al., 2013) 연구

에 집중되어있다.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제어 기법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도시지역 도로 네트워크 단위에서의 교통

분산제어 또는 머신러닝 기반 전략 외의 새로운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접근법은 “도시지역 간 경계부 신호제어(perimeter

Macroscopic Fundamental Diagram(MFD)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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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의 구성

념이 최근 10년 간 연구되어왔다(<그림 1> 하단 참

동 교통량에 대하여 더욱 세밀한 모델이 필요하다.

조). 1개 도로구간의 교통류, 밀도 및 속도간의 관계

또한 다양한 지역 간 경계부 신호제어 전략들에 대

를 정의한 기존의 교통기본도(fundamental diagram)

하여 실험이 가능한 정형화된 시뮬레이션 개발이

와는 달리, MFD는 특정 도시지역 내 다수의 도로

필요하다.

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전체의 공간평균(space-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널

mean) 교통류, 밀도 및 속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리 사용되는 거시적 교통 모델(macroscopic traffic

기본도이다. 이는 도로 네트워크의 교통상태와 그

flow model)인 Cell Transmission Model(Daganzo,

에 따른 네트워크의 성능 수준(지역단위 교통류 및

1994) 및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 특성을 나타내는 MFD

진출입교통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region-based

모델이다 (Daganzo, 2007; Geroliminis and Daganzo,

traffic simulation)”을 개발하고자 한다.

2007; Geroliminis and Daganzo, 2008). 앞서 언

급한 최근 교통신호제어 연구들은 MFD의 특성을
활용한 피드백(feedback) 제어 또는 모델예측제어

Ⅱ. 도시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

(MPC: Model Predictive Control) 기반의 지역 간

이동 교통량 제어전략 개발에 집중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널리

지역단위 교통제어 실험 시, 지역 간 경계부 신호

사용되는 거시적 교통 모델인 Cell Transmission

주기의 변화가 관련 지역의 교통상태에 어떠한 영

Model(CTM) 전략을 활용한다. 기존 CTM은 도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적절한 추정이 필요하다. 그

구간을 한정된 수의 cell로 나누고, 개별 cell들의

러나 기존 연구에서는(Knoop and hoogendoorn,

진출입 교통량을 매 시간 단계마다 계산하여 교통

2015) 개별 지역 내 교통수요 패턴, 지역 간 경계부

상태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기

용량(boundary capacity) 및 이웃지역의 교통상태

반으로 개별 cell의 크기를 도로 네트워크로 단위로

등 다수의 요소에 의한 영향이 이동 교통량 모델링

확장하여 도시 지역단위 교통량 이동에 대한 시뮬

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지역 간 이

레이션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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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뮬레이션의 구성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제어 실험용 시뮬레이션의
구성은 <그림 2>와 같으며, 개별 모듈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지역 간 연결구조 설정: 도시 지역 cell의 크기
를 정의하고, 교통제어 시뮬레이션의 지리적 요
소 설정



교통량 생성: 통행수요기반 교통량 생성



지역 속성 정보 설정: 개별 지역(cell)의 MFD
정보 입력



교통 상태 정보: 시뮬레이션 내 모든 지역의 교
통상태(차량 대수) 산출



지역별 교통 수요: 지역별 교통량 생성(generation)
및 통행완료(trip completion)를 기반으로 개별
지역의 진출수요 비율 산출



차 추정)

 지역 도로 네트워크의 진출 용량

 

 지역 도로 네트워크에서의 전체 교통량 대비
진출수요 비율

ax

m


 지역 도로 네트워크의 진출수요 및 경계부
용량에 따른 최대 진출교통량



정체 상태에서의 네트워크 진출교통량 감소율



네트워크 진출교통량 감소율  의 y축 절편

 

시간 에서의 도로 네트워크 내부 차량 대수
(accumulation)

역 최종 진출교통량 산출




도로 네트워크 내부 최대 차량 대수
(jam accumulation)

지역 간 이동 교통량 산출: 모든 지역의 진입




혼잡 상태인 도로 네트워크의 최소 진출교통량

신호제어 모듈: 지역 간 경계부 신호제어에 의

지역별 진출교통량 산출 II: 진출교통량 1차 추

및 진출 교통량을 계산하여 지역 간 이동 교통
량 산출



 




정 의

 

자유흐름 상태에서의 도로 네트워크 진출교통량
증가율

정 및 경계부 용량(supply)을 기반으로 개별 지



변 수



한 경계부 용량(boundary capacity) 산출


<표 1> MFD 관련 변수

지역별 진출교통량 산출 I: 개별 지역 진출수요
및 MFD를 기반으로 지역별 진출교통량 산출(1



<그림 3> 도시 지역 구분 설정

교통류 전파: 지역 간 이동 교통량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지역의 시간대별 잔여교통량
계산

 

임계 차량 대수(critical accumulation)의 하한
(기본값)
임계 차량 대수의 상한 (기본값)

 

임계 차량 대수의 하한 (교통 상황별로 변화)

 

임계 차량 대수의 상한 (교통 상황별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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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단위 도로 네트워크 설정

간 이동 교통량(transfer flow) 추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도로 네트워크 및 교통 수
요의 설정은 <그림 3>과 같다. 시뮬레이션의 모든

가. 지역별 교통수요에 따른 진출교통량

지역(cell)은 주요 도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각

개별 지역의 교통수요 패턴은 해당 지역의 진출

지역에서의 교통 밀도(traffic density)는 균일분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패턴에 의한 진출교

(uniform distribution)를 가정한다. 개별 지역들은

통량 변화는 <그림 4>와 같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차량들의 출발지(sources) 및 목적지(sink)가 된다.

구성의 ‘지역별 진출교통량 산출 I’에 해당한다.

지역 간 차량들의 이동(transfer flow) 행태를

지역의 진출수요(outbound demand)가 전체 수요

Type 1, 2, 3으로 구분하였다. Type 1은 도시지역

의 100%인 이상적 조건에서의 진출교통량은 MFD

의 도로 네트워크와 내부 공간(endogenous space)

의 교통 처리량(throughput)과 같으며, 다음과 같

간의 이동을 다룬다. 도시지역의 내부 공간이란 비

이 정의된다.

주요 도로(small local streets) 및 주차 공간
(parking spaces) 등을 의미한다. Type 2는 도시

내부 지역 도로 네트워크간의 이동을 다루고, Type
3은 도시 지역(cell)과 도시 외곽지역(exogenous

 




   

    
 ≤   ≤ 
         ≤ 














 










(1)

spaces)간의 이동을 다룬다.

진출수요가 100% 미만일 경우, 도로 네트워크는

3. 도시 지역 간 이동 교통량 추정 모델

진출수요와 내부 공간 진입수요(demand towards
endogenous spaces) 모두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개별 지역 cell은 도로 네트워크로 간주되며,

조건에서의 도로 네트워크 교통 처리량은 진출수요

MFD의 규칙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시간대별 차량

량과 내부 공간 진입수요량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되

대수(accumulation)에 따른 진출입 교통량(inflow

며, 그 비율인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nd outflow) 추정이 가능하다. <표 1>은 MFD 관


련 변수를 제시하며, 개별 지역 MFD 기반의 지역




→



   






(2)

→   → 

 는  지역의  번째 이웃 지역이며,   는  지
역의 내부 공간이다. 식(2)의 분모는 지역의 전체
교통 수요를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진
출수요량에 의한 진출교통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그림 4> MFD기반 지역별 진출교통 수요에 따른
진출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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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경계부 용량에 따른 진출교통량
지역 간 경계부를 통과하는 차량 대수의 최대치
를 의미하는 경계부 용량(boundary capacity)도 진
출교통량에 영향을 미친다. 경계부 용량에 의한 진
출교통량의 변화는 <그림 5>와 같으며, 이는 시뮬
레이션 구성의 ‘지역별 진출교통량 산출 II’에 해당
한다. 경계부 용량은 지역 간 경계부에 위치한 다
수 교차로의 신호주기 제어(<그림 7> 참조)에 의하
여 변할 수 있는 변수이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그림 5> MFD기반 지역 간 경계부 용량에 따른
진출교통량

(4)

∙   

은 경계부 용량에 의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한 지역
→ 는

신호주기(signal cycle length) 대비

→  방향에 대한 녹색신호길이(green split)의 비

율에 포화교통류율(saturation flow rate)을 곱한 값
이고,  는  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링크이며,

의 진출교통량은 각 진출 방향의 수요량과 경계부
용량 중 최소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진출수요량이 경계부 용량보다 낮아 진출교통이
제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계 차량 대수(critical


  는  도로 링크의 차선 수(number of lanes)이다.

accumulation)의 하한과 상한은 기본값인   와

위에서 정의된 지역 간 경계부 용량에 의한 진출

 에 유지된다. 그러나 경계부 용량에 의하여 진출

교통량은 식(5)와 같이 표현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교통량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그림 5>와 같이 임

시간대별 최대 진출교통량

 는
max


식(6)과 같이

정의된다. 식(6)에 따르면, 경계부 용량이 진출수요



계 차량 대수의 하한과 상한은 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식(7)과 식(8)로 표현된다.

에 따른 진출교통량   보다 낮으면, 진출교통량

  



       or      ≤ 

      ≤  
max


(5)

 

  max min →   → 
max

 


(6)


    ∙ 
max


    max
max

   ∙        ∙  

(7)


    ∙ 
max

     max
max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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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진입교통에 대한 공간적 공급량(supply)

<그림 7> 도시 지역간 이동 교통량(transfer flow)

다. 지역별 진입교통량

→ 로 표기하며, 그 값은  이 된다.  지역

인접한 이웃 지역의 교통상태에 대한 고려도 필

의 공간적 공급량은 지역 내부 공간(endogenous

요하다. 한 지역의 차량 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space)에서 생성되는 수요량 →  에 1차적으로

<그림 6>에 현시된 바와 같이 주어진 공간적 공급

분배되며, 나머지 공간은 각 진입방향별로 →

량(supply) 함수에 의하여 진입교통량(inflow)이 감

만큼 분배된다.

소하게 된다. 한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에 차량들이

지역 간 이동 교통량은 한 지역에서 이웃 지역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적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다.

로 이동하려는 차량의 수와 이웃 지역에서 잔여 공
간(remaining space) 중 최소치로 정해진다. 위와

  
      ∙ 


(9)

같은 논리에 의하여  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
통량인 →  는 식(10)과 같이 표현된다.

라. 지역 간 이동 교통량
앞서 기술된 개별 지역의 진출입 교통량 모델을

마. 지역별 교통량 보존 방정식

기반으로 지역 간 이동 교통량(transfer flow)을 정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지역 간 차량들의

의할 수 있다.  지역의 진출교통량은 각 이웃지역

이동 행태를 3개의 type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식

으로 분기(split)되며, 분기 비율은 각 진출 방향 별

(10)은 각 type 별로 다르게 정의된다.

로 균등함을 가정한다.  지역에서 이웃지역인  지

이동 교통량 Type 1은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와

역으로 진출교통량이 분기되는 비율을 → 로 표기

내부 공간간의 이동이며, 식(11)과 식(12)와 같이 

하며, 그 값은  이 된다.

와  로 표현된다. 지역 내부 공간은 무제한 공간

이웃 지역들에서  지역으로 진입하고자 진입교

(unlimited space)을 가정하여 식(11)과 같이 표현

통량 역시 각 진입 방향별로 균등함을 가정한다. 진

된다. 내부 공간은 MFD 규칙이 부여되지 않기 때

입교통량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분배되는 비율을

문에 식(12)에서는 내부 공간으로부터의 교통 수요

→   mi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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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12)


→   min     ∙ →           →  ∙ →  

(13)


→   min     ∙ →          →  ∙ →  

(14)


→     ∙ → 

(15)


→   min   →      →          →  ∙ →  

(16)

             

(17)


        
→   








→  






량만큼 지역  로 진입함으로 정의한다. Type 2는


→ 

  
  →  
  







→ 







→ 







(18)

Ⅲ. 시뮬레이션 검증

도시 지역 간의 차량 이동이며, 식(13)과 식(14)와
같이  와  로 표현된다. Type 3은 도시 지역과

1. 검증 설정

외곽 지역 간의 차량 이동이며, 식(15)와 식(16)과
같이  와  로 표현된다. 식(15)에서는 외곽 지역에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교통데이터

는 항상 교통 혼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외곽

를 기반으로 적용변수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이

지역의 공간적 공급량에 의한 제한은 없다. 또한

필요하며, 실제 교통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에 적

외곽지역 도로에 MFD 규칙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

용하여 그 결과를 실제 교통 데이터와 비교해야한

문에 식(16)에서는 외곽지역으로부터의 교통 수요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개발한 거시적

량, 외곽과 도시 지역 간의 경계부 용량, 도시 지

(macroscopic) 시뮬레이션의 검증을 위해 동일한

역의 공간적 공급량 중 최소치로 이동 교통량을

교통 시나리오에 대하여 미시적(microscopic) 시뮬

정의한다.

레이션 프로그램인 AIMSUN(AIMSUN, 2011)과의

각 Type별 이동 교통량 정의를 기반으로 개별

  의

대수

를 통한 검증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다양한 지

(accumulation)를 추정한다. 개별 지역의 보존 방정

역단위의 교통수요 패턴에 의한 실제 교통데이터를

식(conservation equation)은 식(17)과 같이 현재의

수집 및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내외 모두 어

차량 대수, 진출교통량, 진입교통량의 조합으로 구성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시적 시뮬레이션과의 비

된다. 식(11)~(16)에 의거하여 식(17)은 식(18)으로

교를 통한 검증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선

표현된다.

택이며, 향후 지역단위의 실제 교통데이터 수집 및

지역에서

다음

시간대

차량

비교 실험을 하였다. 미시적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활용이 가능할 시 추가적인 모델 검증 및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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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증 결과
비교 실험을 위하여 AIMSUN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고 MFD에 관련된 지역단위의 교통 변수를 수집
하였으며 각 변수의 값은 <표 2>와 같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은 해당 변수들을 지역단위
시뮬레이션에 적용 및 실행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비교하였다.
<표 2>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변수의 값

<그림 8> AIMSUN(microscopic)과 지역단위 시뮬레
이션(macroscopic)의 시나리오 설정

수행할 수 있다.

변 수

값

단 위

비 고

 

19,200

veh/hr

-



12.8

hr-1

도로의 자유흐름속도
50km/hr 에서의 값



3.84

hr-1

도로의 정체전파속도
20km/hr 에서의 값



28,800

veh/hr

-




7,500

veh

-




480

veh/hr

-

 



1,500

veh

-



2,700

veh

-

 

→  

4,800



포화교통류율 =
1,800 veh/hr



green time/
cycle length=1/3



→  = 600 veh/hr



=4,  =2

veh/hr

실험상 도로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8>과 같
다. 그림에서 현시하는 바와 같이 개별 지역은 4 ×
4 도로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두 개의 지역이 인접

한다. 각 도로의 차선 수는 2개이며, 길이는 500m
이다. 따라서 거시적 시뮬레이션에서의 개별 지역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cell)의 크기는 2km × 2km가 된다. 그림 하단의

의 상단은 2개 지역 네트워크 내부의 차량 대수

분홍색 cell들은 각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에 해당하

(accumulation)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며,

며, 회색의 cell들은 각 지역에 연결된 외부지역에

하단은 진출교통량(outflow)에 대한 비교이다. 차량

해당한다. 실험에 적용된 교통량의 총량은 78,000

대수와 진출교통량에 대한 두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대이고, 시뮬레이션의 시간 간격(time step)은 2분

비슷한 결과를 내었다.

이며 총 실행시간은 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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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IMSUN(microscopic)과 지역단위(macroscopic) 시뮬레이션의 비교결과

<표 3> AIMSUN(microscopic)과 지역단위 시뮬레이션
(macroscopic)의 오차율
평가 기준

진입교통량
(inflow)

진출교통량
(outflow)

지역 내 차량 수
(accumulation)

Network 1
MAE (veh)

766

652

79

Network 2
MAE (veh)

634

676

147

Network 1
MAPE (%)

6.7

7.3

7.3

Network 2
MAPE (%)

5.6

7.3

8.8

추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Ⅳ. 지역단위 교통제어 실험
1. 실험 설정
새로이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교통제어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는 <그림 10>의
서울 중심부 크기의 가상 지역을 적용하였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전체 크기의 1/6 정도이며, 26개의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각 지역의 진입교통량, 진

도시 지역(network cells) 및 18개의 외곽 지역

출교통량, 차량 대수에 대하여 MAE(Mean Absolute

(exogenous cells)로 구분된다. 이 실험에서는 모든

Error) 및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지역 cell들이 동일한(homogeneous) 네트워크 속

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진입교통

성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며, 각 cell에는 <표 4>의

량, 진출교통량, 차량 대수 모든 측면에서 MAPE

지역단위 교통 변수들을 적용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10% 미만의 오차율을 보임으로써, 지역단위 교통량

교통량의 총량은 350,000대 이며, 총량의 50%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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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교통발생 지역들은 <그림 10>의 39, 49, 51, 60
번 cell이고, 주요 교통집중 지역들은 36, 47, 59번
cell이다. 시뮬레이션의 시간 간격은 2분이며 총 실

행시간은 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2. 지역단위 교통제어 알고리즘
지역단위 교통제어를 위하여 <그림 11> 상단에
현시된 바와 같이 지역간 경계부에 위치한 교차로
에서의 신호제어를 적용한다. 신호제어 실험을 위
<그림 10> 도시 지역단위 교통제어 시뮬레이션 실험
설정 (서울시 중심부)

한 알고리즘은 Geroliminis et al. (2013)에서 제시
한 “Greedy Control(GC)” 기법을 사용하였다. GC
알고리즘은 <그림 11> 하단의 지역별 임계 차량 대

<표 4> 교통제어 실험에 사용된 변수의 값
변 수

값

단 위

비 고

 

28,200

veh/hr

-



7.20

hr-1

도로의 자유흐름속도
50km/hr 에서의 값



2.88

hr-1

도로의 정체전파속도
20km/hr 에서의 값



48,960

veh/hr

-




17,000

veh

-




720

veh/hr

-


 

4,000

veh

-


 

7,000

veh

-

→  

7,200



포화교통류율 =
1,800 veh/hr



green time/
cycle length=1/3



→  = 600 veh/hr



=6,  =2

veh/hr

수(critical accumulation)를 기준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을 때(현재차량대수>임계차량대수) 해당
지역에 대한 진입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진출교통량
은 최대화하는 방식의 신호주기 제어 방법이다. 매
시간 단계에서의 신호주기 산출규칙은 <표 5>와 같

요 교통발생 지역들(major source cells)에서 생성
되고, 총량의 50%가 주요 교통집중 지역들(major
sink cells)을 향하여 통행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이

외의 교통량은 나머지 기종점(Origin-Destination
pairs)에 동일하게 분배하였다. 총 10개의 교통 시나

리오를 실험하였으며(<표7> 참조), 시나리오 1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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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reedy control 정책
  ≤ 

   

  ≤ 

 m ax  m ax 

 max  min 

   

 min  max 




max  min   
     

min  max   
     

<그림 12> Greedy control 기법을 이용한 신호 제어의 영향 (accumulation, space-mean speed,
cumulative VHT, and cumulative trip completion)

이 정리한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제어 실험에서는 신호주기(cycle length)
를 120초, 각 방향별 최대 녹색 신호 주기(maximum

<그림 12>는 지역단위 교통제어에 대한 GC 알고

green split)를 40초, 최소 녹색 신호 주기(minimum

리즘 적용의 전후 비교결과이다. 시뮬레이션 초반

green split)를 20초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을

에는 각 지역의 교통 상태가 원활하여 신호 제어의

식(4)에 적용하면, <표5>의 max 와 min의 값은 각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없다. 그

7,200 veh/h와 3,600 veh/h가 된다.

러나 중반부터는 한 지역에 정체가 발생했을 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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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에 대한 진입교통을 감소시키는 GC 제어에

<표 7>은 시나리오 1 외의 다양한 교통 시나리오

의하여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표 6>은 시나리오

에서의 제어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간 정

1의 정량적 비교수치를 보여준다. 전체 지역에서의

량적 수치에 차이가 있으나, 모든 시나리오들에서

차량 대수(accumulation), 평균 속도(space-mean

교통상태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speed), 누적 VHT(cumulative vehicle hours traveled),

를 통하여 개발된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은 도

누적 통행완료(cumulative trip completion) 모든

시지역의 교통량 제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측면에서 개선된 결과를 내었다.

도구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 신호제어를 통한 교통상태 개선(example 1)
평가기준

Fixed
control

Greedy
control

개선율
(%)

단 위

차량 대수
(∝교통밀도)

48,689

37,783

22.4

veh

평균 속도

43.6

45.0

3.3

km/h

누적 VHT

1,315,612

875,306

33.5

veh/h

2.5

veh

누적
통행완료

1,524,584 1,563,209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는 거시적 교통 모델(macroscopic traffic flow
model)인 Cell Transmission Model(CTM) 및 도시

의 지역단위 교통 특성을 나타내는 Macroscopic
Fundamental Diagram(MFD)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교통 시뮬레이션(region-based traffic

<표 7>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신호제어를 통한 교통
상태 개선

시나 Major source
리오
cells

simulation)”을 개발하였다.
AIMSUN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의 비교 결과,

지역단위 교통량 추정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한 시

개선율(%)

Major
sink
cells

차량
대수

평균
속도

누적
VHT

누적
통행
완료

뮬레이션의 높은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

(perimeter

control)를

간

경계부

신호제어

적용하여 이동 교통량

1

39,49,51,60

36,47,59

22.4

3.3

33.5

2.5

(transfer flow)을 제어하고, 교통상태 개선에 대한

2

32,34,38,50

16,21,45

20.8

1.1

39.6

3.4

효과를 평가하였다. 다양한 제어 기법을 실험해볼

3

16,30,39

33,36,40,
15.2
44,52

1.0

25.9

5.9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한 시

4

24,31,39,51, 29,38,42,
11.2
52
48,59

1.6

17.0

0.4

5

24,34,35,39

16,49,51,
58,69

3.7

0.6

20.0

0.4

6

15,22,25

29,33,43

40.6

3.3

35.5

5.3

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

7

22,34,38,39,
30,47,49
44

20.9

2.2

34.9

1.2

제 교통데이터가 아닌 미시적 시뮬레이션과의 비교

8

16,25,51,52

34,38,44,
10.2
49,50

3.5

34.4

0.3

9

24,35,42,43

13,21,22,
23.1
29

1.1

36.9

5.6

27,44,45

3.3

48.4

3.7

10 31,34,4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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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뮬레이션은 지역단위 교통제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도구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도로 환경 및 교통 데이터
를 활용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

를 통한 검증을 수행한 점에 있다. 이는 다양한 지
역단위의 교통수요 패턴에 의한 실제 교통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내외 모두 어
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며, 향후 지역단위의 실제 교
통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할 시 매개 변수 교

도시부 지역단위 교통제어 시뮬레이션 개발 및 효과 평가

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모델 검증 및 개선이 수행되
어야 한다. 또한, 개별 지역의 수요 추정 및 교통량
을 정산함에 있어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세심
한 고려도 필요하다(성홍모 외, 2009; 장재민·김태
형, 2015). 위와 같은 실증적인 추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단위 교통제어 기법 개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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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통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수요자들이 통행수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호를 파악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근통행을 대상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를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MaaS(Mobility-as-a-Service) 이용자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응답자들로부터 통행수단특성에 대한 선호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MaaS
시스템에서 교통서비스를 구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용자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네 가
지 이용자유형이 발견되었고, 각 요인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이용자유형은 MaaS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치있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통합교통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Q방법론, 요인분석, 범주화

To provide consumers with customized travel services in the market of transportation, it is
prerequisite to grasp what they look forward to travel services. Based on these, service providers who
operate MaaS (Mobility as a Service) system could make the travel services for consumers to probably
choose.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deduce consumers’ preferences of travel services from the survey
results and categorize MaaS user types, especially focusing on commuting trip. This is why Q
methodology using factor analysis is applied to examine the subjectivity of consumers who took part
in survey toward MaaS service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our types of potential MaaS
users which could be the valuable and basic data to design MaaS system.
￭ Keywords: MaaS, Customized Service, Q Methodology, Factor Analysis, Categorization

Q방법론을 이용한 MaaS 서비스유형 도출에 관한 기초연구

Ⅰ. 서론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와 관
련이 있다. 종합하면 수요자들이 통행수단에 대해

1. 연구의 배경

가지고 있는 선호를 파악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
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근통행을 대상

최근 교통서비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규

으로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를 파악하

및 기존 사업자(공급자) 간 갈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고, 이를 토대로 MaaS(Mobility-as-a-Service)2) 이

있는 통행에 대한 수요자(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

용자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Q방법

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론이 수요자들의 선호와 MaaS 이용자유형을 도출

만약 기존 사업자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수요자들의

하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향후 조사와 연구에서 어떻

요구사항을 기존 시스템 내에서 소화해냈다면, 신

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규 사업자가 출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갈등구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갈등의
발생여부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수요자의

Ⅱ. Q진술문 구성을 위한 기존연구 검토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신구 사
업자 간 갈등은 문제의 본질이 표출된 현상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MaaS에서 제공될

봐야 하며, 문제의 본질은 다양해지고 있는 수요자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

들의 요구사항이다.

식(Subjectivity)을 조사할 때, 그 대상을 특정 통행

앞으로도 수요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고,

수단이 아닌 통행수단특성(예, 통행비용, 통행시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찾을 것이다. 이러

정시성 등)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MaaS에서는 통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생존할 것이

행대안이 두 가지 이상의 통행수단 조합으로 구성

고, 그렇지 못하는 사업자는 도태될 것이다. 사업자

되기 때문에 특정 통행수단으로 한정하기가 어렵

의 생존여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때

다. 다음으로 장래 MaaS 시스템에 새로운 통행수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단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행수단이 다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그렇다고

수이거나 새로 등장하더라도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

한다면 수요자들이 교통서비스에 대해 무엇을 원하

요자들의 기대수준, 즉 통행수단특성은 통행수단에

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Q
진술문 구성을 위한 기존연구 검토도 통행수단특성

2. 연구의 목적
교통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는 통행을 하고자 하

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1. 통행자가 고려하는 통행수단특성

는 사람이며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통행수단특성이란 통행비용, 통행시간, 정시성

수요자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며,

등 수요자가 통행수단을 선택을 하는데 있어 고려

1) 본문에서는 통행자를 수요자로 지칭하기로 한다.
2) “통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대금지불이 하나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해결되며, 다양한 통행수단을 조합하여 여러 통행 대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자료: MaaS Glob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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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특징”을 말한다(Ortúzar

<표 1> Q진술문 작성에 활용된 통행수단특성

and Willumsen, 2001). 통행비용이나 통행시간은

대분류1)

소분류

통행수단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통행시간(4)

차내시간, 접근시간, 대기시간, 환승시간

특성이며(Rojo et al., 2012), 본 연구에서 검토된

통행비용(1)

기존연구(이상준 외, 2013; 장수은 외, 2011; Eboli
& Mazzulla, 2008, 2009, 2011; Litman, 2014;

제3의 특성(10)

OECD, 2013)를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환승

여부(횟수), 안전성, 차내혼잡도, 정시성 등 다양한
통행수단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통행비용이나 통행

통행비용
환승횟수, 배차간격, 안전성, 차내혼잡도,
정시성, 교통약자 배려 정도, 기상조건(눈
또는 비)2), 편의시설, 사생활보호 수준,
합승여부2)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소분류의 개수
주: 2) 기존연구와 기존조사에서 검토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속성
이라고 판단되어 추가된 항목

시간 이외에 제3의 특성은 연구자마다 정의방식이
다르고 장래에 새로운 통행수단이 등장하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

Ⅲ. 연구설계

2. Q진술문 작성을 위한 통행수단특성 선정

1. 분석방법론

기존에 수행된 통행수단(대중교통 포함)의 서비

가. Q방법론 개요

스에 대한 조사(국토교통부 2014a, 2014b, 2015)

Q방법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에서는 통행비용과 통행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다(Brown, 1980).

비스항목(통행수단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에

Q방법론을 통해 도출되는 요인(Factor)이란 “특정

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었던 통행수단특성이 상당부

주제에 대해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조사에 활용됐던 항목인

말한다(Brown, 1980; 김순은, 1993, 1997). Q방법

만큼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토대로 Q진술문을 작성

론을 적용하는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친다(<그

하였다. 조사항목 간 유사성이 있거나 연구대상자

림 1> 참조). ‘Q모집단’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진술

가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문의 집합을 말하며, ‘Q표본’은 Q모집단 가운데 연

또한 기존 조사항목에는 포함되어 있

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진술문을 말한다. Q모집단

지 않지만 기상조건이나 합승여부와 같이 교통서비

은 기존문헌이나 유사연구를 통해 선별하며, 그 형

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도

태가 반드시 문장일 필요는 없고 그림이나 동영상

추가로 포함시켰다. <표 1>은 기존연구와 기존조사

과 같이 다양한 매체도 가능하다. Q표본이 선정되

를 검토하여 Q진술문 작성에 활용된 통행수단특성

면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대상자(P표본)에게 제공

을 정리한 것이다. MaaS 시스템에서 “대금지불(통

하고, 주어진 Q표본을 연구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행비용)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한 번에 이루

분류하도록(Q분류) 의뢰한다. Q분류의 형태는 정규

어지기 때문에”(MaaS Global, 2018) 통행비용은

분포(<그림 3> 참조)와 같은 강제분포를 권유한다

세분화하지 않았다.

(Brown, 1980; McKeown and Thomas, 1988). 기

제외하였다3).

3) 예를 들어, ‘편리성’은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연구대상자(설문조사 응답자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P표본이라
고 칭함)도 해당 항목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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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방법론을 활용한 MaaS 이용자유형 도출 흐름도

존 연구에 따르면 강제분포와 자유분포 간 분석결

설계된 범위 내에서만 연구대상자가 응답해야 한다.

과 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김순은,

반면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기반으로 하는

2010), Q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강제분포

Q방법론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선호

가 선호되고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10). Q

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김순은, 2016). 때문에

분류가 완료되면 통계기법인 요인분석으로 요인을

통행수단특성에 대해 변수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도출하고 이를 해석한다.

관건은 Q진술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인데 Q진술문
은 연구대상자가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나. Q방법론의 특성

쉽게 작성해야 하는 만큼 “AHP에서 사용되는 쌍대

MaaS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요자들은 “통행을 하

비교의 원리”(박용성, 2009)를 차용하여 작성하였다

나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통

(작성된 Q진술문은 <표 4>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

행하게 될 것”이다(Wikipedia, 2018). 그리고 수요

에도 통행수단특성 간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자들이 소비하는 통행이란 다양한 통행수단특성들

성립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의 조합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

Domencich and McFadden(1975)를 포함한 다

한 개념은 기존 경제학에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수의 기존연구에서는 통행자특성(성별, 연령, 소득

의 형태가 ‘소비묶음(Consumption Bundle)’이라고

등)이 통행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Varian, 2014). 통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반면에 Q방법론을 이

행 패키지를 구성하는 통행수단특성의 종류가 다수

용하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

인 경우에는 선택실험법(CE)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

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며 선호 간 차이나

지를 설계4)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연구를 예로 들

크기가 아닌 순서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한다. 이

면, 통행수단특성의 소분류 개수가 15가지이고, 15

는 전자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정량적으로 측

가지에 대한 변수값을 달리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정이 가능한 변수인 반면, 후자에서는 측정되는 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량적인 특성뿐

수가 개인의 선호와 같은 정성적 변수이기 때문에

만 아니라 정성적인 특성도 포함되어 있어 변수값

발생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설정도 쉽지 않다. 물론 연구자가 판단하여 문항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4) 선택실험법의 예시는 본 연구에서 검토된 이상준 외(2013)와 Douglas and Karpouzis(2006) 의 연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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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진술문의 작성

어나 개념은 없는지 점검하고, 문장 가운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또한 부가설

가. Q모집단 구성

명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Q

Q모집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만한 기존

진술문을 수정하고 설문조사지를 수정한 뒤, 본조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출처를 참

사(P표본 표집 및 Q분류)를 실시하였다.

고해 Q진술문을 작성하는 추출형 방식”(McKeown
and Craig, 1978, 김순은(2016)에서 재인용)은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3. P표본 표집 및 Q분류

통해 Q진술문을 작성하는 구술형 방식”(김순은,

MaaS가 도입되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것으로

2010)을 이용하여 Q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

예상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통행목적은

해 MaaS와 Q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통근통행인만큼 직장인을 대상으로 P표본을 표집

2인5)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Q방법론에서는 P표본수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Q모집단을 작성하

였다.

30~50명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김순은,
2016). 물론 표본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본 연

나. Q표본 선정

구에서는 2018년 2~3월 동안 총 45명에게 설문조

Q모집단으로부터 Q표본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

사를 의뢰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응답의 오류가 발

가 2인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선정한 15가지 통행수

견된 2건을 제외한 뒤, 총 43명으로부터 P표본을

단특성에 대한 매트릭스(15행×15열)를 만들고, 쌍

표집하였다. P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Q진술문을 카

대비교를 통해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가능한

드형식으로 제작하고 P표본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

경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 4>와

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표집하였다. 수집된

같이 총

34가지6)의

Q진술문(Q표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Q진술문이 기존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김순은, 2016)에 부합하는지 검
토하고7),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2>

와 같다.
Q분류의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정규분포 형태

로 구성하였다. Q분류는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34개의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각각의 Q진술문에

다. 예비조사

대해 1차적으로 찬성(+), 중립(0), 그리고 반대(-)를

선정된 Q진술문을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Q진술문에 대한 찬성

전에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또는 반대 정도를 9점 척도로 표시8)하게 한 뒤, 찬

다. 예비조사는 Q진술문 가운데 이해가 어려운 용

성 정도가 가장 높은 Q진술문(+4) 2개와 그 다음으

5) 전문가 1인은 Q 방법론을 전공한 대학교수이며, 또 다른 1인은 통행수단선택모형을 주연구분야로 하는 연구기관 종사자이다.
6) 이론적으로 몇 개의 Q 진술문이 연구에 적합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Q 방법론 전문가들은 경험적으로 40~60개를 연구에 적합
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Brown, 1980; 김홍규, 2008; 김순은, 2010), 이 또한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사항은 아니다. 일반적
으로 Q 연구에서 적합한 Q 진술문 개수를 30~50개로 제시한 사례도 있다(김순은, 2016).
7) 네 가지 원칙이란, ①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을 나타내 문장일 것, ②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
정 등 상반된 내용들을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구성할 것, ③가급적 쉬운 문장으로 작성할 것, 그리고 ④단문으로 작성할 것
등이다(김순은, 2016).
8) 찬성 정도가 가장 큰 경우를 +4 로, 반대 정도가 가장 큰 경우를 -4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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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괄호안은 표본수, (좌)성별, (중)연령, (우)소득)

로 찬성 정도가 높은 Q진술문(+3) 3개를 선택하도

4. 자료분석

록 하여 Q분류표의 우측에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찬가지로 반대 정도가 가장 높은 Q진술문(-4) 2

P표본으로부터 수거한 Q분류표를 PQMethod(버

개와 그 다음으로 반대 정도가 높은 Q진술문(-3) 3

전 2.35, 2014년 3월 배포) 프로그램9)을 이용하여

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Q분류표의 좌측에 배

코딩한 후,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간에

Analysis)10)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위치하는 Q진술문(-2부터 +2까지)도 Q분류표에 위

다. 요인회전방식으로는 베리맥스(Varimax)11) 방식

치하도록 하여 Q분류의 형태가 정규분포를 따르도

을 적용하였다. 요인별 특성과 P표본의 인구사회학

록 하였다.

적 특성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참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석은 요인별

특성 분석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Ⅳ. 분석결과
1. 요인선정
요인분석은 연구주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
고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추출하는 작업이기 때
<그림 3> Q분류 분포형태

문에 몇 개의 요인을 추출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

9) 프리웨어로 다음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http://schmolck.userweb.mwn.de/qmethod/
10)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는 센트로이드 방식(Centroid analysis)과 주성분분석(PCA)가 있으며, 전자는 Q 연구
분야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고 후자는 기존 통계기법과 Q 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김순은,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성분분석 방식을 적용하였다.
11) 요인간의 변이 차이를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요인 간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희연․노승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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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값은 고유치(Eigen

타나는 요인별 양 극단값(-4, -3, +3, 그리고 +4의

value)인데, <표 5>는 P표본에 대한 비회전 요인행

요인점수를 받은 Q진술문)을 토대로 요인의 특징

렬과 요인별 고유치를 보여주고 있다.

을 설명한다(김순은, 2010).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방식을 준수하여 요인별 특징을 기술하고 시사

<표 2> 통행수단특성 선호에 대한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구분

요인①

요인②

요인③

요인①

1.0000

0.3784

0.0736

요인②

0.3784

1.0000

0.0249

요인③

0.0736

0.0249

1.0000

점을 도출하였다.

가. 요인①: ‘안전성-신속성 선호’ 유형
우선 요인①이 중요시하는 통행수단특성은 ‘신
속성’이다(<표 7> 참조). 이러한 성향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표 3> 요인에 대한 고유치와 설명력

지불할 의사가 있고(진술문8), 악천후에 통행시간

구분

요인①

요인②

요인③

고유치

14.5685

4.4208

3.5002

단축을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진술문22)

설명력

34%

10%

8%

고 답변한데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행

누적설명력

34%

44%

52%

시간을 중시한다. 한편, 통행비용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환승횟수가 2

일반적으로 고유치의 값이 1.0이상이면 요인으

회 이상이거나(진술문2), 정시성이 낮거나(진술문

로 추출하게 된다. 그러나 고유치 값이 1.0 이상이

27),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거나(진술문

라고 해서 모두 유효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32), 안전성이 낮으면(진술문21) 요금이 저렴하더

것은 아니며,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여, 상

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관계가 낮은 경우(일반적으로 0.5 미만)에만 요인

특히 통행시간이 짧고(진술문26) 요금이 저렴해도

으로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이 3개인 경우

(진술문21),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한 것

에 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5 미만인 것을 확

으로 미루어보아 다른 모든 통행수단특성보다도

인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이러한 검토결과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합승에 대해서는 신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요인의 개수는 3개라는

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진술문12), 요금분담

<표 3>은 선정된 3개 요인의 고

이 가능한 경우(진술문5)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결론을

내렸다12).

유치, 설명력 및 누적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 있는 경우(진술문28)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이 충

P표본 가운데 선정된 요인으로 설명가능한 수준은

족되면 합승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종합하면

52%이다.

요인①에게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서비스가 적합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성, 요금분담, 안전성이

2. 요인별 특성 분석13)

전제되면 합승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
안하여 요인①은 ‘안전성-신속성 선호’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Q방법론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나

명명하고자 한다.

12) 표면상 유효한 요인의 개수는 3개로 보이지만, 요인③은 양극요인(Bipolar Factor)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요인으
로 해석(McKeown and Thomas, 1988)하였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유형별 특성 분석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13) 본문에 기술되는 문장 뒤에 ‘(진술문00)’과 같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이 Q 진술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문항번호는 <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Q 진술문의 ‘설문’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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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Q진술문에 대한 요인별 Q분류값
1)
수단 No.
특성 구조 설문

통
행
시
간

통
행
비
용

요인점수
요인① 요인② 요인③

1

10

통행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차내시간이다.

1

2

1

2

4

통행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대기시간이다.

1

2

1

3

20

통행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환승시간이다.

1

3

-1

4

23

통행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시간이다.

2

3

1

5

8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4

4

-4

6

15

환승을 여러 번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는 편을 선호한다.

-1

1

2

7

26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안전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4

-2

0

8

1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1

1

2

9

17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정해진 시각표대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1

0

-2

10 29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2

-3

-2

11 34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1

-3

-3

12 12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다른 승객과 합승할 수 있다.

4

-1

1

13

요금이 저렴하다면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3

0

4

14 18

요금이 저렴하다면 배차간격이 길어도 상관없다.

-2

0

1

15 21

요금이 저렴하다면 안전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4

-2

-3

16 24

요금이 저렴하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1

1

4

17 27

요금이 저렴하다면 정시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3

0

-1

18 32

요금이 저렴하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3

-4

0

19 30

요금이 저렴하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0

-4

0

20

2

요금을 분담한다면 다른 승객과 합승할 수 있다.

3

-2

3

21 22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

3

4

-4

22 13

배차간격이 짧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0

1

-1

23

제
3
의
특
성

Q 진술문

5

배차간격이 짧다면 정해진 시각표대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0

0

-3

24 25

6

배차간격이 짧다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2

3

0

25 11

안전하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0

2

0

26

안전하다면 정해진 시각표대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1

0

-1

27 14

안전하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2

-1

-2

28 28

안전하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3

-1

3

29 33

정시성이 높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0

1

0

30 16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내가 혼잡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2

2

31

7

정시성이 높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2

-3

-2

32

9

정시성이 높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0

-2

-1

33 19

정시성이 높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2

-1

2

34 31

사생활보호 수준이 높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2

-1

3

3

주: 1) ‘구조’번호란 통행수단특성에 관한 Q진술문을 일렬로 나열할 때의 번호를 의미하며, ‘설문’번호란 설문지에서의 Q진술문 번호를 의
미함
주: 2) 요인점수란 각 요인이 해당 Q진술문에 대해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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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회전 요인행렬과 요인별 고유치 및 설명력
P표본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고유치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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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①
0.3064
0.8126
0.7293
0.1828
0.3823
0.4662
0.6394
0.7675
0.2488
0.3587
0.3210
0.7211
0.7735
0.2458
0.5340
0.5440
0.2185
0.7589
0.5384
0.6289
0.5633
0.6000
0.8759
0.6375
0.5632
0.5081
0.6789
0.3735
0.6945
0.6771
0.8485
0.5070
0.2386
0.5735
0.2398
0.6930
0.6469
0.5414
0.5506
0.7641
0.5173
0.4103
0.7889
14.5685
34

요인②
-0.4274
0.0285
0.1585
-0.0724
0.1340
-0.1817
-0.1725
0.1211
-0.1435
0.0999
0.2084
-0.1277
-0.2995
0.4730
-0.3487
0.4026
0.0318
-0.1860
-0.1818
-0.2998
-0.4350
0.0852
0.1112
-0.4988
0.2769
0.6303
-0.3222
0.4861
0.1369
-0.4039
0.2361
-0.2032
0.6979
-0.0209
0.0556
-0.0126
0.6335
0.3298
-0.2106
0.0543
0.5369
-0.6108
-0.0749
4.4208
10

요인③
0.0650
0.1633
0.0480
-0.6070
-0.1661
-0.4846
0.1987
-0.3406
-0.2842
-0.2459
-0.5269
-0.2329
-0.2416
-0.0110
0.3057
-0.2263
0.7136
-0.1599
0.0325
0.2827
0.2039
0.1126
-0.1169
0.0910
0.0212
0.2347
0.0753
0.1699
-0.0487
-0.0240
-0.1761
0.2808
0.4913
-0.1558
0.6808
0.3119
0.0695
0.1993
-0.0356
-0.3446
-0.0695
0.3288
0.0758
3.5002
8

요인적재값
요인④
요인⑤
0.3577
0.3184
0.0326
0.0258
-0.1072
0.2187
0.4305
0.2003
0.0985
0.2707
0.0180
0.4010
-0.1606
0.2584
0.1655
-0.1968
-0.0122
0.5000
-0.6020
-0.0182
0.2084
-0.1187
-0.2840
0.0603
-0.0636
0.0189
-0.0016
-0.3934
-0.0468
-0.2286
0.2845
0.2623
-0.2297
0.3415
0.1163
-0.2072
0.2883
-0.2672
0.0922
-0.0230
-0.0749
-0.0036
0.3400
-0.0998
0.1903
-0.1721
-0.3037
0.1647
-0.0016
0.4043
0.1246
-0.1016
0.3205
0.0691
0.3526
-0.0108
-0.3229
-0.2597
0.0521
-0.2603
-0.0459
-0.0694
0.3870
-0.4117
-0.0608
0.0892
-0.4670
-0.0440
0.2945
0.3003
-0.0632
0.2381
-0.0570
0.0314
-0.0233
0.1173
-0.3049
-0.0945
0.0152
0.1688
-0.2777
-0.2271
0.0176
-0.2041
-0.1253
-0.1519
2.3744
2.1854
6
5

요인⑥
0.2217
-0.1916
-0.3554
-0.1171
-0.2616
-0.3000
0.2343
0.0809
0.4256
-0.1308
-0.0927
0.0215
0.2457
0.2172
-0.1542
0.0464
-0.2288
-0.0536
0.3418
-0.1337
-0.0824
-0.3631
0.1193
0.1561
-0.1881
0.0475
-0.1905
0.1711
-0.0976
-0.1184
0.0367
-0.0458
0.0822
-0.0466
0.0181
0.0499
0.0221
0.5643
0.4418
0.1286
-0.1713
0.0567
-0.1577
1.8837
4

요인⑦
0.2814
0.3424
-0.0379
0.1953
0.3248
-0.3769
-0.1875
-0.0187
-0.0939
0.0158
0.4175
0.0230
-0.1116
0.4471
0.0022
-0.1416
-0.0331
0.0273
-0.0590
-0.3193
0.2471
-0.0764
-0.0594
0.2048
0.0446
-0.0555
-0.0023
-0.3957
-0.0156
-0.0191
-0.0859
-0.1017
-0.0746
0.1860
0.2258
0.2071
0.1621
0.0971
-0.0936
-0.1256
-0.0773
0.0765
-0.2629
1.6102
4

요인⑧
-0.0285
-0.0117
-0.1893
0.1868
0.2682
-0.0772
-0.0283
0.1308
0.3514
0.3336
-0.0848
0.1360
-0.1826
0.2573
0.2229
-0.1908
0.0428
0.0079
-0.2285
0.3646
-0.4046
0.0605
0.1565
-0.0352
-0.0452
0.1213
0.1085
-0.0233
0.2242
-0.1853
0.0294
-0.0698
-0.0058
-0.4423
-0.0066
0.1526
-0.0608
-0.1816
0.2051
-0.1870
-0.1530
0.1246
-0.0773
1.49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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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표본의 요인가중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가중치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①
요인②
요인③
성별
연령(대)
월소득(백만원)1)
1
0.5031*
-0.1488
0.0743
여성
20
150
2
0.6309*
0.5265
0.1123
여성
30
250
3
0.4555
0.5642*
0.1828
여성
30
350
4
-0.0098
-0.0342
0.6370*
여성
20
150
5
0.1489
0.3094
0.2716
남성
30
450
6
0.3023
0.0640
0.6243*
남성
30
450
7
0.6356*
0.2693
0.0380
여성
20
150
8
0.3859
0.5027
0.5640
여성
30
250
9
0.1814
-0.0064
0.3610*
여성
50
150
10
0.1275
0.2572
0.3417*
여성
40
150
11
-0.0527
0.2817
0.5848*
여성
40
150
12
0.5352
0.2929
0.4673
여성
40
250
13
0.6745*
0.1863
0.5066
여성
50
750
14
-0.1078
0.5195*
0.0534
여성
50
150
15
0.6975*
0.0821
-0.0832
남성
20
150
16
0.0873
0.6100*
0.3601
여성
40
150
17
0.3624
0.2545
-0.6016*
남성
20
150
18
0.6207*
0.2792
0.4158
여성
50
150
19
0.5156*
0.1789
0.1618
여성
50
250
20
0.7307*
0.1738
-0.0342
남성
40
450
21
0.7396*
0.0166
0.0292
여성
30
350
22
0.4247
0.4385*
0.0853
남성
40
450
23
0.5408
0.5903
0.3901
남성
40
650
24
0.7977*
-0.0058
0.1649
남성
40
650
25
0.2538
0.5561*
0.1438
여성
20
150
26
0.0663
0.8339*
-0.1037
남성
40
450
27
0.7168*
0.1566
0.1792
여성
20
250
28
0.00342
0.6307*
-0.0755
남성
50
550
29
0.4131
0.5130*
0.2641
남성
40
450
30
0.7340*
0.0768
0.2785
남성
40
450
31
0.4270
0.6650*
0.4267
남성
30
250
32
0.5822*
0.1781
-0.0804
남성
20
250
33
-0.0932
0.7639*
-0.4394
여성
30
350
34
0.3861
0.3011
0.3376
남성
30
250
35
0.3536
0.2813
-0.5656*
여성
30
350
36
0.6137*
0.4439
-0.0635
여성
20
250
37
0.1153
0.8955*
0.0972
남성
40
550
38
0.2609
0.6102*
-0.0352
남성
30
250
39
0.5208*
0.1538
0.2322
남성
50
550
40
0.4225
0.4471
0.5719
남성
40
550
41
0.0352
0.7225*
0.1929
남성
40
550
42
0.7717*
-0.1960
-0.1247
여성
20
150
43
0.6487*
0.4181
0.1951
여성
30
550
설명력(%)
34
10
8
주: 1) 설문문항에서 사용된 월소득 계급구간의 중간값을 의미(예, 201~3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주: 2) P표본에서 *표기된 부분은 p<0.01인 경우로, P표본이 해당 요인에 해당한다는 의미
P표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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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요인①의 주요 Q진술문
Q진술문1)

요인점수
+4

8.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12.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다른 승객과 합승할 수 있다.
5. 요금을 분담한다면 다른 승객과 합승할 수 있다.

+3

22.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통행시간2)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
28. 안전하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2. 요금이 저렴하다면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3

27. 요금이 저렴하다면 정시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32. 요금이 저렴하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4

21. 요금이 저렴하다면 안전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26.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안전성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주: 1) Q진술문 번호는 <표 2>에서의 ‘설문’번호를 의미함
주: 2) 통행시간=접근시간+대기시간+차내시간+환승시간

<표 8> 요인②의 주요 Q진술문
Q진술문1)

요인점수
+4

8.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22.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통행시간2)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
20. 통행시간2)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환승시간이다.

+3

23. 통행시간2)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접근시간이다.
25. 배차간격이 짧다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7. 정시성이 높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3

29.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34.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4

30. 요금이 저렴하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32. 요금이 저렴하다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주: 1) Q진술문 번호는 <표 2>에서의 ‘설문’번호를 의미함
주: 2) 통행시간=접근시간+대기시간+차내시간+환승시간

<표 9> 요인③(요인④)의 주요 Q진술문
요인점수1)
+4(-4)

Q진술문2)
2. 요금이 저렴하다면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이어도 상관없다.
24. 요금이 저렴하다면 차내가 혼잡해도 상관없다.
5. 요금을 분담한다면 다른 승객과 합승할 수 있다.

+3(-3)

28. 안전하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31. 사생활보호 수준이 높다면 합승해도 무방하다.
6. 배차간격이 짧다면 정해진 시각표대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3(+3)

21. 요금이 저렴하다면 안전성이 낮아도 상관없다.
34.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

-4(+4)

8.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22.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통행시간3)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낼 수 있다.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요인④에 해당하는 요인점수
주: 2) Q진술문 번호는 <표 2>에서의 ‘설문’번호를 의미함
주: 3) 통행시간=접근시간+대기시간+차내시간+환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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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인②: ‘프라이버시-신속성 선호’ 유형

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요인

요인②는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추가요금 지불

①과 유사하게 요금분담(진술문5)과 안전성(진술문

의사가 있고(진술문8),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

28)이 확보된 경우에는 합승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도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진술문22)고 답

를 나타냈다. 또한 사생활보호 수준이 높다면(진술

변한 것으로 볼 때, 요인①과 마찬가지로 신속성을

문31) 합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요금

중요하게 생각한다(<표 8> 참조). 그러나 요인②는

이 저렴하더라도 안전성이 낮으면 안 된다(진술문

환승시간과 접근시간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진술

21)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요인①과 마찬

문20 및 23) 요인①과는 구별된다. 교통약자에 대

가지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인③

한 배려나 사생활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진술문29,

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30, 32 그리고 34)에는 통행시간이 짧거나 요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통행시간

저렴하더라도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

단축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거나(진술문34) 합승

아 다른 어떤 통행수단특성보다도 프라이버시에 대

의 조건으로 높은 사생활보호 수준을 언급한 것으

해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시성

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진술문31). 요인③에게는 안

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높은 가치를 두는 성

전하면서도 요금이 저렴하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향(진술문7)도 일관성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수 있는 서비스제공이 적합할 것이다. 지금까지 확

요인②에게는 수요자의 프라이버시를 세심하게 배

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요인③은 ‘안전성-경제성 선

려할 수 있는 신속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호’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요인②는 ‘프라이버시신속성 선호’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라. 요인④: ‘신속성-합승거부 선호’ 유형
<표 9>를 보면 표면상으로는 요인이 세 가지인

다. 요인③: ‘안전성-경제성 선호’ 유형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P표본 17번과 35번이 음

요인③은 통행수단특성 가운데 통행비용을 중요

(-)의 요인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요인③의 특성과

하게 생각한다(<표 9> 참조). 요금이 저렴하다면 환

는 반대인 특성을 갖는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석이

승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진술문2) 차내가 혼잡하

가능하다(McKeown, B. and Thomas, D., 1988,

더라도(진술문24)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

김순은(2016)에서 재인용). 요인④는 통행수단특성

은 통행비용과 통행시간을 비교하는 진술문에서도

가운데 신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동일하게 나타난다. 요인③은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성향은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통행시간단축을 위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진술문8 및 22) 요금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거나(진술문8 및 22)

<표 10> 요인별로 중시하는 통행수단특성 비교
요인특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행수단특성
신속성(통행시간)

요인①: 안전성-신속성

○

요인②: 프라이버시-신속성

○

요인③: 안전성-경제성
요인④: 신속성-합승거부

경제성(통행비용)

안전성

프라이버시

◎
○

◎

◎

합승여부
△ (조건부허용)

◎

-

○

△ (조건부허용)
× (합승불가)

주: ◎ - 가장 중시하는 통행수단특성, ○ -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행수단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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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사생활수준이 낮
아도 상관없다(진술문 34)고 진술한 데에서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요인④는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는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요금이
저렴하더라도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진술문2)
차내가 혼잡하면(진술문24)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요금이 저렴하
면 안전성이 낮아도 상관없다(진술문21)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안전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합승에 대해서는 거부의사

<그림 4> 요인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행수단특성
비교

를 보이고 있는데 요금분담(진술문5), 안전성(진술
문28), 높은 사생활보호 수준(진술문31)이 확보되

신속성을, 요인③은 경제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

더라도 합승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합승

다. 요약하면 유형④는 신속성을 최우선적으로 고

에 대해서도 요인①과 요인③은 안전성 확보와 요

려하며 안전성과 합승에 대해서는 유형①과 반대되

금분담이라는 조건 하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형④는 유형① 또는 유형②

다. 요인④는 요인① 또는 요인②의 특이한 경우로

가운데 신속성만을 중시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

신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며, 이 유형에게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

른 통행수단특성들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게 도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합할 것이다. 요인④

있다.

는 ‘신속성-합승거부 선호’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자들은 안전성, 신속
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수요

3. 요인별 비교분석

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요금이 저렴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희망

<그림 4>는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유형들을 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

교가 용이하도록 도식화한 것이고, <표 10>은 동일

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서비스 또는 통행수단은

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요인①과 요인②는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속성과 안전성

신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

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동

다. 그러나 요인①은 신속성보다 안전성을, 요인②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며

는 신속성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요자들이 기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인②와 요인③은 프라이

하는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

버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선호를

서비스나 통행수단의 등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요

보인다. 그러나 요인②는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

구사항들 가운데 수요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에 우선

하게 생각하지만, 요인③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

게 생각한다. 요인①과 요인③을 관통하는 키워드

고 이러한 우선순위는 해당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는 안전성이다. 또한 두 요인 모두 안전성을 가장

위한 교통서비스 또는 통행수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통행수단특성으로 생각한다. 다만 요인①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결과를 해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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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념할 점은 Q진술문을 통해 드러난 선호는

수 있다. 본 연구는 MaaS 이용자유형을 도출하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한 것이라는 점

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했다는

이다. 예를 들어, 요인④는 신속성을 가장 중시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MaaS의 서비스가 시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통행

작되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통해 서비스

수단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에 대한 선호조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으나, 선호 간

는 곤란하다. 대신 다른 어떤 통행수단특성보다 신

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존 설

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

문조사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로부터

적일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지
만, 가장 선호하지 않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일도 서
비스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이다. 그렇게 본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빅데이터 시대에도 여전히 활용가능한 수단이 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응답자들로

것으로 본다.

2. 향후 연구과제

부터 통행수단특성에 대한 선호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MaaS 시스템에서 교통서비스를 구성할 때

본 연구의 대상 통행은 통근통행이다. 여가통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용자유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

행, 쇼핑통행 등과 같이 통행목적이 달라지면 수

과 4가지 서비스유형이 발견되었고, 각 요인별로

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통행목적을 달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

통행수단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는 시간이 흐르

을 적용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시도해보는

면 변화한다. 그에 따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P표본 가운데 특정

의 요구사항도 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P표본 5번, 8번, 12

MaaS 이용자유형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해석이

번, 23번, 34번 및 40번)는 향후 연구에서 표본수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

를 늘리면 새로운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다. Q방법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현상이

있다고 본다.

나 문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은 가변성을 지니므
로 수요자의 선호에 대한 조사는 일회성에 그칠 것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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