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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의 교통수단은 서울시 대기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서울 도심 내 배출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자동
차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에너지계획 분석모형(LEAP)을 활용해서 중·
장기적인 서울시 정책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LEAP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준(BAU) 시나리오
하에서 서울시 승용차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1% 증가한 1,816천톤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2016년 대비 2030년에 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30년에 13%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전기차, 대기오염관리, 에너지효율, 장기에너지계획 분석모형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ventional fossil-fuelled vehicles has led to worsen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ir quality.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future emissions and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ctions aiming to promote the
use of electric vehicles (EV).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medium to long-term energy and
transportation policies will be analyzed, along with the forecasts of the levels of major air pollutants
in Seoul under both Business-as-usual (BAU) and Government Policy (GP) scenarios up to year 2030
using the 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LEAP) model. It was found that under the GP
scenario, the estimated reduction in the level of particulate matters would be equivalent to over 1
trillion Won of accumulated social cost savings by 2030.
￭ Keywords: Electric Vehicles, Traffic-related Air Pollution, Energy Efficiency, LEAP

장기에너지계획(LEAP) 분석모형을 활용한 서울시 도로·교통부문 대기오염관리 정책효과 분석

Ⅰ. 서론

2. 기존연구 고찰
서울시 도로·교통부문 정책분석에 앞서 선행연

1. 연구의 배경

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이
보건영향연구소(HEI)의

론, 연구범위, 방법론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 대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방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때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

통해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민욱

㎍/㎥인 것으로 나타난다(HEI, 2017). 이는 세계보

외(2016)에서는 장기에너지계획(Long-range Energy

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비해 약 세 배

Alternatives Planning, 이하 LEAP) 모형을 활용하

높고,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최고 수

여 우리나라 도로·교통부문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치이다.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공동연구 결과, 우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우리

리나라는 대기 질 부문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

나라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된다는 가정 하

인 하위권에 속한다(YCELP, 2016). 우리나라의 경

에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

우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영국 파이낸셜

전망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였다. Saisirirat

타임스(2017)에 의하면, 서울은 인도의 뉴델리, 중

et al(2010)은 태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미

미국

환경보건단체인

국 베이징과 함께 전 세계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LEAP 모형을 이용하여

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2030년까지의 전력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연구결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환경이 위험 수

과 전기차 등의 전기 운송수단 기술로 인해 화석연

준에 도달한 원인으로 월경성 오염문제를 비롯한

료 소비가 감소하며, 에너지 전환 효율에 긍정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본 논문은 국내적으로 대응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habbir &

마련이 시급한 부문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

Ahmad(2010)의 경우, LEAP 모형을 사용하여 파키

한다. 특히, 서울시의 대기질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스탄 수도의 도로·교통 부문 정책 변화에 따른

있는 현 상황에서 대기환경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2000~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NOx, SO2, PM10

도로·교통 부문에 주목한다. 동 부문에 있어 효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적인 중·장기적 정책 제시를 위해 현 서울시 정책

통해 최적의 대도시 정책 추진 시나리오를 제시하

의 추진 현황, 한계점,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고 관

였다.

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로·교통 부문 정책을 분

2017년 4월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대응책의

석한 김민욱 외(2016)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특정

일환으로 도로·교통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교통물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서울시로 범위를

류체계 구축과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제한하여 대도시 도로·교통 부문 정책에 초점을

서울시 내 차량의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등

둔다. 또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서울

의 계획만 제시되고, 해당 정책 관련 목표치나 기

시 도로교통에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

대효과 분석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뒷받

은 승용차로 연구 대상을 설정한다.

침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본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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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도로·교통부문 정책
1. 추진 현황
2016년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차량의
84.3%가 승용차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

에서는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 관
련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인식 및 경각심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을 보면 서울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료별 점유율은 휘발유(61.3%), 경유
(26.8%), LPG(10.0%), 하이브리드(1.7%) 순으로, 전

기차는 0.1%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2014)

<그림 1>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

<표 1> 연료별 서울시 승용차 등록현황: 2016년 기준
구분
등록대수

휘발유

경유

1,593,968 697,496

LPG

전기

259,417

1,484

구분

CNG

하이브리드

기타연료

계

등록대수

678

44,823

478

2,598,344

자료: 서울통계정보시스템(2018)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 부문은 3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승용차가 상당 부분(56%)
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서
울시 대기오염의 57%는 도로에서 발생하는데, 대
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료: 서울특별시(2014)

<그림 2> 서울시 대기오염원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물질 관리 정책

2. 중·장기 계획

에 있어서 도로·교통 부문이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

연도별 서울시 도로교통부문 관련 주요 계획 및

해당 분야 연구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살펴보면, 2011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승

기본계획』,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용차 에너지 절약 잠재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2013년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이 있

량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자 한다. 대도시 대기오염

다. 서울시 정책계획 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로

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축하는 효율적

교통부문 현황 및 중·장기 정책목표 등을 검토하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환경산업기술원, 2017), 승

위해 20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2030 스

용차 관련 에너지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강조함

마트 친환경교통 마스터플랜(이하 서울형 2030 마

으로써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스터플랜)』(서울연구원, 2014)을 참고한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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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러 친환경교통 계획이 공표되고 있으나, 본 연

기 에너지 계획,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등의 평가 시

구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세부적인 목표치가 제

활용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 분석형 모형이다. 특히,

시된 계획 중 최신 자료를 선별하였다.

에너지 소비량,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의 장기간 변

『서울형 2030 마스터플랜』의 주요 계획은 다음과

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다. ① 2030년까지 서울시 차량 중 전기자동차 비

본 연구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시점인 2016년

중을 약 20%로 확대하며, 이 중 승용차는 700,000

을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② 서울시 승용

서울시 승용차 관련 정책 방향, 목표전망치에 대해

차 통행량의 30%를 감축 유도하고, ③ 교통유발부담

다음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금을 2013년 700원/㎥에서 2020년 2,000원/㎥으로

기준(Business-as-usual, 이하 BAU) 시나리오는

인상 및 혼잡통행료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 연

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드라이

료별 차량 증감 추세가 203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

빙마일리지제 등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하는

정하였다. 서울시 정책(Government Policy, 이하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2013년 6,000원/시

GP) 시나리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바

간; 2020년 12,000원/시간; 2030년 해외주요도시

탕으로 설정되었다.『서울형 2030 마스터플랜』의

수준 등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2024년까지 서울시 차량의 20%를 하이브리드와 전

그러나, 『서울형 2030 마스터플랜』 상에서는 어

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 계획; 전기차 70

떠한 수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 정책 등을 위주

만대 보급; 충전기 8천 대 설치, 및『수도권대기환경

로 제시하고, 동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까지 수도권 자가용 일일

어느 정도 수준의 에너지 절감효과나 대기오염물질

평균 주행거리를 27km로 감축(2010년 대비 30%감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미

축) 등을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그 밖에 서울시 중·

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LEAP 모형을 활용하여 이를

장기 정책 목표 중 수치화가 어렵거나 정성적인 부

보완하고자 한다.

분은 시나리오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시에 국한
된 자료로 모델링 투입변수들을 구성한다. 따라서,

Ⅲ. 연구방법론

서울시 외에서 발생하거나 유입되는 대기오염은 고
려하지 않는다. 서울시 승용차 연료는 내연기관

1. 장기에너지계획 분석모형
본 연구를 위해 장기에너지 분석모형인 Long-rang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이하 ICE)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를 포함
한다. 또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를 대상

Energy Alternatives Planning(이하 LEAP)을 활용하

으로 연구한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여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의 대기 환경관리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고

(2015년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를 평가한다. LEAP

시사점을 도출한다.

은 에너지저감 분석모형으로 에너지정책, 기술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2. 변수선정 과정

LEAP 모형은 회계(Accounting) 모형으로 에너지 전

망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LEAP은 SEI(Stockholm

기준연도의 차량 대수 및 미래 증감 추세는 서울

Environmental Institute)에서 개발한 모델로 중·장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자료를 활용한다. 그 외 차량
5

교통연구 제25권 제4호

연비, 대기오염 배출계수, 마일리지 등 세 가지의

원, 2015)을 활용한다.

변수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산업통상
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6)을 토대로 산정한

   ×   

후, LEAP 모델링의 에너지 소비량과 대기오염 배출

   ×   

량 산식과정에 투입된다.

   ×   

가. 차량대수(V )

   ×     

(단위: EA)

차량대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연료별 승용차
등록대수를 활용하였으며, 휘발유, 경유, LPG와 전

   ×  ×     
(  : 자동차 속도,  : 0.92 g/km)

기차 및 하이브리드, 5가지로 구분된다. BAU 시나
리오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연

평균적으로 높은 속도 구간일수록 배출계수가 낮

료별 차량 증감 추세를 회귀식으로 변형한 후 2030

아지며, 낮은 구간일수록 배출계수가 높아진다. 본

년까지의 차량등록대수를 추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평균 주행속도인 25km/hr를
적용하여 연료별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

나. 차량연비(F )

(단위: km/l)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오염 계수

차량 연비는 자동차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

를 산정한다. 승용차의 배기가스 이외에도 타이어

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도 연료별 도심 평균

및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에 의해 다량의 비산먼지가

수치를 적용한다(<표 2> 참조). 승용차 도심 평균연비

동시에 배출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수도권대기

는 2010년 12.87km/l에서 2015년 14.42km/l로 지

환경청, 2012). 따라서 전기차에서 주행으로 발생되는

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매년 연비가 향상되어야 하

미세먼지 양은 EMEP/EEA 『Air Pollutant Emission

는 부분은 기술적인 한계로 시나리오에 반영되지 못

Inventory Guidebook』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마모에 의한 배출계수(PM10: 0.0138g/km; PM2.5:

하였다.

0.0074g/km)를 적용한다.
<표 2> 연료별 차량연비(2015년 기준)
(단위: km/L)

연비

휘발유

경유

LPG

14.24

15.89

10.19

전기차
하이브리드
(km/kwh)
22.09

4.9

라. 마일리지(VKT )

(단위: km)

우리나라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1985년
119.3km에서 2014년 43.9km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교통안전공단, 2014). 주행거리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2016)

매년 감소하는 원인은 전철망 등 신규 대중교통수

다. 대기오염 배출계수(EF )

(단위: g/km)

단이 확충되고,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공영제

대기오염 배출량은 주행거리에 비례한다. 따라서

를 통한 이용자 수단이 전환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

대기오염 배출계수의 단위는 km당 배출량(g)으로

로 보인다. GP 시나리오에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

적용된다(SEI, 2015). 경유 승용차의 경우, 배출계

기본계획』을 적용하여 2024년 일일 평균 주행거리

수 산정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된다. 이는 국립환경

를 27km, 연간 총 주행거리로 확대하여 적용하였

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차종별 연료별 오염물질

으며, BAU 시나리오의 경우 현 마일리지 감소 추

별 연식별 자동차 배출계수 회귀식(국립환경과학

세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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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소비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세대로 유지될 경우 서울시 승용차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1,863천TOE→2,213천TOE) 많아진다

앞에서 언급된 변수들은 LEAP 모델링을 통해 에

(<그림 3> 참조).

너지 소비량과 대기오염 배출량 산식과정에 투입되
었다.

가.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모량은 t 연도의 i 연료 차종의 차량 대
수(V ), 마일리지(VKT ), 연비역수(1/F )의 곱으로
계산되며, 세부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나. 대기오염 배출량
대기오염물질(NOX, CO, PM10, PM.25 등)별 배출

<그림 3> BAU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계수를 적용하고, 차후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환경·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여 분석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대비 2030년까

으로써 차별화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j의 배출

지 21%(1,504천톤→1,816천톤) 증가한다. 미세먼

량은 아래와 같이 t 연도, i 연료 차종의 차량 대수

지(PM10)는 2016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

(V ), 마일리지(VKT ), 대기오염물질 j의 배출계수

지 245톤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170톤으

(EF )의 곱으로 계산되며, 세부 산식은 다음과 같다.

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   × 




 

Ⅳ. 분석결과
1. 기준(BAU) 시나리오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 중 승용차를 중점적으

<표 3> BAU 시나리오의 서울시 대기오염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

2016

2020

2025

2030

CO2

1,481

1,547

1,650

1,793

CO

14.68

14.11

13.64

13.64

VOCs

0.87

0.86

0.85

0.87

NOx

6.61

6.76

6.98

7.25
0.81

PM10

0.56

0.62

0.70

PM2.5

0.35

0.39

0.45

0.52

계

1,504

1,569

1,672

1,816

로 분석한 결과, 현 추이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
지 서울시 차량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0%(2,592
천대→3,360천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2. 정책(GP) 시나리오

중 전기차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0.06%에서

서울시에서 수립한 『서울형 2030 스마트 친환경

0.8%로 증가한다. 또한, 정책적 변화 없이 현 추

교통 마스터플랜』 정책을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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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시나리오에는

<표 4> GP 시나리오의 서울시 대기오염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

2030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비중을 20%로 확대, 전

기차 70만대 보급,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27km로 감축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서울시 차

2016

2020

2025

2030

CO2

1,481

1,415

1,346

1,292
15.36

량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6% 증가하여 2030년에

CO

14.68

14.82

15.05

VOCs

0.87

0.87

0.88

0.89

총 3,013천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NOx

6.61

6.50

6.38

6.29
0.60

전기차 비중은 23%를 차지한다. 에너지 소비는
6%(1,863천TOE→1,745천TOE) 감소한다(<그림 4>

참조). BAU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 때, 2030년 에너

PM10

0.56

0.55

0.56

PM2.5

0.35

0.34

0.34

0.36

계

1,504

1,438

1,369

1,315

지 소비량은 468천톤 감소하며, 약 21%의 에너지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망치 (천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6년에 비해 약 313천톤
<그림 4> GP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 소비량 (천TOE)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참조). 서울시 정
책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에

정책 시나리오상에서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2016
년 대비 2030년까지 13%(1,484천톤→1,295천톤)

는 2016년 대비 이산화탄소가 약 189천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한다(<표 4> 참조). 질소산화물(NOx)은 현재
수준에서 약 316톤 감축할 것으로 보이나, 총 차량

3. 사회적 비용

수 증가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현재 수준에서
약 43톤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14톤 증

사회적 비용은 생산 혹은 소비의 비용이 미래 세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BAU 시나리오 대비 GP 시

대 혹은 사회 전체와 같은 제3자에게 전가될 때 발

나리오 하에서는 2030년에 대기오염물질이 501톤

생한다. 따라서 수송 부문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오

더 적게 배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서

염물질 피해비용 또는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구성할

울시 정책의 이행으로 인해 2030년에 약 28%의 대

수 있다. 사회적 피해비용이 야기되는 경우, 사회

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수록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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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추정결과를 활
용하여 EU의 Netcen의 Beta자료에 의해 산출된 단

도 상대적으로 더 큰 사회적 피해비용 단가가 적용
되어야한다.

위오염물질당 사회적 피해비용을 적용한다(Holland
& Watkiss, 2002). 총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출한 결

<표 5> PM의 사회적 비용
(단위: 원/kg)

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그림 6> 참조).

기관

피해비용

EU Beta

572,415

KEI

40,482

KOTI

25,599

자료: Holland and Watkiss(2002); KEI(2002); KOTI(2014)

이처럼 상이한 기준의 피해비용을 적용했을 때
BAU 시나리오 대비 GP 시나리오 하에서의 저감효

과 또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그림 7> 참조).
KOTI, KEI 등에서 제시한 피해비용을 사용하면 서

울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차 제도 개선의 정
<그림 6> 시나리오별 총 사회적 피해비용 (단위: 100만원)

이에 미세먼지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
회적 피해비용분석은 생략한다. 뚜렷한 정책적 변
화 없이 현 추세가 유지되어 2030년이 된다면,

책효과가 1000억원 미만 수준인 반면, EU 등의 추
정치를 적용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사회적 피해비
용이 감축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AU의 경우 정책 시나리오보다 2030년을 기준으

로 40% 이상 더 많은 사회적 피해비용이 발생할 것
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물질별 사회적 피해비용 관련, 국내·외
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으
로 합의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별 산출한 사
회적 피해비용을 적용하여 예측 민감도를 추가로
검토한다. 아래 <표 5>는 각 기관에서 산정한 미세

<그림 7> GP의 누적 사회적 비용 (단위: 100억원)

먼지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이다. 국내에서는 피
해비용이 매우 적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EU
Beta값은 인구밀집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배
출되는 자체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구 밀

앞서 우리는 서울시의 도로·교통 부문 정책이 성

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

공적으로 잘 수행된다면, 현재의 추세와 대비해 대

서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기오염과 사회적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동일한 배출량이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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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비중을 약 20% 확대, 서울시 승용차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면 도로·교통

통행량 30% 감축,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

부문 연구에 있어 보다 통합적인 제언이 가능할 것

료 확대 등 서울시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

으로 기대한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어떤

『서울시 2030 마스터플랜』으로 인해 승용차 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그 효

문 에너지 감축 효과, 대기오염 배출량 저감 등의

과를 토대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와

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운행관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기존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 정책목표의 경우 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서울시 도로·교통 부문 정책

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수립 시 환경오염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

재검토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방향

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차

으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량을 선택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율

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목표나 계획이 이행되었

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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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중심으로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과 사면을 경
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도로
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그리고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면을 경
험한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은 사면을 경험하지 못한 운전자들 보다
낮았다. 이것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보면서 오히려 도로교통법
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양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서 기술하였으며, 추후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적용을 받는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특별사면, 도로교통법, 인식, 준법의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presidential pardon affects law-abiding and
law-emotions.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liance and
commitment to target those peopl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pardon and amnesty experienced
around the slopes of the Road Traffic Regulation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how compliance will.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nd the extent to help others is to help yourself
buy, hoping to buy enough, the slope required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need for amnesty,
extended range, such as the degree of slope. The results were lower than the drivers did not
experience an amnesty that reliability and compli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 the driver's
experience amnesty. This indicates a presidential pardon the failure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mmitment to compliance with the law.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slope is lower than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people experience a pardon. It looked a presidential pardon benefit
of others rather than the law seems to be that the process does not adversely law enforcement
emotional uplifting results. This study was described with limitation, hope that the study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a wider than those further progress. I hope the research conducted by a wide
range of people than many others who applied for presidential pardon.
￭ Keywords: Special amnesty, Traffic law, Consciousness, Law-ab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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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막강한 권력일 뿐만 아니라 사법권을 무

강제성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준법의식의 고양

력화 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이다. 따라

은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서 권력자들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 남발이라는 비

점에서 고비용의 사회운영방식이다. 반면에 자발적

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운전면허 특별사면의

인 준법의식과 긍정적인 법 인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할 것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이

이다(김종덕, 2015; 박광현, 2014; 전찬희, 2015).

루어 나가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박광배,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의 절대 다수에는 도로

조은경, 1998).

교통법 등의 생활 밀착형 범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

포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국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도

절 사면 횟수는 총 9회로 도로교통법 관련 대상자

로교통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는 총 441만명에 달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재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업, 김지

시절 사면 횟수는 총 7회로 도로교통법 관련 사면

영, 2003; 윤희웅, 2010).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교

자 수는 481만명이었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통 체계와 도로교통의 운영방식은 부정적인 법 인

재임시절 총 8회의 사면을 실시했는데 도로교통법

식과 낮은 준법의식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관련 대상자는 420만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낭비하고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보게 된다. 따라서

총 7회의 사면이 실시되는 동안 도로교통법 관련

‘어떻게 낮은 도로교통법 신뢰도를 높이고 도로교

사면자는 282만명이었다. 이처럼 운전면허 특별사

통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면이 실시될 때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상자

인 법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의 자

는 도로교통법 관련자들로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발적인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도로교통법 집행

와 같은 질문들에 해답을 찾는 것은 교통체계 확립

과 준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들이 나타

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 있다.

이순열, 이순철과 박길수(2018)는 경험에 따라

위의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여러 가지 심리적 반응들이 과잉되기도 하고 결핍

에 대한 인식과 준수행동이 태도나 정서적 동기로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행동에도 불구하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학적 측면과 같은 내재적인

고 무사히 빠져나간 경험이나 정보의 과잉은 환경

분석이 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가에 기만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고양시킬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운전면허 특
별사면은 운전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이나

Ⅱ. 기존연구 고찰

실행 혹은 준법의지와 같은 심리적 태도들에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1. 운전면허 특별사면과 도로교통법

많은 수로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사면 경험은
직접적 체험을 한 당사자들에게는 교통사고나 단속

문민정권이 들어선 1993년 이후부터 거의 해마

위험에 대해서 방심하거나 문제없다는 과소평가를

다 사회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운전면허 특

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성향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별사면이 단행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면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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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형의 자원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까지도 위법에 대한 처벌여부가 운에 달린 것이라

이득을 얻게 한다(박광배, 1996).

는 부정적 도로교통법 인식을 조성해서 준법의식을

준법의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이순열, 2016).

로는 처벌 확실성과 법 태도이기도 하다. 우선, 처

이상과 같이 운전면허 특별사면으로 발생된 위법행

벌 확실성은 위법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처벌하

위에 대한 처벌 무력화는 국민들의 도로교통법 신

느냐보다 위법한 행위가 확실히 처벌로 이어진다는

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준법의식 등의 주관

인식이 준법의식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적 평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Teevan, 1976; Tittle, 1980). 다음으로 자신과 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대한

변사람이 가진 법 태도가 준법의식에 직접적인 영

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향을 주기도 한다. Patemoster, Saltzman, Waldo,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Chiricos(1983)의 연구에 의하면 준법의식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은 법의 엄격성이나 처벌 확실성 보다 자신을 비롯
한 주변인들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

2. 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더 크게 영
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처벌 강도나 확실성 때문에

특정계층에게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지각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자신의 안위

하는 것은 법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

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규를 지킨다는 자세

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이유로 지목된다. 법이 불

가 궁극적으로 준법의식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당위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규범적 이유를 상실시키

법 집행 기관 및 운영자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는 해악을 끼칠 수 있다(박광배, 조은경, 1998).

통해서도 조절될 수 있는데, 이것은 법 집행 기관이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법규를

실시한 법 적용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기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는 이해타

형성된다(박광배, 1996). 사법부나 경찰의 법 적용

산적 인식이나 당위적으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과 집행이 정당하다는 경험을 할수록 법에 대한 신

규범적 인식을 통해서이다. 이해타산적 성향을 조

뢰성과 공정성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반면에

절해서 준법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확률

그렇지 않다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권력을 투입하고 집행

서는 기관이나 사회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

관찰이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되는 일이다. 또한 끊임없이 감시와 처벌에 행정력

받기 때문이다(이순열, 2016).

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불안 및 경직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동기화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나 공명정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

반면에 규범적 성향을 조절해서 준법의식을 고

해서도 동기화 된다. 하지만 정의로움을 경험하지

양시키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대한 신뢰를 증가

못하거나 부당한 일들이 만연되는 것은 사회체계를

시킬 수 있다. 준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끊임없는 불법행위

한 요인은 규범적 성향의 크기라는 것은 여러 연구

속에서도 괜찮다는 기만적 상황에 빠지도록 만들

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또한 준법의식은 집행기관

수 있다(이순열, 2015, 2016).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 공평성에 의해서도 증가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무

세상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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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결과로 공정에

약하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고, 간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법 적용에 대한 엄격함이 강

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을 들고 있다. 또한, 법규를

해진다. 그러나 공정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준법의

어겨도 사고가 나지 않고 법규위반 단속 여부가 경

식도 약해지고 법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찰관의 실적에 달려 있다는 의식이 높은데 이러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을 지속적으로 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은 법 신뢰도와 공정성 및

게 되면 공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준법의식이 부정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높아지는 것이다(Lambert, Raichle, 2000; 최승혁,

(최상진 등, 2003). 그리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도로

허태균, 2011, 2012; 이순열, 2016).

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정당화해서 받아
들이는 반면에 타인의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민감

3. 운전면허 특별사면과 도로교통법 그리고
운전자 인식
도로에서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법규위반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법 집행관과 시민 사

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타인에 적용
된 도로교통 법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
찰이 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이순열, 2015,
2016).

이에 실랑이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경찰관의 권

이상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 인식과 태도

위와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음을 나타

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내는 것이다(허태균, 2005).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위반하는 이유가 법령의 미비나 행정체계의 허술함

실시될 때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 포함되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대한 운전자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들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등과 같은

이루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교통법규에 대한 법 신뢰도와 공정성 및 준법의식

해 볼 수 있다.

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모순적인 증후들이

Rothengarter(1988)는 전체 사회의 함의에 기초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한 규범적 태도를 지각하는 운전자들은 법규위반

2005).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적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사회 규범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적용

에 대한 정당화를 정부나 사회에 그 책임을 전가시

되는 법 집행이 정당하며 타당한가라는 법 신뢰도

키는 형태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들도 위반하기

와 공정석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식이 강하게

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Fuller(1991)는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이 일어날 때마다 사고가 발생하지

에 대해서는 자책이 적고 정당화를 위한 내재화가

않는 반면에 준법의식은 시간의 증가와 비용의 지

다른 법규보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최

출(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비를 지불

상진, 박정열, 김정인, 손영미, 2003). 도로교통법

해야 한다든지, 대리기사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등)

을 지키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규범

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반행위를

적 이유보다는 처벌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법규 준수행

이해 타산적 동기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운전자들

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엄하게 하고 처벌기

의 경우 다른 나라 운전자들보다 위반에 대한 적발

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준법의식도

(허태균, 2004; 허태균 등, 2005). 이상의 내용들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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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때,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

여자는 22명이었다. 사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평

식 및 준법의식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라는 강력한

균 나이는 만 43.75세(SD = 9.12)였으며, 연령분포

권한 행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는 만 20세부터 68세에 이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따라서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들의 도로교

남자는 111명, 여자는 71명이었다.

통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사
람들과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도로교통법에

가.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
법의식 조사지 예비문항

대한 운전자들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한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그리고 준법의식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를 발생시키

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을 측정하는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지의 예비문항은 개방형 문항제작 예비조사를
통해 총 27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로교
통법과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Ⅲ. 연구방법

에 대한 인식 및 준법의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가 ‘전혀 아

1. 조사지역 및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문경 운전면허시험장과 포항 운전면
허시험장 및 경북지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을 방문
한 운전자 총 35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들의 도로교

니다’를 0점으로 해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
는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반응한다.

나. 운전자 정보획득 질문지

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을

운전자 정보획득 질문지는 응답자의 연령, 성별,

묻는 조사지와 운전자 정보획득 질문지를 실시하여

운전경력과 같은 기본적인 운전자 정보와 함께 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에 대해서 묻는 문항으로

이 가운데 자료가 수거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이란 음

게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336명의 자료를 분석에

주운전과 과속운전, 법규위반을 말한다. 설문지에

활용하였다. 이 중 한번이라도 사면 경험이 있는 사

서는 운전자의 설문실시일 전 1년간의 음주운전 횟

람은 154명이었으며, 사면 경험이 없는 사람 182

수, 과속운전, 기타 위반행위 횟수를 묻는 질문문항

명이었다. 사면에 따른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인식

으로 제시되어 있다.

과 준법의식 조사지 및 운전자 정보획득 질문지를
통해 볼 때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단속 유·무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음주운전을 시도한 횟수, 실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만 45.51

제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 음주운전 횟수, 법규위

세(SD = 10.90)였으며, 연령분포는 만 22세부터 만

반은 지난 1년간의 기타 법규위반 횟수, 과속운전

70세에 이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남자가 243명,

은 지난 1년간 과속단속에 적발된 횟수를 기입하였

여자가 93명이었다. 이중 사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운전행동 질문지 응답자 336명의 평균 운전경

의 평균 나이는 만 47.30(SD = 11.27)이었으며, 연

력은 11.95년(SD = 7.32)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

령분포는 25세에서 70세에 이르고 남자는 132명,

전 시도 경험 횟수는 평균 3.17회(SD = 8.35),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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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처벌 경험 횟수는 평균 0.34회(SD = .96), 법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내용타

규위반 적발경험 횟수는 평균 .76회(SD = 1.87), 과

당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에 대해서 3명

속운전 적발경험 횟수는 평균 .94회(SD = 1.58)로

의 교통심리학 박사학위자가 검토하였다.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
법의식 검사 예비문항 27개 중 요인분석 과정에서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인 공통성이 0.4를 충
족시키지 못하는 문항, 요인과 문항 간 상관관계인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따라서 운

요인 적재값 0.3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문항, 두 가

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석 인식

지 이상의 요인들에서 0.4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및 준법의식이 어떠한 변화와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동시에 보이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정영찬, 강주

알아보았다.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이

희, 전상현, 변동구, 2002). 이상의 기준에 따른 문

며,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그리고 준법

항 제거 결과 총 12개 문항이 도로교통법 신뢰도

의식을 사면자와 비사면자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

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으로 확정

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되었다(표 1).

경험한 집단과 사면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서 도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석 인식 및 준법의

검사 문항 12개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식이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통

α가 .85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

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타났다. 또한,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및 준법
의식 검사 문항은 연구자가 예상한 것과 같이 도로
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그리고 준법

Ⅳ. 연구결과
1.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
의식 검사 개발
가.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
법의식 검사 문항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의식에 관한 3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각각
의 요인 명을 도로교통법 신뢰도, 도로교통법 공정
성,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으로 명명하였다. 도로교
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
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로교
통법 신뢰도' 요인이다. 도로교통법 신뢰도 요인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적용과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

대해서 가지는 신뢰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들로

법의식 검사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신뢰도 요인은 전체 변

분석을 실시하여 검사 문항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

량 가운데 38.54%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를 파악하였다. 예비문항 27개를 336명의 운전자

Cronbach's α가 .88으로 나타났다.

들에게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신뢰도

두 번째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로교통

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예비문항에 대한

법 공정성’ 요인이다. 도로교통법 공정성 요인은 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와 정보 손실을 최

전자가 도로교통법 적용과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

소화 하고자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해서 느끼는 공정함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들로

간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오블리민 회전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공정성 요인은 전체 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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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법 신뢰도와 공정성 및 준법의식 조사 문항 요인분석 결과(회전된 요인분석)
문항

주요인 적재치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24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적용은 믿을 만하다.

.786

19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믿을 만하게 이루어진다.

.727

23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필요한 조치이다.

.712

5

도로교통법을 준수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698

7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적용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752

17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727

16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앞으로도 실시되어야 한다.

.682

15

도록교통법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613

13

나는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709

20

도로교통법 관련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나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

.673

21

도로교통법 관련한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전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

.633

3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큰 손해는 없다.

.627

고유치
설명변량(%)
Cronbach alpha

3.78

1.53

1.02

38.54

10.21

9.42

.88

.84

.81

전체문항 신뢰도 .85

요인 1: ‘도로교통법 신뢰도’요인, 요인 2: ‘도로교통법 공정성’요인, 요인 3: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요인

량 가운데 10.21%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리고 도로교통법 준법의식(r =.47, p <.001) 요인과

Cronbach's α가 .84였다.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세 번째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로교통

대한 신뢰도가 높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높

법 준법의식’ 요인이다. 도로교통법 준법의식 요인

은 공정성 인식을 보이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법의

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해서

식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준

공정성은 도로교통법 준법의식(r =.51, p <.001)과 정

법의식 요인은 전체 변량 가운데 9.42%를 설명하

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대

고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가 .81로 나타

한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났다.

대한 준법의식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
의식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2.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
의식 검사 문항의 타당화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의 3개 요인이

가.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의식 검사 문항과 위험 운전행동과의 관계

실시하였다(표 2).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상관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인 도로교통법 신뢰도

검사 문항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요인은 도로교통법 공정성(r =.54, p <.001) 요인 그

인식 및 준법의식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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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조사 문항의 구성요인들 간 상관관계
구성요인

신뢰도

신뢰도

1

공정성

공정성

.54***

1

준법의식

.47***

.51***

준법의식

1

***  <.001

검증하기 위해서 운전자 정보획득 질문지의 위험운

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행동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을 통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

해서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

사 문항 하위 척도 중 도로교통법 신뢰도 요인도 위

식 검사 문항이 위험한 교통행동과 유의한 관련성

험한 운전행동 경험들과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

이 있음을 나타내는 준거관련타당도를 획득하고자

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과속단속(r =-.31, p <.01), 음

하였다. 운전자의 위험 운전행동은 지난 1년 기간

주시도(r =-.42, p <.05), 음주처벌(r =-.32, p <.01),

동안 운전 중 발생한 과속운전 단속경험과 음주운

기타 법규위반(r =-.31, p <.01)으로 나타났다. 이것

전 시도횟수 및 음주단속 횟수 기타 법규위반 경험

은 운전자가 가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가 긍

등이다(표 3).

정적일수록 위험한 운전행동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나

상관관계 분석결과,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타내는 것이다.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 전체 점수는 위험한

또한,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

운전행동들과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의식 검사 문항 하위 척도 중 도로교통법 공정성 요

내었다. 구체적으로 과속단속(r =-.35, p <.01), 음

인도 위험한 운전행동 경험들과 모두 부적인 상관

주시도(r =-.41, p <.01), 음주처벌(r =-.34, p <.05),

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과속단속(r =-.32,

기타 법규위반(r =-.32, p <.001)으로 나타났다. 이

p<.001), 음주시도(r=-.39, p<.01), 음주처벌(r=-.30,

것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p <.05), 기타 법규위반(r =-.34, p <.01)으로 나타났

준법의식이 높은 운전자들은 위험한 운전행동이 감

다. 이것은 운전자가 가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

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

정성이 긍정적일수록 위험한 운전행동이 감소할 수

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위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운전행동이 감소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에 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 하위 척도 중 도로교통법

식이 낮을수록 법규위반 행동 등 위험한 운전행동

준법의식 요인도 위험한 운전행동 경험들과 모두

<표 3>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요인들과 위험운전행동들 간의 상관관계
위험운전행동

전체 점수

신뢰도

공정성

준법의식

과속단속

-.33**

-.31**

-.32***

-.29*

음주시도

-.41**

-.42*

-.39**

-.36*

음주처벌

-.34*

-.32**

-.30*

-.41**

법규위반

-.32***

-.31**

-.34**

-.33**

***  <.001, **  <.01,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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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면유무에 따른 도로교통법 신뢰도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사면유무

B

β

1.084
.588

.573

t

F

9.352

***

13.864

***

192.208

***

회귀상수=1.364***
R2=.328

수정된 R2=.327

***  <.001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과속단

을 받은 운전자와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로

속(r =-.29, p <.05), 음주시도(r =-.36, p <.05), 음주

구분하여 사면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한 더미 변수화

처벌(r=-.41, p<.01), 기타 법규위반(r=-.33, p<.01)

하였다.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도로교통법 공정성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운전자가 가지는 준법의식

및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을 묻는 문항을 종속변인으

이 긍정적일수록 위험한 운전행동이 감소할 수 있

로 설정하였으며, 사면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도로교통법 신뢰

가. 사면유무에 따른 도로교통법 신뢰도의

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전체 및 하부

단순 회귀분석 결과

요인들은 운전자의 법규위반 및 위험한 운전경험들
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

운전면허 특별사면 여부가 도로교통법 신뢰도에

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

미치는 영향의 R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

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검사 문항들이 운전자들의

334)=192.208, p <.001), 이 회귀방정식은 도로교

도로교통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반영하고 있다

통법 신뢰도의 32.8%(수정된 R2값 32.7%)를 설명

는 준거관련 타당도를 실증하는 것이다.

하고 있다(표 4). 세부적으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t =13.86, p <.001)들에 비해서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이 법에 대한 신뢰

3.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도를 더 높게 가지고 있었다.

신뢰도와 공정성 및 준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사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에 대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신뢰도와 도로교통법 공정성 인식 및 도로교통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법규위반에 따른 행위

법 준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자체가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해서 우선 연구에 참여한 운전자들을 사면 혜택

것이다. 또한 사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표 5> 사면유무에 따른 법 공정성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사면유무

B

β

4.598
-.553

.042

회귀상수=1.318***
R2=.305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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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R2=.303

t

F

29.779***

172.677***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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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면유무에 따른 준법의식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사면유무

B

β

1.701
.534

.557

t

F

15.518

***

13.309

***

177.116

***

회귀상수=2.095***
R2=.311

수정된 R2=.309

***  <.001, **  <.01, *  <.05

자체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사면 혜택이 긍

30.9%)를 설명하고 있다(표 6). 세부적으로는 운전

정적인 도로교통법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들(t =13.30,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p <.001)이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보다

준법의식을 낮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사면유무에 따른 도로교통법 공정성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이것은 사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법
규 위반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규위반 행위

운전면허 특별사면 여부가 도로교통법 공정성에

자체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미치는 영향의 R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면자들이 비사면자들

334)=172.116, p <.001), 이 회귀방정식은 도로교

보다 준법의식에 있어서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것은

통법 공정성의 30.5%(수정된 R2값 30.3%)를 설명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법규위반자들의 준법의식 향

하고 있다(표 5). 세부적으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혜택을 받은 운전자(t =-13.14, p <.001)들이 사면

고 생각할 수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보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사면자들이 법규위반에 대한 사면 혜택

Ⅴ. 논의

을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왜곡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정성이 낮았는데, 이것은 타

사람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도로교통

인들의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관찰하면서 오히

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이 어

려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

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

사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

닌가 생각된다.

뢰도와 준법의식이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다. 사면유무에 따른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의
단순 회귀분석 결과

위반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나 존중의
지가 빈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운전면허 특별사면 여부가 도로교통법에 대한

일 수 있다.

준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R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반면, 사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였고(F (1, 334)=177.116, p <.001), 이 회귀방정식

이 공정하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사면 혜택을 받지

2

은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의 31.1%(수정된 R 값

못한 사람들보다 높았다. 이것은 자신들이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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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혜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높다고 판

준법의식마저 퇴색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따

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사면 혜택을

라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

처벌의 강력함과 집중적이고 일상적인 단속뿐만 아

고 있는데 이 또한 사면에서 자신이 배제되면서 도

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로교통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

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면 해택

나아가, 평소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

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면을 받은 사람들보다 도

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실시되어 처벌이 감소되는

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이 높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부조화를 통해 도로교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존중이나 준

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수의지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면 혜택을 받

대리 부조화란 타자의 인지부조화 상태를 통해서

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

자신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허태균

뢰와 준법의식이 높기 때문에 사면혜택을 볼 만큼

등, 2005; Norton, Monin, Cooper, & Hogg.

의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 특별사면의 실

2003). 본 연구에서도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통해서

시 여부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와 준

도로교통법 처벌이 경감된 사람들은 기존의 도로교

법 실천 동기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지만, 이러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도로교통법 집

상황을 목격하는 타자들이 오히려 인지부조화를 겪

행과 처벌 및 단속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정적인 법

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굳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이순열, 2016).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낮은 준법의식을

최상진 등(2003)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익을 추

가진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통한 처벌의

구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주로 발생된다고 했다. 이

감소는 오히려 기존의 부정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처

태도(낮은 법 신뢰와 준법의식)를 확증해 주는 조치

벌을 면하는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

가 될 수 있다. 즉,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평소 교통

전면허 특별사면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법규 위반으

법규를 위반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법에 대

로 적발되더라도 다시 사면이 실시되지 않을까 하

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는 기대 심리가 고조되면서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준법운전을 수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운전자들에게는 법 감정을 해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부정적 법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이 실시되면 더

본 연구에서도 사면 혜택을 받은 운전자들의 도

욱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는 부정적

로교통법에 대한 신뢰와 준법의식은 여전히 낮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통법 위

데 이것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도로교통법 집행은

반에 대한 처벌조치와 운전면허 특별사면으로 인한

믿을 수 없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

처벌 경감의 불일치가 사면을 직접적 혜택으로 체

제는 ‘운’에 달린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험한 사람이나 사면을 간접적 관찰로 경험한 사람

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통법규 위

들 모두의 법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준법

반으로 발생하는 처벌을 ‘운’이나 ‘재수’로 귀인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는 성향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특별사면까지 받게

도로교통법은 사고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된다면 반드시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적

결과에 상관없이 위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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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차지한다. 운전면허 특별사면도 이러한 단

에 대한 영향에서 형사처벌 감경과 행정처벌 감경

순 교통법규 위반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

등의 차이를 살피지 못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나

은데 오히려 사고라는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단

아가 연구에 사용된 집단구분이 사면경험 유무로

속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 운전자들은 ‘재수가 없었

한정되어 특별사면에 따른 다양한 인식을 연구하는

다’, ‘불 필요한 단속이었다’라는 반감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도로교통법규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전체 국민의 법 인식과 준법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위

의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자 사면은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

보다 광범위한 영역과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기를

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에 오히려 찬물을 끼

바라며, 도로교통법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보다 세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심한 척도가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통해서 혜택을 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또 다른 사면을 통해서 손해를 감
소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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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hors aim to evaluate whether the trend of optimism bias observed in Japa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utomated guideway transit (AGT) systems, which include monorail and
light rail, also exis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an ex-post analysis for 20 AGT
routes in Japan, it is understood that on average ridership is 115% lower, construction cost exceeds
budgets by 22%, and construction finishes behind schedule 24% of the time than that forecast. The
authors then confirm from existing data that the same trend exist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parison of optimism bias in Europe and the US with that in Japan, which i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Asia, can provide a useful reference for planners in other Asian countries that
are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similar transport facilities in the future, as well as an impetus for
them to measure and minimize such bias.
￭ Keywords: Optimism bias, AGT systems, ridership, construction cost, construction duration

본 연구는, 모노레일 및 경량전철 등을 포함한 신교통시스템계획에 있어서 유럽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낙관바이어스(Optimisim bias)가 일본에서도 존재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를 위하여 일본에서 운용 중인 20개의 신교통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각 각을 사후 분석한 결과,
실지값은 예측값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이용자는 115% 적으며, 건설비는 22% 높고, 건설에 소요되
는 기간은 24%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낙관바이어스를 줄여 나가기위
한 방법을 외국사례 고찰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 주제어: 낙관바이어스, AGT시스템, 이용자수요, 건설비용, 건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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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 Literature Review

To cope with traffic demand associated with

Below,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creases in population after WWII AGT systems,

optimism basis in public works projects is carried

which are relatively low cost/middle- distance

out.

transport with moderate capacity, have been

In 1992, Pickrell(Pickrell Don H., 1992) studied

constructed in Japan. However, it has been a

the predicted number of users of road-based

challenge for these systems to be viable, with

enterprises and their actual performance for the

deficits even continuing after the forecasted year

Washington

for achieving profitability has passed. In some

Baltimore, Miami, Buffalo, Pittsburgh, Portland

cases, service on some Japanese AGT systems

and Sacramento. It was noticed that there was

had to be discontinued. Regarding viability, an

optimistic bias in the prediction of project cost

ex-post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routes where

and ridership, which was 194% less than the

services were discontinued and which indicated

actual number of users. In 2005, Flyvbjerg et al.

that ridership forecasting in Japan was an issue

(Flyvbjerg Bent, 2005) conducted a comparative

(Morikawa Takayuki, 2004).

analysis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demand for

Administrative

Region,

Atlanta,

On the other hand, in the US a study by

27 railway and 183 road enterprises, which showed

Pickrell(Morikawa Takayuki, 2004), which targeted

that the demand for railways was overestimated on

AGT systems in US urban areas, and in Europe

average by 100% or more, while for roads there

a study by Flyvbjerg et al.(Flyvbjerg Bent, 2005),

was no particular tendency towards underestimating

which examined various types of traffic facilities

or overestimating.

in both Europe and the US, revealed the trend

One factor for optimism bias, according to

that project cost is underestimated while traffic

Zhao & Kockelman(Zhao Yong, 2002), is the

demand is overestimated in the planning stage.

uncertainty concerning input data at the initi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stages of the multi-stage model for prediction,

results obtained in Europe and the US with those

which has a tendency to amplify any error in the

obtained in Japan for 20 Japanese AGT lines1)

subsequent stages. In 1982, Washs(Wachs Martin,

from ex-post analysis, and to assess the impact

1982) pointed out that in the hopes by interests

that errors at the time of prediction have on

groups and government of having predictions

evaluating project viability and whether similar

justify their preferences, there was a need to

trends can be detected between Europe and the

have a large number of assumptions requiring

US with Japan. The authors think that this

judgement that ultimately produced subjective

information will be useful for planners in other

results. According to the 30-year research results

Asian countries who are considering the

of Flyvbjerg et al.(Flyvbjerg Bent, 2005) on road

construction of future transportation facilities.

/railway enterprises, it shows that there has not

1) The 20 study lines are shown in Table-6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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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ny reduction in optimism bias, meaning

the first year of the start of train operation may

that there is no learning effect.

not be an annual value depending on the start of
commercial train operation.
Regarding the year of approval, the data for

Ⅲ. Method

each target line is confirmed from the line approval
applications submitted to MLIT. Population density

1. Procedure for analysis
First, data for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of the variables of ridership, construction cost,

is confirmed from Japan’s census for the smallest
administrative district for each station on a line,
while an average weighted value is used for the
stations crossing multiple municipalities.

and construction duration are collected and the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is calculated

characteristics of their error rates shown. Next,

by counting the number of universities within a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rror rates of the

2km radius of a station and then confirming the

variabl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m are

number of students from university homepages.

confirmed. Then, a comparative analysis is carried

As the number of students is difficult to assess at

out with results obtained from Europe and the

the time of a line’s opening, the authors will use

US. Note that the error rate of the variables is

the value for the year 1990.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Error rate = (Actual value － Predicted value)/
Actual value ・・・・Equation (1)

Regarding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the authors obtained the predicted and actual
values from the applications for line opening
approval submitted to MLIT, which then allowed

2. Data collection methodology

the error rates to be calculated. Note that inflation
due to different construction periods was not taken

Regarding the predicted value of ridership, the

into account, as evaluation is conducted by applying

authors obtained predicted annual daily average

the error rate and so the aforesaid effect is offset.

ridership from data for when rail routes were

Regarding construction duration, the authors

approved, which was collected by Japan’s Ministry

acquired this data from the MLIT line approval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pplications, which consists of the date from

(hereafter referred to as “MLIT”) under the Railway

when approval is acquired to the commencement

Business Act and Tramways Act. Actual values

date of commercial train operation. Note there

were obtained by the authors for annual daily

were some lines that were partially opened and

average ridership from several Japanese government

in this case opening is considered when the entire

publications and data published by municipalities.

line became operational.

Regarding the actual value of ridership, the

As for operating kilometrage, as well as the

authors use the average annual value of passengers

error rate of ridership, the authors use the length

for the year following after the opening of

of the section and ridership officially approved

commercial operat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y Japanese railwa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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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predicted construction cost per
kilometre, the authors obtained the data from the
line approval applications submitted to MLIT and
converted the costs into 2013 prices using the
corporate goods price index.

Ⅳ. Distribution of Error Rates
1. Distribution of ridership variable error rate

<Figure 1> Distribution of Error Rate for Ridership

Figure 1 shows the distribution of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The average error rate for

the P-value becomes 0.17 and normality is

ridership is -115% and from this figure it can be

confirmed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5%. The

understood that many of the lines do not satisfy

depicted distribution is the result of eliminating

the predicted values. The greatest number of lines

these two outlier lines.

had error rates from -50% to 50%, with 17 of
the 20 subject lines having negative values (i.e.,
below the predicted values) and the remaining 3

2. Distribu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variable error rate

lines having positive values (i.e., exceeding the
predicted values). Taking the distribution of the

Figure 2 shows the distribution of the error

Monorail(fig. dark) and Other AGT(fig. bright)

rate for construction cost assuming a normal

separately indicate the former is on average

distribution. The average error rate is 22% and

-182% and the latter -77%, meaning the monorail

from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construction

is prone to larger underestimation in Japan.

cost is larger than the predicted value on many

Regarding possible distribution curves three

lines. The largest number of lines has an error

can be seen: one in the vicinity of an error rate

rate from 20% to 40%.2) Note that construction

of 0%, -200% and -350%. Normality tests of the

cost for five lines was lower than the predicted

error rate for ridership were carried out.

value and that of 15 lines higher. Taking the

Consequently, the P-value for all routes was

distribution of the Monorail and Other AGT

0.0013, resulting in normality being rejected. On

separately indicate the former is on average 34%

the other hand, if the extremely large error rate

and the latter 17% higher than the predicted value,

data for the Yamaman-Yukariga-Oka Line and

meaning that the monorail has a greater tendency

the International Urban Park Line are excluded,

to have its construction cost underestimated in Japan.

2) In general contractual variations for public works are limited to 30% of the original contract amount, which
influences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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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ines higher. Taking the distribution of the
Monorail and Other AGT separately indicate that
the former is on average 25% and the latter is
24%, meaning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arding distribution two can be seen:
one is in the vicinity of an error rate of 20% and
another at 80%.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two distributions are mixed together. Normality
tests for the error rate on construction duration
<Figure 2> Distribution of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were carried out and the P-value for all routes is
0.09, indicating a significance level of 5%.

Regarding possible distribution curves two can
be seen: one in the vicinity of an error rate of
0% and another at 40%.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two distributions are mixed together.
This tendency3) can also be seen from 2004 UK
research results(Procedures for Dealing with
Optimism Bias in Transport Planning, 2004).
Normality tests for the error rate on construction
cost were carried out and the P-value for all routes
is 0.76, confirming a significance level of 5%.

3. Distribution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variable error rate

<Figure 3> Distribution of Error Rate for
Construction Duration

4. Correlation among error rates

Figure 3 shows the distribution of the error

The variables of predicted ridership and

rate for construction duration assuming a normal

construction cost are closely interlinked, as the

distribution. The average error rate is 24% and

former affects the design inputs for the latter.

indicates that construction duration is larger than

Further, as construction duration usually affects

the predicted value on many lines. The largest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cost affects

number of lines has an error rate from 0% to

fares and fares affect ridership, it can be said that

20%. The construction duration of three lines

it is most likely that the variables of construction

was lower than the predicted value and that of

cost, construction duration and ridership affect

3) It is conceivable that the use of the standard civil engineering integration system in the 1980s had an effect on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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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bout 2000. At that time, it was assumed

each other.
The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error rates

that the overall birth rate would increase, which

is as shown in Table-1. There is no relationship

has been shown to be incorrect, resulting in a

between

and

large difference in actual and forecasted population

construction cost as indicated by its R-value of

valu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is a major reason

0.05, between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and

for the ridership error rate as the population

construction duration as the R-value is only -0.2,

forecasts for future residential catchment areas for

and between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and

AGT systems was overestimated.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construction duration with its R-value of -0.26.

In the stage of trip distribution, trip distribution
is affected by changes in travel convenience due

<Table 1> Error Rat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Ridership

Construction Construction
Cost
Duration

Ridership

-

0.05

-0.20

Construction
Cost

-

-

-0.26

Construction
duration

-

-

to transport network improvements, changes in
land use, etc.
In the transport modal-split step, it is required
to predict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which may be developed in the future. Since
alternative means of transportation to be considered
depend on how advanced development planning
is, it is left to the judgement of the person in

Ⅴ. Relationship between Error Rates
& Impact Factors
1.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error
rate for ridership & impact factors
Actual ridership is affected by the factors of

charge on what to incorporat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rrors will occur in this step
from either leaving out or including incorrect
modes of alternative transportation.
In the traffic assignment step, it is necessary
to simulate passenger flows over the different
routes for the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increase, fares, etc.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passenger flows

Predicted ridership is in general calculated in a

on public rail transport is the amount of

4-step process (i.e., trip generation/attraction, trip

operating kilometrage, and it is assumed that

distribution, modal split, and assignment), and it

ridership will increase with an increase in this

is necessary to forecast input values for the factors

factor. On the other hand, as travel on AGT

for each step.

systems is for medium-distance purposes, it is

In the trip generation/attraction step, the

thought that an increase in the operating kilometrage

prediction of future population and size of future

of other rail-based lines would have little impact

catchment areas are important determinants in

on AGT ridership.

forecasting potential ridership. Population has

Table 2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en forecast in Japan applying the cohort

error rate for ridership and the different impact

birth-rate method, which has been using data

factor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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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of line approval and the ridership error

kilometrage the smaller the ridership error rate

rate is 0.15, indicating there is no strong

(see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age of time and

Regarding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there is

ridership prediction accuracy. Note the error rate

a weak correlation with operating kilometrage,

for ridership on the Yukarigaoka line is an

which shows the larger the line the larger the

outlier with a large value of -169% and has been

ridership error rate. There was no clear relationship

excluded for calculating the coefficient of

between the ridership error rate and other impact

correlation but included in the scatter diagrams.

factor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is 0.24,
indicating that there i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2. Relations between construction cost
variable error rate & impact factors

between the two.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higher
the population density the smaller the error rate.

The predicted value of construction cost i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operating

affected by factors such as design conditions,

kilometrage and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is

design calculations, quantity calculations, unit

0.38, indicating there is a weak positive correlation

prices and cost estimates. At the time of inputting

and a tendency that the longer the operating

design conditions, the following assumptions are
entered: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idership Error
Rate & Impact Factors
Impact Factor

Correlation with
Ridership Variable

Line Approval Year

0.15

Population Density

0.24

No. of University Students

0.21

Operating Kilometrage

0.38

1. Natural conditions such as wind, atmospheric
temperature, etc.
2. Load conditions that determine ridership
3. Constructability conditions
At the time of calculating quantity, the required
tasks are listed up and the respective work
quantities estimated. Since this is a manual exercise
and the kinds of tasks vary from site to sit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errors occurring.
As for calculating unit prices, the estimated
unit price of each kind of work is surveyed from
the market. On this occasion, the impact of price
fluctuation is also assumed in advance. Unit price
is, in general, based on civil engineering works
estimation standards applying surveyed labour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Ridership Error
Rate & Operating Kilome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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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Research Association. Since unit

As for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it

price is derived from a standardized investigation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a weak relation

methodology used across Japan, error due to unit

with the line approval year, and there was a

price is considered rare.

tendency that the newer the approval time the

When calculating construction cost, estimates

smaller th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No other

by quantity and unit price work-wise are

relation could be detected with any of the other

aggregated.

factors.

Table 3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and the impact
factors.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R= -0.48)

3. 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duration
variable error rate & impact factors

between the line approval year and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indicating a decrease in the

The predicted value for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3 of construction cost over time (see

is determined by calculating work-wise construction

Figure 5). As for predicted construction cost per

duration and then carrying out integration and

kilometre and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Work-wise construction duration i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s -0.15 and no

estimated from past experience. In general,

strong relationship can be seen.

construction works duration is calculated using
the “Civil Engineering Works Estimation Standard”,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 Impact Factors

which is based on Japanese government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If a particular type of work

Impact Factor

Correlation with
Construction Cost

Line Approval Year

-0.48

Operating Kilometrage

-0.04

of specialized work not described in the

Predicted Construction Cost

-0.15

Standard, an ad-hoc prediction would be required,

Population Density

-0.03

mean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n error

is contained in the Standard, it is thought that
any error would be small. However, in the case

occurring. Note that actual values for construction
duration are affected by disaster, weather, negotiations
with surrounding communities, design change, etc.
Table-4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duration and the
impact factors.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line approval year and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duration is 0.04 a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ere is no relation.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operating kilometrage and
<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on
Cost & Line Approval Year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duration is -0.17,
indicating that there is a weak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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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m.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 predicted construction cost per

1. Ridership

kilometer and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Regarding ridership, the results of a comparison

duration is -0.03 and therefore there is no

of the error rate distribution for ridership for 6

relationship.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ransportation enterprises (Washington, Atlanta,

population density and the error rate for

Baltimore, Miami, Buffalo, Pittsburgh, Portland,

construction duration is -0.11, indicating a weak

Sacramento) in the U.S., which were surveyed b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ickrell et al(Pickrell Don H., 1992), and those
of the AGT 20 lines are shown in Figure 6. The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 Impact Factors

figure shows that Japan’s average error rate is –
68% while America’s is -194% meaning that

Impact Factor

Correlation with
Construction Duration

Line Approval Year

0.04

Japan’s and is also dissimilar. On the other hand,

Operating Kilometrage

-0.17

Japan’s standard deviation (hereafter referred to

Predicted Construction Cost

-0.03

as “SD”) is approximately 1.5 times larger than

Population Density

-0.11

America’s. The SD of the ratio of actual to

America’s average error rate is twice as large as

predicted values for toll road ridership in
Concerning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America is from Standard & Poor’s (2002) as

duration, no relationship could be found with any

shown by the World Bank in Figure 7 and is

of the potential impact factors.

very small while Japan’s SD for these values is
almost twice as large.

Ⅵ. Comparison of Japanese Error
Distribution Profiles with Europe
& U.S.
Here, we compare the error distribution profiles
for the 20 Japanese AGT lines taken up by the
authors with those for transportation enterprises
in Europe and America. That is, the authors
compare the results of their study with the error
rates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values for toll
road ridership in the U.S. and the error rates for
construction cost of railway services in the
United Kingdom (or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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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Ridership Error Rate
Distribution For Japanese AGT &
US Toll Road Companies

An Ex-Post Analysis of Japanese AGT Systems

<Figure 7> Comparison of Ridership Distributions
of Predicted/Actual Values for Japanese
AGT & US Toll Road Companies

2.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Figure 8 shows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s for railways in the
U.K. in 2004(Procedures for Dealing with Optimism
Bias in Transport Planning, 2004) and those for
the 20 AGT lines in Japan. The average value

<Figure 8>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for
Japanese AGT & UK Rail Projects

3.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As data for the error distribution profile for
construction duration was not available for the
U.S. and U.K.,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construction duration for Japan for this variable
could not be carried out.

for the 20 lines in Japan is 22% while that for
railways in the U.K. is around 10% larger. The
SD of the 20 lines in Japan is 2.8 and that for
the U.K. is 3.4, or about 20% larger than that of

Ⅶ. Calculation of the Cost-Benefit
Ratio Occurrence Frequency

Japan’s. As described previously, two distributions
can be seen in the Japanese construction cost

Regarding measures to suppress the error rate,

error rate distribution shown in Figure 2, which

one method is to shift the average and the other

indicates a distribution centred in the vicinity of

to reduce variance. In order to confirm the

0% and 40%. Given this, it is possible to say

sensitivity of both these measures, sensitivity

that there may be similarity with the European

analyses of the expected value for the cost-benefit

error rate distribution, as it is also centred on

ratio (or “CBR”) against changes in the average

40%.

and variance of the error rates for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duration are
carried out for the 20 Japanese AGT routes.

37

교통연구 제25권 제4호

1. Calculation of the cost-benefit ratio
occurrence frequency
1.1. Error rate assumption
It is assumed that the error rates of the
variables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duration have a normal distribution.

<Table 5> Calculation of CBR
Benefit
(million yen)

cost
(million yen)

88,291/
(1-α)

Construction
investment
=Investment
amount×Error
rate on
construction
cost

55,660/
(1-β)

Benefit of
automobile
user

15,122

Maintenance
and operation
cost

4,197

Accidentdecreasing
benefit

307

Term end
residual value

Discount
rate loss

149

Cost due to
error on
construction
period

Total benefit

B

Total cost

C

Monorail
ridership
benefit ×Error
rate on
ridership

Then, a simulation is carried out 300 times on
the averages and variances of each variable to
calculate the CBR by generating normal random
numbers. Calculations are carried out for the
error rates of each variable for the following
cases: (1) no change in the average and variance,
a change in the average by 40% and 80%, and a
change in the variance by 40% and 80%.

B/C

1.2. Calculation of benefits
The benefits of monorail ridership are calculated

1.3. Calculation of costs

by multiplying the error rate for ridership by the

The amount of construction investment is

present value of benefits obtained using a

taken for the 8-year period of 1996 to 2003.

discount rate of 4% for the 40-year (from 2003

Assuming an inflation rate of 1.5% a year and

to 2042) stream of benefits consisting of savings

labour cost increases of 1.8% a year, the

in time, cost, and parking fees. In Table-5,

calculated cost is converted to present value and

monorail ridership benefits are shown as equalling

the final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estimated

88,291 billion yen, which is quoted from

by multiplying the error rate for construction cost

Reference#4.

to the aforesaid present value. Note that

As for the benefits of automobile users, the
present value is calculated using a discount rate

maintenance and operation cost is assumed to be
20 million yen/km/year.

of 4% for the 40-year (from 2003 to 2042)

As for taking into account the error rate for

stream of benefits consisting of time, cost, and

construction duration, the period of work is

accident reduction savings, which totals 151,22

assumed to be the abovementioned 8-year period

billion yen and which is also quoted from

and the work period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Reference#4. Note that vehicle life is assumed to

this by the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Next,

be 13 years and depreciation is calculated applying

assuming that the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the straight-line method to derive residual value.

is constant and before it is converted into the
present value, the annual average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is taken for the wor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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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using the error rate. Then, the average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is generated for
each year and converted into present value, with
delays in the work period representing a reduction
in present value.

2. Results of CBR calculations
The calculations for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he CBR are shown in Figure 9. The CBR
expected value increases by 16% when the average
ridership error rate increases to 40%. On the
other hand, the CBR expected value decreases by
7% when the variance of the ridership error rate

<Figure 9>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n
Expected Value of CBR

increases by 40%.
The CBR expected value increases by 13%
when the averag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optimism bias has small or little effect or even
an opposite effect.

increases to 40%, while the CBR expected value
decrease by 2% when the variance of th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increases by40%.

Ⅷ. Conclusion & Future Topics

The CBR expected value increases by 4%
when the average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increases to 40%, while the CBR expected value

1. Conclusion

decreases by 1% when the variance of the

In this study, the authors showed the relationship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increases to 40%.

between the distributions of the error rates for

Sensitivity when there are changes in the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average error rate is greatest for ridership, with

duration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said error

the second greatest variable being construction

rates for 20 AGT lines in Japan, with the purpose

cost. Based on this, shifting the averages of the

of clarifying the tendencies in predicting the

ridership and construction cost error rates are

accuracy of the viability of these lines when they

considered to be effective against optimistic bias.

were approved for construction. Viability was

As for the CBR when the variance of the error

determined using the cost-benefit ratio (CBR)

rate changes, unlike the changes in the average

occurrence frequency calculated from the error

of the error rate where the CBR increases, the

rate distributions for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BR decreases. It is conceivable that this is due

construction duration. From this analysis, the

to the CBR distribution having long tapering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tails, meaning that using variance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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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verage ridership error rate is -115%,

rate was reduced there was a decrease in or

which indicates that many Japanese lines

negative impact on the CBR expected value.

did not satisfy the predicted values for
ridership. There is also the tendency that

In addition to the factors considered in this

the greater the operating kilometrage of a

study affecting the error rates of the variables of

line the larger the ridership error rate.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2. The average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is

duration, it also thought that four other factors

+22%, which indicates the construction cost

could also conceivably have an impact on the error

of many Japanese lines exceeded the

rates of these variables and they are psychological,

predicted cost. There is also the tendency

political,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Procedures

that the more recent the line approval year

for Dealing with Optimism Bias in Transport

the smaller the absolute value of the

Planning, 2004).

construction cost error rate,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technical improvements in
methods of prediction.
3. The average construction duration error rate
is +24%, which indicates that the construction
duration of many Japanese lines exceeded
the planned value.
4. Although optimism basis also exists in the
U.K. and U.S., the size of the average error
rate and distribution was different than that
of Japan, with the former and latter being
significantly smaller and larger, respectively.
5.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analyses using
CBR expected values based on the error
rates of the abovementioned variables,
which measured the impact against optimism
bias by varying their average and variance,
it was understood that a change in the
average error rate has a positive impact.
That is, it was determined that for a 40%
change in ridership and construction cost
error rates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CBR expected value by 10% and 4%,
respectively.
6. On the other hand, when the varianc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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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sychological factor is a human being’s
instinctive feelings, which depending on an
individual can be prone either to optimism
or pessimism.
2. The political factor is the behaviour of
politicians trying to obtain the support of
people and of administrators trying to be
evaluated by their political bosses.
3. The institutional factor consists of institutions
and their laws, rules, and standards and can
be either optimistic or pessimistic.
4. The technological factor consists of technical
limitations that can result in skewed or
imperfect information arising from surveys,
stochastics, design, estimation methods, etc.
Taking

the

above-mentioned

factors

into

account, the authors consider the averages and
the variances of the distributions of the error
rates for the variables of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duration.
1. Regarding the ridership error rate, a manual
on evaluation methodology and the approval
of

institutions

would

most

likely

be

An Ex-Post Analysis of Japanese AGT Systems

pessimistic factors, but it’s conceivable that

2.1 Measures to reduce optimism bias

expected values can improve (or become

1. Measures to reduce optimism bias need to

optimistic) owing to ex-post evaluation and

consider the life of a project, or its pre-

better information, resulting in a lower

execution (or planning & design), on-going,

average and variance of the error rate.

and post-execution stages.

2. Construction cost is determined and reviewed

2. Measures such as adjusting the values of

various times from when placing an order,

adoption criteria at the approval stage,

to negotiating a contract, to making contract

making the purchase of insurance obligatory

changes, etc. Note that technical methodology

to deal with errors, and making interim

for predicting construction cost is fairly

appraisals of the expected values of ridership

well established in comparison with that for

obligatory should be carried out.

ridership and as a result the variance of the

3. The methodology for adjusting adoption

former is much lower (or, pessimistic). On

criteria at the approval stage has been

the other hand, the average error rate for

developed by the World Bank and Asian

construction cost is high and this is due

Development Bank. This method adjusts the

most likely to contractual changes in design.

adoption criteria of the CBR by considering

3. Construction duration, even more so than

a margin of safety after taking into account

construction cost, is examined and reviewed

the average error rate. The analyses of this

many times over the course of the planning

study help provide an idea of the order of

and building of a transportation project. As

that margin of safety.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st, the technical

4. As for insurance, the purchasing of it at the

methodology for predicting construction

pre-execution stage should be mandatory

duration is well established compared with

taking into account the error rate. Note that

that for ridership. It is conceivable therefore

optimistic bias errors for ridership, construction

that the average error rate and variance for

cost or construction duration of more than

construction duration should be lower and

30% occurred for more than 90% of the

narrower than those for ridership, respectively.

study lines considered in this paper. As

Note that due to numerous interim appraisals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an error rate

the distribution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of more than 30% can occur on any line,

splits into two areas.

the authors think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unding plan by assuming such a scenario.

2. Future topics

It is conceivable that taking out insurance
will be useful for reducing the error rate, as

Two future topics that should be considered

an assessment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are measures to reduce optimism bias and the

would be required at the time of approval.

causes of optimism bias and they are described

5. Interim assessments should also be made

below.

obligatory to reduce error rates and an int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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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Japan AGT Study Route List
Type of
AGT

Monorail

Route Name

Section

Length
(km)

Approval Year &
Opening Year

Tokyo Monorail

Hamamatucho~Haneda Airport No.1

13

Apr.17, 1963 & Sep.17, 1964

Kitakyushu Monorail

Heiwa-Dohri~Kikyuoka

8.4

Sep.14, 1978 & Jan.9, 1985

Chiba Monorail No.2

Chiba~Sports Center

19.0

Mar.5, 1981 & Jun.12, 1991

Osaka Monorail

Osaka Kokusai Airport~Minami-Baraki

13.6

Dec.1, 1987 & Apr.1, 1997

Kokusai Koentoshi Monorail Banpaku Kinen Koen~Handai Byoin-Mae

2.6

Mar.18, 1994 & Oct.1, 1998

19.0

Mar.5, 1981 & Mar.24, 1999

Chiba Monorail No.1

Chiba~Kencho-Mae

Tama Monorail

Tama Center~Kamikitadai

16.0

Sep.3, 1991 & Jan.10, 2000

Okinawa Urban Monorail

Naha Airport~Shuri

12.9

Apr.10, 1997 & Aug.10, 2003

Port Island Line

San-nomiya~Minami Koen~Naka Koen
(loop line)

6.4

Mar.6, 1978 & Feb.5, 1981

Nanko Port Town Line

Naka Futo~Suminoe Koen

6.6

Jan.31, 1978 & Mar.16, 1981

Yamaman Yukarigaoka Line

Chugakko~Koen

4.2

Dec.21, 1979 & Sep.22, 1983

Yamaguchi Line

Seibu Yuenchi~Seibu Kyujyo Mae

2.8

Apr.16, 1984 & Apr.25, 1985

Kanazawa Sea Side Line

Shin-Sugita~Kanazawa Hakkei

10.6

Oct.25, 1984 & Jul.5, 1989

Rokko Island Line

Sumiyoshi~Marine Park

4.5

Sep.2, 1986 & Feb.21, 1990

Ina Line

Hanuki~Omiya

12.7

Oct.12, 1981 & Aug.2, 1990

Tokadai Line

Komaki~Tokadai Higashi
(Dead track on Oct.1 2006)

7.4

Nov.13, 1981 & Mar.25, 1991D

Astram Line

Hon-Dori~Koiki Koen

18.4

Mar.5, 1991 & Aug.20, 1994

Other
AGT

Yurikamome

Shimbashi~Ariake

12.0

Nov.28, 1988 & Nov.1, 1995

Shidami Line

Ohsone~Obata Ryokuchi

6.5

Feb.15, 1996 & Nov.1, 2001

Tobu Kyuryo Line

Fijigaoka~Yakusa

8.9

Mar.6, 2002 & Nov.1, 2005

Nippori Toneri Liner

Nippori~Minumadai-shinsui Koen

9.7

Dec.28, 1995 & Mar.30, 2008D

Note: D means discontinued line.

assessment especially of the predicted values

on the presumption that the error rates for

of ridership should be made mandatory. As

ridership,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described above, one of the causes of the

duration were in accordance with a normal

large ridership error rate is that there is no

distribution. However, there is the possibility

mid-point evaluation from the time ridership

that the error rates of the variables are

is first predicted to the commencement of

mixed with other distributions.

commercial train operation.

2. In the case of construction cost, the tendency
of there being two distributions for its erro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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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was confirmed in data from the U.K. It

1. The analyses carried out in this paper were

can be said that splitting up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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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sing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can clarify the factors for optimism bias.
Regarding the aforesaid,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is tendency by comparing the
error rates of various enterprises for both at
home and abroad.
From the preceding, it is understood that
optimism bias exists in Japan, Europe, and the
U.S., but that the scale of that bias and its
characteristics between Japan and Europe and
Japan and the US differ. We therefore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impetus for other
Asian countries to also undertake an assessment
of the optimism bias that exists in their public
transportation works projects and to consider the
measures mentioned in this paper to reduc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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