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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이 탑승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
박상조* ․ 유형목**

The Effect of Frontal Air Bags on Occupants’ Injury
Park, Sangjo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Yoo, Hyungmok (Researcher,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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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동차 앞좌석 앞에 설치되는 전면에어백은 전방충돌사고 발생시 앞좌석 탑승자가 차체내부와
부딪치며 받는 충격을 완화하여 탑승자의 상해를 낮추도록 설계된 탑승자 보호장치이다. 에어백
은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데, 이는 탑승자의 상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다.
에어백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에어백이 탑승자 보호효과 뿐만 아니라 상해유발 영향도 고려해
야 한다. 본 논문은 에어백 전개의 영향을 탑승자보호와 상해유발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포함하
고, 회귀분석을 통해 상해수준별로 앞좌석 탑승자의 상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에어백의 영향은 좌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운전석 탑승
자의 상해는 에어백 전개에 따른 보호효과와 상해유발에 영향을 받지만,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는
에어백 전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중증상해 기준인 ISS 16+을 기준으로 에어
백 전개가 낮춘 상해수준과 유발하는 상해수준이 같아지는 충돌속도는 32.5km/h로 산출된다. 충돌
속도별 에어백 전개비율 조사자료는 충돌속도 30km/h인 사고에서 약 80%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고 발생시 많은 에어백이 충격이 적은 사고에서 전개되어 탑승자 보호 보
다는 상해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며, 에어백 전개 충돌속도의 조정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전면에어백, 탑승자 보호, 에어백 유발 상해, 로지스틱회귀분석, 에어백전개 충돌속도

Frontal air bags are the common occupant protection equipments mitigating injury severity by
reducing the chance that the front seat occupants' body will striking the vehicle interior in case of
frontal collision. Air bags must inflate very rapidly to be effective, and therefore the occupants
contacting air bags can be injured. I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ir bags, they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occupant protection but also the air bags induced injury. In this paper, the
occupant protection and injury inducement is identifi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regression
analysis estimating occupants' injury severity. The regression shows the injury of the driver is affected
by the protection effect and the injury caused by the deployment of the air bags, but the injury of
the passenger is un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deployment of the air bags. Adopting ISS 16+as
severe injury criteria, the collision speed(   ) making the reduced injury equal to induced injury
is estimated as 32.5km/h. The airbag deployment rate data by collision speed shows that about 80%
of the air bags are deployed in an accident with a collision speed of 30 km / h. This means that
many air bags are deployed in case of an accident, causing a negative impact on the occupant rather
than protecting the occupant, suggesting the need to adjust the collision speed of the air bags
deployment.
￭ Keywords: Frontal Air Bags, Occupant Protection, Air Bag Induced Injury, Logistic Regression

자동차 에어백이 탑승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이다. 에어백의 보급과 함께 에어백이 유발한 상해
와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에어백의 위험성에 대

자동차 에어백(air bags)은 충돌시 팽창하는 압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좌석 에어백 장착을 의무

축된 공기주머니로 교통사고 발생시 탑승자의 신체

화한 미국 정부는 에어백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

가 내부 차체와 부딪히면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여

으로 에어백 시험요구사항을 수정하였고, 이에 맞

탑승자의 상해를 줄이는 보호장치이다.

춰 자동차 제작사는 에어백 설계를 변경하였다.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의 유형, 에어백이 보호

에어백 기술의 발전, 안전띠 착용의 증가, 에어

하는 신체부위에 맞춰 다양한 에어백이 개발되고

백 장착 차량 이용의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등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장착위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전

에어백이 유발하는 사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

면에어백(frontal air bags), 측면에어백(side air

고되었으나(NHTSA, 2010), 저속 충돌에서 에어백

bags), 전복에어백(rollover air bags), 무릎에어백

이 불필요한 상해를 유발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knee air bag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Elvik, R.

(Cummins, J.S. et al, 2011).

에어백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

등, 2009).
가장 일반적인 것은 1970년대부터 상용화되었으

제 사고상황에서 에어백이 가지고 있는 탑승자 보

며, 현재 많은 자동차의 기본사양으로 장착되고 있

호와 상해 유발 위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는 전면에어백이다. 앞좌석 운전석 앞 조향핸들 또

볼 필요가 있다.

는 승객석 앞 대시보드에 설치되는 전면에어백은

본 연구는 에어백의 탑승자보호와 상해유발을

전방충돌시 팽창하여 운전자 또는 앞좌석 승객을

반영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다양한 상해수준에서 두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변수의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교통사고발생시 앞좌석 탑승자의 상해수준을 추정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연방자동차안전

하는 회귀모형을 개발한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충

기준(FMVSS;

돌속도에 따라 탑승자의 상해수준이 어떻게 변하는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에서 규정하고 있는 26가지 안전장치가

지 파악하고 에어백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1960년부터 2012년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

본 논문에서 에어백은 전면에어백을, 탑승자는

는지 분석하였는데, 전면에어백이 2012년까지 자

전면에어백의 영향을 받는 운전석, 앞좌석 승객석

동차 탑승자 42,856명의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

탑승자를 의미한다.

하였다. 2012년에 에어백이 살린 교통사고 사망자
는 2,930명으로, 이는 안전띠가 구한 생명(15,485
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인데(NHTSA, 2015),

Ⅱ. 기존 연구 고찰

이는 미국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안전장치 중
에어백이 안전띠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1. 에어백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에어백 기술
발전

에어백 개발 초기부터 에어백 전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기

전방충돌시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전면에어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160km/h 이상의 속도로 팽

백의 개념은 1950년대 등장하였고, 자동차 제작사

창해야 하는데(NHTSA, 2002), 팽창하는 에어백은

는 개발과 시험을 거쳐 1970년대 초반부터 에어백

탑승객에게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

을 일부 차종의 선택사양으로 판매하였다. 에어백
3

교통연구 제26권 제2호

장착은 많은 차종으로 확대되어 1992~1993년 미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2005)는 팽창강도를

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운전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

줄인 에어백과 안전벨트 착용의 증가, 안전한 운전

량이 49%에 이르렀다(NHTSA, 2015).

자세에 대한 홍보 등으로 2002년 이후 신규차량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에어백 개발 초

에어백 전개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고 분석하였다.

기부터 에어백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32% 감소시켜

2000년 NHTSA는 자동차 제작사가 2007년형 자

연간 9,000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차부터 탑승자 체구과 착석 위치에 맞춰 자동으

1960년대부터 에어백을 탑승자 보호장치로 포함한

로 에어백 전개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어드밴스드

법제화를 고지하였으나, 시험요구사항의 수정, 탑

에어백(Certified-Advanced Air Bags)을 장착하도

승자 보호에 대한 다른 제안, 어린이 또는 제 위치

록 FMVSS를 수정하였다(Sandberg L.M., 2016).

를 벗어난(out-of-position) 탑승자의 위험성 등으
로 법제화는 지연되었다(NHTSA, 2015).

2. 에어백이 탑승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NHTSA는 1984년 에어백을 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에

반영하였고(NHTSA, 2013), 의회는

NHTSA(2001)는

1986~2000년

FARS(Fatality

1998년 9월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의 운전석과 승객

Analysis Reporting System)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

석의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였다(Sandberg L.M.,

띠 착용과 에어백 전개에 따른 탑승자의 사망비율
을 비교·분석하여 에어백이 탑승자의 사망을 12%

2016).

에어백이 보급되면서 충격이 작은 사고에서 에

줄인다고 추정하였다.2) 또한 NASS-CDS (National

어백 전개로 인한 사망과 치명적인 상해가 보고되

Automotive Sampling System–Crashworthiness

었는데, 피해자의 약 2/3는 승객석에 탑승한 어린

Data System)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

이였다.1)

을 수행하여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상해감소 효과를

NHTSA는 어린이와 취약한 승객은 가능하면 뒷

추정하였다. NHTSA(2001)가 추정한 안전띠 착용,

좌석에 탈 것을 촉구하고, FMVSS를 수정하여 뒷좌

에어백 전개의 사망 또는 상해 감소효과는 <표 1>

석이 없는 자동차의 승객석 에어백 on-off 스위치

과 같다. 안전띠 착용시 에어백전개에 따른 탑승자

설치를 허용하였다(NHTSA, 2015).

위험도 감소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에어백과 관련된 상해는 에어백의 전개로 인한
충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에어백 팽창의 에너
지를 줄이는 것이었다. NHTSA는 승용차 운전석과
승객석 에어백 의무장착 시행에 앞둔 1997년 에어
백 시험기준을 수정하였고, 자동차 제작사는 1998
년부터 에어백 설계를 수정하여 팽창강도를 줄인
디파워드 에어백(depowered air bags)을 장착한
자동차를 생산하였다(Braver, E.R. et al, 2004)
미국의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

Insurance

<표 1> 안전장치 이용에 따른 사망·상해 감소 효과
안전장치 이용

사망

에어백 전개

상해
AIS 2+

AIS 3+

14%

29%

30%

안전띠 착용

49%

60%

69%

안전띠 착용
에어백 전개

51%

73%

67%

자료: NHTSA (2011)

1) NHTSA(2009) 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에어백으로 인한 사망자를 296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 중 어린이가 191명, 운전자가
92명, 성인 승객이 13명이다.
2) NHTSA 는 효과추정값을 바탕으로 매년 에어백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Lives saved air bags)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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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ui-Gomez, M.(2000)는 1993~1998년 NASS

영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는 에어백 전개가 오히려

-CDS 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백 전개가 운전자의 사

탑승자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

망과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

망확률을 추정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였

여 분석하였다. 에어백 전개가 사망 확률을 낮추지

는데, 에어백은 탑승자의 사망확률에 통계적으로

만, 상해에 미치는 영향은 종방향 충돌속도(   )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나, 낮은 충돌속도의 사

운전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충격이 크

고에서는 에어백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지 않은 사고에서는 에어백 전개로 인한 상해가 에

의 사망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어백의 보호효과보다 크고, 여성 운전자의 에어백

Farmer, C.M.(2006)는 Meyer, M.C. and Finney,

전개로 인한 상해가 남성 운전자의 상해에 비해 크

T.(2005)의 분석이 전체 사고가 아니라, 가중치에

다고 분석하였다.

따라 추출된 표본자료(NASS-CDS)를 대상으로 하

Frampton, R. 등(2000)은 영국과 독일에서 수집

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된 교통사고 상해자료를 이용하여 전방충돌 사고시

교통사고 자료를 이용한 에어백의 효과 또는 에

에어백 전개에 따른 앞좌석 탑승자의 신체부위별

어백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

상해 수준을 비교하였다. 충돌속도 30 km/h을 기

를 보인다. 이는 영향분석에 사용한 자료, 영향의

준으로 사고자료를 나누고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

크기를 분석하는 기법, 탑승자의 상해에 영향을 미

의 에어백 전개 편익을 분석하여, 충돌속도가 30

치는 사고특성(충격의 크기, 충돌방향), 안전띠 착

km/h보다 클 때 편익이 크다고 제시하였다. 일부

용, 탑승자의 성별, 나이 등을 분석에 포함하는가에

에어백은 충격이 작은 사고에서 불필요하게 전개된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김규열 등(2003) 에어백이 상해를 유

Bahouth, G. T.(2003)는 1999~2001년 NASS-

발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나, 실제 사고상황에서

CDS 자료를 분석하여 에어백이 전개시 탑승자 사

에어백의 효과 또는 위험성을 분석한 사례는 찾기

망의 승산비(odds ratio)를 0.88로, MAIS 2+, MAIS

어렵다.

3+ 상해의 승산비를 1.79, 1.48로 산출하였다. 이

것은 에어백 전개가 사망위험은 낮추지만, 상해위
험은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방충돌사고의

Ⅲ. 탑승자 상해 결정요인 분석

탑승자 중상(MAIS 3+)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에어백 전

1. 에어백 영향 분석 접근방법

개가 중상확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
하지는 못하였다.

전방충돌사고 발생시 전면에어백 전개가 앞좌석

Meyer, M.C. and Finney, T.(2005)는 1997~

탑승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2002년 NASS-CDS 자료를 이용하여 안전띠와 에

하나는 탑승자가 차체 내부와 직접 부딪히는 것을

어백이 탑승자의 사망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

막는 탑승자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탑승자와 팽창

석하였다.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

하는 에어백과의 접촉에 의한 충격 또는 열이 유발

띠 착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에어백

하는 탑승자 상해이다. 이 두 가지 영향에 의해 결

이 장착된 자동차 탑승자의 사망률과 장착되지 않

정되는 탑승자의 상해는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은 자동차 탑승자의 사망률을 비교하여 추정한 에

수 있다.

어백의 사망자 감소 효과에는 안전띠의 효과가 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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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기법 선정
에어백 전개가 탑승자의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Bahouth, G.T.(2003),
Kononen, D.W. 등(2011), 박상조 등(2017)이 교통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상해도 분석에 사용한 기법
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해(IS N+: Injuty Severity
equal to N or higher)발생할 확률을 식(1)에 의해

추정한다.
<그림 1> 에어백 전개의 탑승자 보호 및 상해유발



충돌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수준은 충격의 크기

     
  exp  

즉, 충돌속도(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림 1>의 곡선 A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에어백이

여기서     

 ⋅ 


(1)



전개되는 경우 탑승자가 차체로부터 받는 충격이
완화되어 탑승자의 상해수준은 점선  으로 낮아진

상해수준을 결정하는 설명변수(  )는 사고특성,

다. 곡선  와  의 차이가 에어백의 보호효과를

탑승자특성, 차량특성, 보호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미하는데, 충돌로 인한 충격이 커지면 보호효과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상해수준(IS;

Injuty

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에어백 전개가 유발하는

Severity) 지표로는 약식상해등급(AIS; Abbreviated

상해는 점선  로 표현할 수 있다. 보호효과와 달

Injury

리 에어백이 유발하는 상해효과는 충돌속도의 크기
와 관계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에어백의 보호효과로 줄어든 상해
(  )와 에어백이 유발하는 상해(  )가 결정하는 탑

승자의 상해수준은 곡선  로 표현할 수 있다3). <그
림 1>에서 곡선  와 곡선  가 교차하는데, 이는
충격이 크지 않은 사고(       )에서는 에어
백 전개로 인한 상해가 충돌로 인한 상해보다 크므
로, 에어백이 장착 목적과 반대로 탑승자의 상해위
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Scale)에

기반한

최대상해등급(MAIS;

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과 손상정도

계수(ISS; Injury Severity Score)를 사용하였다.
AIS는 미국자동차의학진흥협회(AAAM;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Medicine)

가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상 중증도와 유형을 구분
하기 위해 개발하여 1971년 미국의사협회지에 소
개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교통사고 조사분석에 사
용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 2016). AIS는 손상부
위를 머리, 얼굴, 가슴 등 8개 부위로 구분하고 상
대적인 손상의 정도를 <표 2>와 같이 6점 척도로
표현한다.

3) 일반적으로 신체에 다중 충격이 가해질 때, 상해지표와 신체부위에 따라 표현되는 상해수준은 차이가 있으나,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장 큰 충격이므로, 상해수준    (    )를 유발하는 다중충격으로 인한 상해수준 는  ≦  ≦   
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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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IS 상해도 code
AIS code

상해도

사망확률(%)

1

Minor

0

2

Moderate

1-2

3

Serious

8-10

4

Severe

5-50

5

Critical

5-50

6

Maximal

100

출처: 양미애 (2011), p. 918

<그림 2> 상해기준별 상해자 집단의 관계

MAIS는 상해가 가장 큰 부위의 AIS 점수이고,
ISS는 손상이 큰 3개 부위의 AIS 점수의 제곱의 합

으로 산출한다.

높은 수준의 상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해수
준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낮은 수

            

(2)

준의 상해는 고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충돌사고

수치로 표현된 상해지표인 MAIS와 ISS는 값 사

시 상해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된 4개의 변

이의 순서는 있지만 두 값 사이의 차이를 측정할

수와 이 변수의 교차항으로 <표 3>과 같이 구성하

수 없는 순서척도이다.

였다.

Segui-Gomez, M.(2000), Frampton, R. 등
(2000), Bahouth, G.T.(2005) 등의 연구는 에어백

이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를 유발하고, 치명적인 사
고에서 상해도를 낮추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
고로 인해 신체가 받는 충격, 탑승자의 상해수준에
따라 에어백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3> 회귀분석의 설명변수
변수명 (  )

정의



종방향 충돌속도



에어백 전개

미전개 : 0
전개 : 1



안전띠 착용

미착용 : 0
착용 : 1



성별

남성 : 0
여성 : 1

교차항

0 또는 1

비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
성이 다른 두 개의 상해지표인 MAIS와 ISS에 대해
다양한 상해수준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기준 이상의 상해가 발생
할 확률을 추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되는
상해 탑승자 집단은 <그림 2>와 같은 부분집합 관

⋅

계를 형성하고, 각 상해기준에 대해 구한 상해 확률

⋅

은 식(3)의 관계가 성립한다.

⋅

           

(3)

⋅

0 또는 1

⋅

0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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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의 상해수준별 분포는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수준
별 분포와 큰 차이 없다.

실제 교통사고 상황에서 에어백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특성, 안전장치 이용, 탑승

<표 4> 앞좌석 탑승자 상해수준 분포

자의 상해도를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운전석

이 항목을 포함한 교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구분

아 자료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NASS

탑승자수

-CDS (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

–Crashworthiness Data System) 자료를 사용하

성별

였다.
NASS-CDS는 NHTSA가 경찰에 의해 보고된 교

통사고 중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심층조사하여 구
축한 교통사고 자료체계이다. NASS-CDS는 연간
4,500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현장조사, 차량파

손조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기록조
사, 피해자 면담, 사고재구성을 통해 교통사고 인명

상
해
수
준

M
A
I
S
I
S
S

수(명)

승객석
비율

수(명)
1,289

비율

3,954

-

남

1,842

46.6%

487

37.8%

-

여

2,112

53.4%

802

62.2%

2+

1,266

32.0%

440

34.1%

3+

581

14.7%

198

15.4%

4+

208

5.3%

71

5.5%

5+

91

2.3%

38

2.9%

9+

682

17.2%

233

18.1%

16+

306

7.7%

104

8.1%

25+

161

4.1%

58

4.5%

88

2.2%

26

2.0%

사망

피해의 수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NHTSA, 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7개년(2009~2015년)의 NASS
-CDS 자료로부터 승용차(SUV 포함)의 전방 충돌사

고를 추출하여 사고특성(종방향충돌속도), 탑승자
특성(좌석위치, 성별), 안전장치(안전띠착용, 에어백
전개), 차량연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전방 충돌사고는 에어백이 전개되는 조건인 주
충격방향(PDOF; Principal Direction of Force) 전
방 좌우 30° 이내인 사고로 제한하였으며, 13세 미
만의 어린이가 앞좌석 승객석에 탑승한 사고자료는

<그림 3> 앞좌석 탑승자 상해수준 비율 분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에어백이 전방충돌과
관계없이 전개되거나 충격이전에 전개되는 등 정상
적인 전개가 아닌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방향 충돌속도별 사고도수분포는 <그림 4>와
같다. 충돌속도 21~30km/h 범위의 사고가 분석대

운전석과 승객석은 차 내부의 구조가 달라 탑승

상 사고의 34.1%(운전석), 34.4%(승객석)로 가장 많

자 상해기전이 다르고, 에어백의 위치와 크기, 모양

은 비중을 차지한다. NASS-CDS 자료가 경찰에 보

이 상이하여 상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분

고된 사고 중 한 대 이상의 차량이 사고로 인한 파

하여 분석하였다.

손으로 견인된 교통사고 중 표본추출한 사고로 구

운전석 탑승자 3,954명, 승객석 탑승자 2,289명
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었다. 탑승자의 성별·상해수
준별 분포는 <표 4>, <그림 3>과 같다. 운전석 탑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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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때문에 충돌속도가 10km/h 미만인 사고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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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도록 설정(switch-off)했
거나, 다른 이유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이
다. 에어백 의무장착이 제도화된 이후, 미국의 자동
차제작사는 1998년 이후 출시 차량에 승객석 에어
백 on-off switch를 부착하였고, 2000년 운행중인
자동차의 22%가 switch-off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
로 조사(NHTSA, 2003)된 것을 고려하면, 승객석의
미장착/미가용 비율(26.9%)은 현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고차량 중 에어백 미장착/미가용 차량을

<그림 4> 종뱡항 속도별 사고도수 분포

제외한 에어백 가용 차량 중 사고로 인해 전개된
운전석과 승객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과 에어

에어백의 비율은 운전석 80.0%, 승객석 77.0%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충돌속도별 에어백 전개율

백 전개는 분포는 <표 5>, <표 6>과 같다.

은 <그림 5>와 같다.
<표 5> 운전석 에어백 전개
에어백 가용

미장착/
미가용1)

미전개

전개

미착용

8

84

442

534
(13.5)

착용

9

704

2,707

3,420
(86.5)

17
(0.4)

788
(19.9)

3,149
(79.6)

3,954

구분

안전띠

계

주: 1) Not Equip/Avail

<표 6> 승객석 에어백 전개
미장착/
미가용1)

구분

<그림 5> 충돌속도별 에어백 전개 비율
에어백 가용
미전개

전개

계

충돌속도 10~20km/h 구간에서 운전석과 승객

미착용

141

46

139

326
(25.3)

착용

206

171

586

963
(74.7)

30km/h구간에서 운전석과 승객석 에어백 전개율

347
(26.9)

217
(16.8)

725
(56.2)

1,289

충돌속도가 80km/h를 넘어도 터지지 않은 경우도

안전띠

주: 1) Not Equip/Avail

석 에어백 전개율은 60%가 넘고, 충돌속도 20~
은 82.1%, 84.5%에 이른다. 일부 승객석 에어백은
있다.
자동차의 연식(model year) 구성은 <그림 6>과

에어백 가용비율이 좌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같다.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라

운전석의 미장착/미가용 에어백 비율이 0.4%인데

1998년식 자동차부터 depowered 에어백이 장착되

반해, 승객석의 미장착/미가용 에어백은 26.9%에

었고, 2007년식 자동차부터 advanced 에어백이 장

이른다. 미가용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으나 운전

착되었으므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자동차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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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wered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약 절반의 사고

<표 7> 에어백 영향 변수 회귀계수 및 검정통계량 (운전석)

차량(운전석의 52.8%, 승객석의 50.5%)에 advanced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해기준

계수값


⋅

Pr>ChiSq

계수값


Pr>ChiSq

MAIS 2+

0.2211

0.5488

-0.0040

0.7023

MAIS 3+

1.0887

0.0434

-0.0293

0.0367

MAIS 4+

1.3735

0.0612

-0.0437

0.0057

MAIS 5+

0.6779

0.5053

-0.0272

0.1459

ISS 9+

1.1040

0.0282

-0.0286

0.0354

ISS 15+

1.5636

0.0176

-0.0442

0.0041

ISS 25+

1.4721

0.0815

-0.0482

0.0068

사망

1.5415

0.1107

-0.0569

0.0036

상해지표로 최대상해등급(MAIS)를 사용할 때 보

<그림 6> 자동차의 연식 구성비

다 손상정도계수(ISS)를 사용할 때 회귀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이 높다. 에어백은 신체부위의 상해에 미

4. 회귀분석 결과

치는 영향이 다른데, 탑승자의 머리와 목의 상해는

<표 8>~<표 15>는 운전석 탑승자의 상해기준별

낮추고, 안경낀 운전자의 눈, 팔과 가슴의 상해를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계

유발하는 경향을 가진다(Elvik, R. et al, 2009). 교

수추정에 대한 Wald Chi-Sq 검정이 10% 유의수준

통사고로 복수의 신체부위가 손상된 경우, 에어백

에서 기각되는 설명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 유발하는 상해 부위 또는 보호한 신체 부위가

종방향 충돌속도(   )는 상해기준에 관계없이

다른 신체부위의 상해수준보다 크지 않으면 최대

1% 유의수준에서 상해확률을 높이는 변수이고, 안

상해값은 변하지 않는다. MAIS 등급은 이를 반영하

전띠 착용은 사망과 MAIS 5+를 제외한 모든 상해

지 못하는 반면 세개의 신체부위 상해를 반영한

기준에서 5% 유의수준에서 운전자의 상해확률을

ISS 등급은 부위별 상해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

낮추는 변수이다. 성별은 상해수준을 설명하는 유

문에, ISS를 상해지표로 사용할 때 회귀분석의 통계

의한 변수라고 할 수 없다.

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에어백과 관련된 설명변수인 에어백전개( )와

상해도 기준을 높일수록 보호효과(   ⋅  )

회귀

의 영향(회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이 커지고, 통계

계수와 Wald Chi-square 검정통계값은 <표 7>과

적 유의성도 높아지는데, 이는 큰 손상을 유발하는

같다.

치명적 사고에서 에어백의 보호효과가 커진다는 것

충돌속도와 에어백전개의

교차항( ⋅)의

상해기준에 관계없이 에어백전개의 계수는 양의

을 의미한다.

부호, 충돌속도와 에어백전개의 교차항의 계수는

<표 16>~<표 23>은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기준별

음의 부호를 가진다. 에어백전개(  )는 상해확률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계

을 높이는 상해유발 영향을, 충돌속도와 에어백전

수추정에 대한 Wald Chi-Sq 검정이 10% 유의수준

개의 곱(   ⋅  )은 상해확률을 낮추는 보호효

에서 기각되는 설명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과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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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MAIS 2+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표 11>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MAIS 5+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1.6810

0.3655

21.1553

0.0000

-

-5.2528

0.9725

29.1722

0.0000



0.0623

0.0118

27.8656

0.0000



0.0766

0.0186

17.0415

0.0000



0.2211

0.3687

0.3594

0.5488



0.6779

1.0175

0.4438

0.5053



-1.3452

0.3275

16.8707

0.0000



-0.9142

0.8401

1.1840

0.2765



-0.1950

0.2687

0.5266

0.4680



-0.2791

0.7811

0.1276

0.7209

⋅

-0.0040

0.0106

0.1461

0.7023

⋅

-0.0272

0.0187

2.1142

0.1459

⋅

-0.0029

0.0079

0.1363

0.7120

⋅

-0.0060

0.0095

0.4029

0.5256

⋅

0.3324

0.2935

1.2829

0.2574

⋅

-0.3156

0.8017

0.1549

0.6939

⋅

0.0174

0.2223

0.0061

0.9375

⋅

0.6499

0.7680

0.7159

0.3975

⋅

0.2240

0.2134

1.1015

0.2939

⋅

-0.4600

0.4645

0.9807

0.3220

<표 9>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MAIS 3+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

-3.5475

0.5316

44.5257



0.0865

0.0145

35.5772

표준오차

<표 12>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ISS 9+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0.0000

-

-3.2550

0.4952

43.2127

0.0000

0.0000



0.0839

0.0141

35.4220

0.0000

W ChiSq Pr>ChiSq



1.0887

0.5389

4.0816

0.0434



1.1040

0.5031

4.8141

0.0282



-1.6232

0.4522

12.8837

0.0003



-1.8853

0.4213

20.0257

0.0000



-0.2033

0.4049

0.2521

0.6156



-0.0823

0.3724

0.0489

0.8250

⋅

-0.0293

0.0140

4.3655

0.0367

⋅

-0.0286

0.0136

4.4277

0.0354

⋅

0.0015

0.0075

0.0426

0.8365

⋅

0.0087

0.0075

1.3415

0.2468

⋅

0.2146

0.4151

0.2673

0.6052

⋅

0.2702

0.3849

0.4926

0.4828

⋅

0.2368

0.3836

0.3810

0.5371

⋅

-0.0566

0.3504

0.0260

0.8718

⋅

-0.0820

0.2428

0.1140

0.7357

⋅

0.0480

0.2342

0.0420

0.8376

<표 10>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MAIS 4+ 기준)

<표 13>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ISS 16+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4.6228

0.7208

41.1351

0.0000

-

-4.3413

0.6508

44.5045

0.0000



0.0832

0.0161

26.8429

0.0000



0.0857

0.0157

29.8461

0.0000



1.3735

0.7336

3.5049

0.0612



1.5636

0.6587

5.6341

0.0176



-1.1989

0.5987

4.0096

0.0452



-1.6427

0.5333

9.4870

0.0021



-0.1548

0.5512

0.0788

0.7789



0.1584

0.4894

0.1047

0.7462

⋅

-0.0437

0.0158

7.6399

0.0057

⋅

-0.0442

0.0154

8.2478

0.0041

⋅

0.0099

0.0076

1.7070

0.1914

⋅

0.0152

0.0072

4.4561

0.0348

⋅

-0.6249

0.5628

1.2330

0.2668

⋅

-0.3945

0.4959

0.6329

0.4263

⋅

0.6565

0.5284

1.5432

0.2141

⋅

0.2227

0.4717

0.2229

0.6369

⋅

-0.4955

0.3245

2.3315

0.1268

⋅

-0.4648

0.2827

2.7031

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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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ISS 25+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표 17>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MAIS 3+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5.2245

0.8317

39.4635

0.0000

-

-2.9311

0.4078

51.6697

0.0000



0.0933

0.0181

26.6505

0.0000



0.0464

0.0090

26.3590

0.0000



1.4721

0.8450

3.0352

0.0815



0.5669

0.5319

1.1361

0.2865



-1.3444

0.6823

3.8820

0.0488



-1.1699

0.5068

5.3290

0.0210



0.0273

0.6406

0.0018

0.9660



0.0772

0.3317

0.0541

0.8160

⋅

-0.0482

0.0178

7.3215

0.0068

⋅

-0.0021

0.0107

0.0398

0.8418

⋅

0.0096

0.0083

1.3382

0.2474

⋅

0.0119

0.0108

1.2299

0.2674

⋅

-0.5346

0.6383

0.7015

0.4023

⋅

-0.2496

0.3689

0.4577

0.4987

⋅

0.4761

0.6225

0.5849

0.4444

⋅

-0.0994

0.3688

0.0727

0.7875

⋅

-0.6286

0.3667

2.9391

0.0865

⋅

0.2048

0.3687

0.3084

0.5787

<표 15> 회귀계수 추정결과 (운전석, 사망)

<표 18>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MAIS 4+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

-5.8220

0.9493

37.6125



0.1007

0.0199

25.5592



1.5415

0.9663

2.5448

0.1107



0.5172

0.7057

0.5372

0.4636



-1.1612

0.7753

2.2434

0.1342



-2.5456

0.7773

10.7245

0.0011

표준오차

설명변수

계수값

0.0000

-

-3.3706

0.5081

44.0131

0.0000

0.0000



0.0330

0.0099

11.0339

0.0009

W ChiSq Pr>ChiSq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0.3414

0.7355

0.2155

0.6425



0.0814

0.4530

0.0323

0.8574

⋅

-0.0569

0.0195

8.4694

0.0036

⋅

-0.0007

0.0126

0.0031

0.9559

⋅

0.0053

0.0096

0.3109

0.5771

⋅

0.0255

0.0127

4.0437

0.0443

⋅

-0.6648

0.7261

0.8384

0.3598

⋅

-0.6855

0.5609

1.4934

0.2217

⋅

-0.0151

0.7183

0.0004

0.9833

⋅

-0.1611

0.5687

0.0802

0.7770

⋅

-0.9094

0.4885

3.4652

0.0627

⋅

0.9203

0.5909

2.4258

0.1194

<표 16>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MAIS 2+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1.7261

0.3400

25.7744

<표 19>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MAIS 5+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0.0000

-

-4.0765

0.6479

39.5870

0.0000



0.0527

0.0097

29.3483

0.0000



0.0320

0.0115

7.7467

0.0054



-0.3419

0.4264

0.6426

0.4228



0.1641

0.9485

0.0299

0.8626



-0.4694

0.3972

1.3965

0.2373



-2.2493

0.9690

5.3881

0.0203



0.1442

0.2690

0.2876

0.5918



0.4771

0.5655

0.7118

0.3989

⋅

0.0075

0.0099

0.5698

0.4504

⋅

-0.0025

0.0147

0.0288

0.8652

⋅

-0.0119

0.0109

1.1786

0.2776

⋅

0.0305

0.0151

4.0906

0.0431

⋅

0.2807

0.2978

0.8889

0.3458

⋅

-0.5056

0.7174

0.4966

0.4810

⋅

0.1112

0.2747

0.1638

0.6856

⋅

-0.3768

0.7451

0.2557

0.6131

⋅

-0.1176

0.2975

0.1564

0.6925

⋅

0.3587

0.7594

0.2232

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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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ISS 9+ 기준)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표 23>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사망)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2.6739

0.3851

48.2000

0.0000

-

-4.3840

0.7422

34.8930

0.0000



0.0490

0.0091

28.9101

0.0000



0.0410

0.0137

8.9905

0.0027



0.3910

0.5041

0.6017

0.4379



-0.4097

1.1400

0.1292

0.7193



-1.1417

0.4780

5.7041

0.0169



-1.8833

1.1120

2.8684

0.0903



0.0849

0.3102

0.0750

0.7842



-0.6215

0.6976

0.7938

0.3729

⋅

0.0001

0.0106

0.0001

0.9921

⋅

0.0030

0.0174

0.0299

0.8628

⋅

0.0085

0.0108

0.6112

0.4343

⋅

0.0181

0.0177

1.0450

0.3067

⋅

-0.2172

0.3471

0.3916

0.5315

⋅

-0.4676

0.9047

0.2671

0.6053

⋅

-0.1532

0.3450

0.1972

0.6570

⋅

0.4962

0.8972

0.3059

0.5802

⋅

0.2146

0.3488

0.3785

0.5384

⋅

0.5698

0.9116

0.3907

0.5319

<표 21>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ISS 16+ 기준)

모든 상해도 기준에서 충돌속도는 승객석 탑승
자의 상해발생확률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안전띠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3.3409

0.4692

50.6971

0.0000



0.0460

0.0097

22.5929

0.0000

의 상해발생확률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충돌속도가



0.0390

0.6703

0.0034

0.9536

커지면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 확률이 높아지고, 안



-2.2028

0.6945

10.0618

0.0015

전띠를 착용하면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확률이 낮아
진다.

착용은 MAIS 2 보다 높은 상해도 기준에서 탑승자



-0.2416

0.4084

0.3499

0.5542

⋅

0.0063

0.0125

0.2579

0.6116

운전자와 달리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는 에어백

⋅

0.0195

0.0126

2.3956

0.1217

⋅

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승객석의 경우 탑

-0.7123

0.4913

2.1023

0.1471

⋅

0.1415

0.5019

0.0794

0.7781

⋅

1.1294

0.5095

4.9124

0.0267

승자와 차체 사이의 공간이 커서 사고 발생시 에어
백이 없더라도 신체가 차체로부터 충격을 받을 가
능성이 낮아 에어백의 완충효과(보호효과)가 명확
하지 않고, 에어백 장착위치가 승객과 거리가 있기

<표 22> 회귀계수 추정결과 (승객석, ISS 25+ 기준)

때문에 신체가 에어백 전개로 인한 충격을 받을 가
능성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W ChiSq Pr>ChiSq

-

-4.3213

0.6316

46.8051



0.0467

0.0112

17.3581

0.0000



0.4275

0.8490

0.2536

0.6146



-1.8672

0.9157

4.1579

0.0414



0.0891

0.5339

0.0279

0.8674

⋅

0.0081

0.0144

0.3177

0.5730

⋅

0.0158

0.0147

1.1557

0.2824

⋅

-1.6088

0.6483

6.1591

0.0131

개의 교차항)로 구성한 운전자 상해추정 회귀모형

⋅

0.0369

0.6498

0.0032

0.9547

은 식(4)와 같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상해기준

⋅

0.9394

0.6880

1.8643

0.1721

지표로 ISS와 사망으로 설정하였다.

0.0000

Ⅳ. 운전자 상해 추정 모형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의한 설명변수(충돌속
도, 안전띠착용, 에어백전개, 충돌속도와 에어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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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4)

<표 26> 운전석 에어백 영향 변수의 계수값과 검정통계량


⋅

여기서     ⋅  ⋅  ⋅
 ⋅⋅

상해기준

계수값


ISS 9+

상해기준별 회귀모형의 계수추정값은 <표 24>,

ISS 16+

지표(AUC)4)는

ISS 25+

1.3953

0.0383

-0.0480

0.0070

사망

1.1812

0.1301

-0.0558

0.0040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과 적합도

<표 25>와 같다. 상해기준에 관계없이 회귀모형은

Pr>ChiSq

계수값


Pr>ChiSq

1.2421

0.0014

-0.0276

0.0394

1.3999

0.0067

-0.0429

0.0054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AUC 값은 0.8이상으로 예측
의 정확도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5)

상해확률을 추정하는 회귀모형의 상해기준이 높
을수록 에어백 전개가 유발하는 상해의 통계적 유

<표 24> 운전석 상해기준별 회귀모형 계수추정값
구 분

의성은 낮아지고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반면 상해기준이 높을수록 에어백 전개의 보

상수







⋅











호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은 높아진다. 이는 낮은 수

-3.669

0.090

-1.341

1.242

-0.028

준의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에서 에어백의 상해유발

ISS 16+ -4.457

0.095

-1.587

1.399

-0.043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높은 수준의 상해가 발

ISS 25+ -5.231

0.099

-1.665

1.395

-0.048

생하는 사고에서 에어백의 보호효과가 명확하게 나

0.103

-1.859

1.181

-0.056

ISS 9+

사망

-5.527

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은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전방충

<표 25> 운전석 상해기준별 회귀모형 검정통계량
검정통계량

적합도

상해기준

우도비
Pr>ChiSq

Score
Pr>ChiSq

Wald
Pr>ChiSq

AUC

ISS 9+

0.0000

0.0000

0.0000

0.8196

ISS 16+

0.0000

0.0000

0.0000

0.8451

ISS 25+

0.0000

0.0000

0.0000

0.8651

사망

0.0000

0.0000

0.0000

0.8723

돌시 안전띠 착용, 에어백 전개에 따른 운전자 중증
상해(ISS 16+) 확률을 보여준다.

상해기준별로 에어백의 영향을 표현하는 두 변
수의 회귀계수 추정값과 Wald Chi-square 검정통
계량은 <표 26>과 같다.
<그림 7> 운전자 ISS 16+ 상해확률

4)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표현하는 정량적 지표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 아래의 면적(AUC; Area under the ROC curve)이다(Gonen, 2006).
5) AUC 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AUC 0.9 이상은 매
우 우수(excellent), AUC 0.8 이상은 우수(good), AUC 0.7 이상은 양호(fair)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artolluci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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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속도가 커지면 운전자 중상확률은 높아진다.
충돌속도, 에어백 전개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띠 착

동차의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사망확
률이 90% 이상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용은 운전자의 중상확률을 낮춘다. 에어백의 영향
은 충돌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충돌속도가
낮으면 에어백 전개의 상해유발 영향이 에어백의
보호효과보다 커서 에어백 전개시의 운전자 중상확

<표 27> 안전띠 착용, 에어백 전개에 따른 운전자 사망
확률
안전장치

충돌속도

률이 높고, 충돌속도가 높아지면 에어백 전개시의

안전띠

에어백

20

40

60

80

중상확률이 낮다. 에어백의 보호효과와 에어백의

미착용

미전개

3.0%

19.6%

65.5%

93.7%

상해유발 영향이 같아지는 충돌속도(  )를 식(5)

미착용

전개

3.2%

7.8%

17.9%

35.7%

착용

미전개

0.5%

3.7%

22.9%

69.8%

착용

전개

0.5%

1.3%

3.3%

8.0%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  

(5)

에어백이 최적 충돌속도    에서
전개될 때 에어백의 운전자의 ISS 16+ 상해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8>은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전방충

돌시 안전띠 착용, 에어백 전개에 따른 운전자 사망
확률을 보여준다.

사망을 기준으로 산출한 에어백 전개의 최적 충
돌속도가

21.2km/h

인데,

이는

충돌속도가

21.2km/h보다 낮은 사고에서 에어백 전개는 운전

자의 사망위험을 낮추지 못함을 의미한다.
에어백이 전개되는 충돌속도는 자동차 제작사
마다 다른데(NHTSA, 2009), 일반적으로 단단한 장
애물에 12.8~22.4 km/h의 속도로 충돌할 때 전개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NHTSA, 2002).
<그림 5>에서 충돌속도 21~30km/h 구간에서

에어백의 80% 이상이 전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Gabler와 Hinch(2008)가 충돌속도별 에어백
전개비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돌속도 25km/h에
서 90%의 에어백이 전개되었다고 추정한 것과 일
치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중증상해 기준인 ISS 16+
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충돌속도인 32.5km/h보
다 낮은 충돌속도에서 상당수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8> 운전자 사망확률

적정 충돌속도보다 낮은 충돌속도에서 전개되는
에어백은 탑승자 보호 효과보다 상해를 유발하는

충돌속도가 커질수록 안전띠 착용과 에어백 전

위험성이 커지므로, 에어백 전개로 인한 효과를 최

개는 운전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에어백 전개 기준이 되는 충돌

<표 27>은 안전띠 착용, 에어백 전개에 따라 운전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의 사망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데, 충
돌속도가 80km/h인 사고에서 에어백이 전개된 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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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는 충돌속도(  )는 32.5km/h로 산출되는데, 이
속도보다 높은 충돌속도의 사고에서 에어백이 전개

자동차 앞좌석 앞에 설치되는 전면에어백은 전

될 때 에어백의 보호 효과가 상해유발 영향보다 크

방충돌사고 발생시 앞좌석 탑승자가 차체내부와 부

다고 할 수 있다. 충돌속도별 에어백 전개비율 조사

딪치며 받는 충격을 완화하여 탑승자의 상해를 낮

자료는 충돌속도 20~30km/h인 사고에서 약 80%

추기 위해 개발된 탑승자 보호장치이다. 에어백은

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ISS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데, 이

16+ 중상을 기준으로 할 때, 에어백의 전개가 탑승

는 탑승자의 상해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다. 에어

자 보호 보다는 상해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백이 보급됨에 따라 에어백이 유발하는 상해에 대

사고가 상당히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에어백이 유

한 보고가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시험요구사항

발하는 상해를 고려하여 에어백 전개의 기준이 되

의 수정과 에어백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는 충돌속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어백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자료

에어백이 탑승자 보호효과 뿐만 아니라 상해유발

를 이용하여 에어백이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와 시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상해기전이 다른 운전석과

사점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에어백 의무장착에 대

승객석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에어

한 법규는 없으나, 2012년 조사대상 89종 승용차

백 전개의 영향을 탑승자보호와 상해유발로 구분하

의 운전석과 승객석에 전면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

여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상해수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소비자원, 2012). 에

준별로 운전석과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를 결정하는

어백의 보급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에어백 전개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인해 상해가 유발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김규열

회귀분석 결과는 종방향 충돌속도와 안전띠 착

등, 2003), 에어백 전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와

용이 좌석 위치에 관계없이 앞좌석 탑승자의 중증

논락이 있었다(한국소비자원, 2012). 이러한 문제

상해 발생을 결정함을 보여준다. 반면, 에어백의 영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통사고 상황에서 에

향은 좌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운전석 탑승자

어백 전개 특성과 탑승자 상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

의 상해는 에어백 전개에 따른 보호효과와 상해유

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

발에 영향을 받지만, 승객석 탑승자의 상해는 에어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

백 전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에어백이 미

에어백 전개의 보호효과는 충격이 큰(충돌속도가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교통사고에

큰) 사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에어백 전개

대한 심층조사 및 자료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 유발하는 상해는 충격이 작은 사고에서 명확하
게 나타난다.
에어백 전개의 상해유발보다 보호효과가 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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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통근활동은 근로자의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한국의 통근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며 수도권 근로자는 더욱 긴 시간을 통근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거주 근로자의 통근실태를 분석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서울시 지가상승,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통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
영하기 위해 통근시간에 비해 주거지 및 근무지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통근권역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과 가구의 사회인구적 배경뿐만 아니라 근로상황, 동네환경 특
성까지 포함하였으며, 통근권역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자료는 2016년 경기도 지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원자
료이며, 분석표본은 통근을 하는 16,763명의 근로자이다. 분석결과 통근권역은 고용형태, 현재 주
택 거주년도, 거주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
록, 거주년도가 짧을수록, 그리고 편의시설 만족도가 높을수록 원거리 통근을 할 확률은 높아진다.
한편 거주지 관할 시·군 통근은 경기도의 다른 지역 통근에 비해 통근시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서울시로 통근하는 경우 통근부담감은 높지만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높고 일
자리 만족도가 높아 장거리 통근을 감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통근권역 선택을 결정짓는 요인과 개별 요인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처한 상
황에 따라 상이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 주제어: 통근권역, 삶의 질, 근로상황, 거주환경,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기도

South Koreans currently spend the longest time for commuting among 26 OECD countries. Given
that commuting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worker’s happiness level and commuting time is
much longer among the residents of Seoul Capital Area (SCA), this study analyzes their commuting
patterns for finding ways of improving their life satisfaction. We treat commuting area, instead of
commuting time, as an outcome variable in that it better reflects recent trends of suburbanization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distant commuters inside the SCA. We include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backgrounds, employment and work situation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employ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use household survey microdata
from the 2016 Gyeonggi Survey of Quality of Life covering the 20,000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comprising SCA. Our results, based on 16,763 commuting workers, show that their selection
of the commuting area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such factors as age, the length of residence in
current house, residential amenities, and work status. People who commute inside their home
municipality are more likely to feel greater burden on commuting time than those who commute to
areas in Gyeonggi province outside their home municipality. Meanwhile commuters whose workplace
is located in Seoul hold comparatively decent jobs. They tolerate both extensive commuting distances
and a higher level of stress caused by long commuting time in part because of being unable to find
a similar or better job nearby their home.
￭ Keywords: Commuting Area, Quality of Life, Work Situ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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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근시간은 직장인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란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직장인의 통근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
다. 2016년 발표된 OECD Family Database자료를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트렌드에 따라 시민들

보면 26개 회원국의 주중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28

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통근은

분(남성 33분, 여성 22분)인데 비해, 한국은 58분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남성 74분, 여성 42분)으로 나타났다. 즉 OECD

들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통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을 직장 출퇴근길에서

형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보내는 실정인데, 특히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출퇴근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삶의 양

더욱 긴 시간을 통근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2008년 미국 갤럽 및 건

직장 업무공간 솔루션 제공업체인 리저스(Regus)

강단체 헬스웨이가 조사한 행복지수(Well-Being

그룹이 2010년 75개국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Index) 결과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길어질수록 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4분의

로감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적극성 및 집중도가 떨어

1은 매일 90분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통근하

질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스트레스와 걱정을 더

며 2시간 이상인 직장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한다.

많이 하게 됨으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장시간 출퇴근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대

독일 사회경제 패널조사(1985~1998)의 10년 이상

도시 특히 서울시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

장기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통근시간이 길

해 인근 위성도시에 살면서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

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고하

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근무지가 세종시, 지방혁신

였다.

도시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것

통근시간은 비단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까지 영향을 준다. 가령 2011년 스웨덴 우메아대학

이 어렵기에 비자발적인 원거리 통근을 택한 직장
인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Umeå University) 연구진이 지난 5년간 부부 200

이처럼 통근활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

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근시간이 긴 사람

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통근행태는

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혼을 경험할 확

교통환경(교통수단, 접근성 등)뿐만 아니라 현재

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통근시간은 가

일자리의 고용환경, 근무지 이전, 거주하는 동네의

족과의 활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며, 여가시

생활환경, 부동산 가격, 사회인구적 배경(결혼, 자

간과 개인시간을 줄여 통근시간에 투자하는 상황은

녀출생, 자녀교육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족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근활동 결정요인에 대한 범

나아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도 부

위 확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통근실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가운데 특히 통근권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

대 의대 크리스틴 호에너 교수팀이 출퇴근과 건강

상의 다양한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다.

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퇴근 거리가 길

이를 통해 근로자의 통근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

어질수록 신체활동과 심폐체력(CRF)이 떨어졌으며,

이는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체질량지수(BMI), 허리둘레, 대사 위험 등 건강지표

한다.

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Hoehner et al., 2012).
이처럼 통근시간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은 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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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근로자의 통근패턴은 근무지 및 거주지 상황 그

근로자의 통근행태 특히 통근시간 결정요인으로

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는 교통 및 도시특성 변수(교통수단, 통근거리, 도

따라서 통근부담 특히 직주분리형 원거리 통근에 따

시형태 등)뿐만 아니라 사회인구적 변수도 포함된

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그런데 통근권역 결정요인은 기존에 주로 연구

다(Handy and Thigpen, 2018, Roberts et al.,
2011).

된 통근시간 결정요인과 상이할 개연성이 존재한

먼저 교통 및 도시특성이 통근시간에 영향을 주

다. 가령 같은 1시간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재민·김

어느 지역으로 통근하는가에 따라 영향요소는 다를

태형(2016)은 거주지 및 근무지 위치가 가지는 영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는 수

향력에 주목하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

도권 가운데 경기권 거주자의 통근권역 선택을 결

로 과거 2006년 대비 통근시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시세 및 종사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수 변화가 통근시간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주었

분석범위는 당초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는데, 특정 지역에 종사자수가 늘면 동시에 지가상

하였으나 교통측면과 결부될 수 있는 인문사회 지

승, 인구증가, 전출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

표의 부재로 인해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거주 근로

다. 이는 압축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여

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분석자료는 경기연구원

지가 있는 만큼 구내통행의 접근교통수단을 강화해

(GRI)이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통근시간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조사’ 원자료이다. 자료범위는 경기도 31개 시·군

있다.

전역에 거주하는 2만가구의 가구주를 표본으로 하

전명진·안현주(2016)의 수도권 통근자의 주거비

며, 분석표본은 이 중 통근을 하는 16,763명의 근

용과 통근비용의 상쇄관계에 대한 연구는 각 개인

로자이다.

이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통근시간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함께 다항 로지스틱 회

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계산하여

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반응변수는 토지 및 지역특

주거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주거비

성의 설명력이 통근시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용과 통근비용 간의 상쇄관계는 실증적으로 검증

되는 통근권역을 사용하였다. 통근권역을 1) 거주

되었으며, 이는 수도권 내 직장과 주택의 공간적

지 동일 시·군, 2) 경기권 다른 시·군, 3) 서울시,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4) 기타 시·도 통근으로 구별해 통근권역 선택과

러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가 주거비와 통근비 사이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고 그 구체적 효과를 분석

의 상쇄관계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해석

하였다.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순서는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

최은진·김의준(2015)은 서울시 산업의 구조변화

음, 통근권역 선택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전반적인

와 공간적 집적이 통근시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

현황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고, 개별 영향

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혹은

요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STATA를 사용해 회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통근시간이 길

귀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해석한 다음 이를

어졌다.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기반으로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통근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첨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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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화가 서울로의 통근시간에 주는 영향을 뜻한다.

최석현·이병호(2017)의 연구는 2014년 17차 한

다음으로 교통 및 도시특성 이외의 사회인구적

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수도권 임금근

특성이 통근시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선

로자의 통근시간이 개인의 사회인구적 특징과 지역

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빈미영 외(2012)의 생애주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밝히고

기별 통근통행시간 영향요인 분석은 연령대별로 활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정규직 임금근로자

동시간이 다름을 감안해 이것이 통근자의 통행시간

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직장과 주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교육기

거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와 자녀청년기에서 성별, 출근지, 경유지, 교통수단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근

이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어났다. 따라서 수

성별 통행시간의 차이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도권 노동시장 공간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지위와

자녀교육기와 자녀청년기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출

직업지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적 구성을 가지

근지가 서울인 경우 그 영향력은 더 큰 편이다. 그

고 있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 특히 노동시장에서

밖에도 통행시간은 퇴근 이후 활동이 있을 경우에

의 공간적 미스매치(spatial mismatch) 연구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하듯이 좋은 일자리는 도심지 외곽으로 넓게

Lau(2010)는 소득수준이 낮은 통근자의 경우 교

퍼져나가는 교외화로 인해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

통수단선택에 대한 제약이 높으며, 통근거리가 가

고, 이를 획득할 기회는 원거리 통근권역에 수반되

중되면 이동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장거리

는 통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통행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행거

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리는 줄어드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통

지위 특히 경제적 소득수준은 통근비용 및 통근거

근실태(통근시간, 통근거리, 통근비용 등)는 교통

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및 도시특성 이외에도 사회인구적 요인에도 상당

양준석·이상헌(2014)은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통근시간에 주목하면서 이런 성별 격차의 원인을 7

간 주로 논의되어왔던 통근시간은 주거지와 근무

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지의 위치가 가진 특징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통근시간 결정요인은 성별

어떤 지역에 살며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로 통근하

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여성은 어린 자녀

는지를 나타내는 통근권역은 특히 한국의 시대적

수가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짧아지는데 반해 남성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 임금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

준은 여성 근로자의 통근시간 증감에 영향을 주는

전, 서울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계(市界)를 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8세 이상 가구원수, 자가

어 통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소유 여부 등은 남성의 통근시간 증감을 설명

통근권역 결정요인 도출에 초점을 둔다. 통근시간

하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 비해 주거지 및 근무지의 지역적 특성을 보다

Christian(2012)은 통근시간이 개인의 건강상태

잘 반영하는 통근권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며, 독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긴 통근시간과 비

립변수로 교통 및 도시특성과 함께 사회인구적 특

만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각종 행동습관

성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 연구가 기존 연구와 상이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 점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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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황 및 자료분석

<표 3> 서울시 통근권역별 평균 통근시간

1. 현황분석
전국의 연도별 평균 통근시간(편도기준)은 최근
들어 다소 늘어났으며, 특히 15분미만의 단시간 통

통근권역

표본크기(명)

비율

동내출근

4,976

17.5%

통근시간(분)
14.9

구내출근

10,024

35.3%

25.5

구외출근

12,088

42.6%

42.8

시외출근

1,318

4.6%

59.2

출처: 서울서베이, 서울시, 2015

근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기준 경기도 거주 근로자의
<표 1> 전국 연도별 평균 통근시간
통근시간

2000

2005

통근권역을 살펴보면 거주지 동일 시·군으로의 통
2010

근이 절반을 상회하며 서울시로 통근하는 비율도

201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통근인구
17,196 100% 17,933 100% 21,571 100% 23,500 100%
(천명)
15분미만

5,154 30% 5,621 31% 5,472 25% 5,794 25%

30분미만

4,417 26% 4,881 27% 6,169 29% 6,035 26%

45분미만

4,548 26% 4,369 24% 5,829 27% 6,383 27%

60분미만
90분미만

585

3%

602

3%

727

3% 1,055

4%

1,838 11% 1,815 10% 2,411 11% 3,159 13%

120분미만

452

3%

455

3%

680

3%

762

3%

120분이상

201

1%

190

1%

284

1%

312

1%

평균 통근
시간(분)

32.1

31.1

33.7

35.4

28% 이상이다. 서울시로 통근하는 경우 직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통근시간은 약 65분 정도이다.
<표 4> 경기도 통근권역별 평균 통근시간
통근권역

표본크기(명)

비율

통근시간(분)

거주지 동일 시·군

9,075

54%

24.3

경기도 다른 시·군

2,114

13%

44.6

서울시

4,713

28%

64.8

861

5%

83.1

기타 시·도

출처: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경기연구원, 2016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 자료분석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서 평균 통근통학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긴 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근실태에 대한 심

음으로 인천,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통

도 있는 이해를 위해 아래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근통학시간은 수도권에 비해 대략 13분가량 낮은

에 따른 통근상황을 서베이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

편이며, 직장까지의 접근성은 수도권에 비해 비 수

한다. 여기서는 2016년 여름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도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한다(이병호
외, 2016). 해당 자료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표 2> 수도권 시·도별 평균 통근통학시간
수도권
평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7.7분

39.3분

38.7분

36.2분

20,000명에 대한 가구방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
비수도권
24.2분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표본추출 단위로 집계구를 사용했으며, 집계구는
일정한 인구규모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획정한 경계이다.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표집에는 553개 집계구가

다음으로 2015년 기준 서울 거주자의 통근권역

사용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

은 구외출근, 구내출근, 동내출근 순으로 높은 비중

함하며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을 아우른다. 여기

을 보이며, 서울시 밖으로 통근하는 시민은 4.6%로

서는 조사 당시 통근을 하고 있던 응답자 16,763명

통근시간에 대략 1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을 분석표본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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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특성에 따른 통근권역

통근을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근속에 따른 직장에

직장 고용형태별 특성은 <표 5>를 통해 확인할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높고 결혼, 자녀출생, 자녀
교육 등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 있다. 정년이 있는 정규직인 경우 거주지 이외
지역 통근비중이 높은 반면, 계약직은 거주지 동일

통근권역별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시·군 통근자 비중이 높다. 이런 특징은 최석현·이

보면 서울시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직장의 질(보람

병호(2017)의 연구에도 나타나는데, 고용지위와 고

및 자긍심, 물질적 보상, 안정성 및 지속성, 적성,

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간의 상관성이 높은 만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안정된 일자리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에

데 반해,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서 이를 구할 수 없다면 원거리 통근을 감내하는

낮은 편이다. 즉 일터가 멀더라도 직장만족도가 높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턴은 서울시로의 통

다면 원거리 통근을 감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

근이 높은 만큼 인턴 채용 기회는 서울시에 편중된

대로 거주지 인근 직주근접형 일자리의 질은 상대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통근자 특성은 임시 및 일용
직일수록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자 비중이 높으며

나.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통근권역

상용직은 낮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우 지속성, 임

연령별 통근자의 특성은 <표 6>에서 보듯이 연령

시 및 일용직은 편의성, 자영업은 수익성이 통근 권

대가 올라갈수록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율이 높아

역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일

지며 다른 지역으로의 통근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인

자리 종사기간별 특성은 경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다. 하지만 70대 이상은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동일 시·군 통근율이 낮고 서울시 통근자 비율이

높은 만큼 경기도 거주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

높아진다. 현재 일자리에 오래 종사할수록 원거리

등을 통해 통근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표 5> 업무특성에 따른 통근특성
고용형태
통근권역

정규직

종사상 지위

무기계약

계약직

인턴

기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종업원 유무) 무급가족
종사자
있음
없음

거주지 동일 시·군

44%

54%

70%

26%

65%

50%

83%

86%

67%

64%

64%

경기도 다른 시·군

17%

14%

8%

3%

8%

14%

4%

5%

11%

7%

3%
29%

서울시

33%

25%

18%

70%

23%

30%

11%

5%

19%

26%

기타 시·도

6%

7%

4%

1%

3%

6%

3%

5%

3%

3%

4%

합계(표본수)

6,579

3,711

1,994

449

4,030

12,436

275

22

1,434

2,498

98

현재 직장경력
통근권역

직장만족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40년
미만

40년
이상

보람

보상

안정

적성

인정

거주지 동일 시·군 78%

64%

56%

54%

55%

45%

40%

33%

2.87

2.88

2.82

2.83

2.78

경기도 다른 시·군

4%

12%

13%

14%

14%

11%

5%

0%

2.96

2.97

2.88

2.92

2.86

서울시

16%

20%

23%

27%

26%

39%

52%

66%

2.98

2.98

2.92

2.92

2.90

기타 시·도

2%

4%

7%

5%

5%

5%

4%

1%

2.89

2.90

2.81

2.84

2.81

178 1,720 2,870 5,073 4,464 1,380 606

472

합계(표본수)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비고: 고용형태에서 ‘기타’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직장만족도는 설문응답(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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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통근특성
성별
통근권역

남성

연령대(세)

여성

거주년도(년)

30
70
30~39 40~49 50~59 60~69
미만
이상

1
미만

6
미만

11
미만

21
미만

31
미만

41
미만

51
미만

51
이상

거주지 동일 시·군 53% 61% 37% 41% 53% 63% 69% 56% 52% 47% 58% 63% 64% 56% 57% 60%
경기도 다른 시·군 13%
서울시
기타 시·도
합계(표본수)

9% 12% 15% 16% 11%

5%

6%

4%

8%

6%

4%

4% 15% 13% 14% 11%

2%

1%

14,565 2,198 738 4,248 4,460 4,084 2,579 654
가구원

통근권역

7%

9%

7%

5%

1%

29% 24% 48% 36% 25% 22% 22% 38% 30% 33% 24% 22% 26% 36% 34% 37%
4%

7%

5%

2%

1%

4%

2%

368 7,290 5,041 2,785 673

300

142

164

결혼지위

4%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3인

4인
이상

미혼

기혼

사별

거주지 동일 시·군 58% 56%

53%

53%

50%

53%

66%

66%

63% 66% 58% 53% 51% 49% 51%

경기도 다른 시·군

9% 10%

14%

15%

11%

13%

7%

10%

11%

서울시

29% 30%

27%

27%

33%

29%

23%

19%

22% 27% 25% 28% 29% 31% 34%

6%

5%

6%

5%

4%

6%

1,646 4,947 5,453 4,717 1,474 13,241 941

974

기타 시·도
합계(표본수)

1인

5%

2인

4%

이혼

기타

5%

200
미만

300
미만

400
미만

500
미만

600
미만

600
이상

5% 12% 14% 15% 15% 12%
3%

6%

6%

6%

5%

4%

133 1,597 3,594 4,827 3,553 1,762 1,430

비고: 결혼지위에서 ‘기타’는 동거 및 별거

결혼지위별로 보면 통근권역은 가족과의 동거여

다. 동네환경 특성에 따른 통근권역

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연령대

거주하는 동네의 대중교통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가 낮은 미혼 근로자,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등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자의 통

강한 기혼자는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의 통근율이

근권역 선택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별, 이혼을 경험한 근로자는

교통수단에 따른 통근특성을 보면 거주지 동일

1인 가구로의 변화 등의 사유로 거주지 동일 시·군

시·군 통근은 도보, 자전거 등 무동력교통수단을

통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기권 다른 시·군은 자

가구원수에 따른 통근자의 특성은 1인 가구인

가용, 서울시는 버스 및 철도, 기타 시·도는 자가용

경우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비율이 가장 높은데

및 버스 통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해,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이는 가구

거주지 동일 시·군 및 서울로의 통근은 대중교통이

원수가 많을수록 직주근접 거주지 확보가 힘든 상

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통근권역에서는

황(자녀교육, 부부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대형평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수로의 이사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통근권역별 통근시간 및 부담감에 따른 특성을

기간별로 보면 현재 주택에서 1년 이상 30년 이하

보면 평균 통근시간이 가장 낮은 거주지 동일 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일 시·군 통

군 통근자의 통근시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근비중이 높아진다. 하지만 거주년도가 30년을 넘

다. 그리고 통근비용 및 비용부담감의 특성을 보면

으면 다시 서울시 출근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일터가 서울인 근로자의 통근비용이 가장 높다. 하

별로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거주지 인근으

지만 이들이 느끼는 비용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로 통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데, 이는 서울과 연결된 광역대중교통체계의 신속
성, 정확성, 편리성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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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동네환경 특성에 따른 통근특성
교통수단(주요수단 1개)
통근권역

자가용

버스

철도

택시

교통수단(주요수단 2개 이상)

무동력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자가용+ 버스+ 버스+
기타
버스
철도 무동력 택시
철도 무동력

거주지 동일 시·군 19.3% 23.1% 0.6% 0.2% 19.0% 0.4% 17.8% 1.7% 3.6% 2.8%
경기도 다른 시·군 26.6% 12.9% 1.2% 0.1%
서울시

20.8% 35.3% 1.7% 0.0%

기타 시·도

21.8% 22.3% 2.4% 0.0%

합계(표본수)

3,483 4,224

통근권역

177

통근시간

20

기타

합계

4.1% 5.0% 2.4% 100%

0.6% 0.0% 36.3% 6.1% 1.2% 2.6% 10.1% 1.0% 1.1% 100%
1.0% 0.1% 12.6% 5.7% 1.5% 1.9% 16.5% 1.6% 1.2% 100%
1.0% 0.9% 23.5% 4.5% 2.2% 3.8% 12.2% 3.4% 1.9% 100%
1,794

51

3,182

통근비용

596

439

429

1,470

시설접근만족도

581

315 16,763

5년 이내 이사계획

통근시간 시간부담 통근비용 비용부담 일상용품 의료기관 공공기관 생활문화 근린시설 복지시설 있다

없다

모름

거주지 동일 시·군

24.3

3.73

77.8

3.56

3.11

2.96

2.90

2.70

2.87

2.85

18%

60%

22%

경기도 다른 시·군

44.6

3.19

106.2

3.45

3.13

2.99

2.93

2.72

2.92

2.86

29%

49%

23%

서울시

64.8

3.47

162.0

3.56

3.14

3.02

2.94

2.77

2.91

2.89

22%

57%

21%

기타 시·도

83.1

3.74

145.2

3.54

3.13

3.03

2.93

2.74

2.87

2.85

31%

48%

20%

합계(표본수)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16,763 3,543 9,554 3,666

비고: 통근시간부담 및 통근비용부담은 설문응답(1.매우부담 2.다소부담 3.모름 4.부담없음)의 평균값을 부여
시설접근만족도는 설문응답(1.매우불만 2.다소불만 3.다소만족 4.매우만족)의 평균값을 부여

동네 인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 시·군

이동거리 및 토지특성의 개념까지 포괄하기에는

이외지역 출근자가 그렇지 않은 통근자에 비해 높

한계가 있다. 통근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이동거리

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가 높

및 교통수단에 따라 느끼는 체감 및 강도는 다를

은 경우 원거리 통근을 감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통근거

마지막으로 향후 5년 이내 이사계획은 경기권

리라도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근

다른 시·군 그리고 서울 및 경기 이외의 시·도로 통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현준용·김재익,

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지역으로 출

2014). 특히 통근시간에 대한 지가의 영향력이 크

근할 통근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는 연구(장재민·김태형, 2016)를 감안할 때, 토

직장 근처의 부동산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근무

지특성에 따른 설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근권

지 쪽으로 이사할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역을 종속변수로 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거주

있다. 하지만 서울권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

지 관할 행정구역 안에 근무지가 위치하길 원함에

큼 비용 대비 경기도 거주의 편익이 높기에 이사계

도 원거리로 통근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획을 가질 개연성은 낮아진다.

들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통근권역 분석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할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Ⅳ. 통계적 검증

를 검토한 결과 통근시간 또는 통근권역에 영향력
을 행사하는 요인은 <표 8>과 같이 개인, 가구, 주

1. 분석방법

택, 업무, 교통수단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통근시간이 직장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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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영향요인 탐색
요인

저자

만큼 이런 특징들을 반영하기 위해 통근시간 및 통

소득수준

이민주·박인권(2016)

근비용 관련 변수를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했다.

성별

서미숙(2016)

생애주기별

빈미영 외(2012)

학력

권지현(2012)

자녀수, 연령

양준석·이상헌(2014)

여기서 반응변수인 통근권역은 명목형 4개 범주이

맞벌이

송윤선 외(2008)

기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주택점유형태

양준석·이상헌(2014)

아파트시세

장재민·김태형(2016)

(Powers and Xie, 2008).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

주택유형

남진·김진하(2015)

직업, 지위

최은진·김의준(2015)

특성

개인
가구

주택

업무
교통
수단

제 시행으로 시간비례가 아닌 거리비례가 적용되는

통근지역특성

Aguilera(2005)

통근비용

전명진·안현주(2016)

대중교통환경

장재민(2017)

자가용이용

권기현·전명진(2014)

나아가 근로자의 통근권역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램은 STATA이며,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회귀분석에 사용할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목록
종속
변수

통근권역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제1차 ‘경기
도민 삶의 질 조사’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명
목
형

1.현재 살고 있는 시·군
2.경기도 다른 시·군
3.서울시, 4.기타 시·도

성별

1.남성, 0.여성

결혼지위

1.기혼, 2.동거/사별/이혼/별거,
0.미혼

이사계획

1.있다, 0.없다/모름

간이 동일하게 소요되어도 통근권역에 따라 근로자

고용형태

1.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2.계약직, 3.인턴, 0.자영업

가 느끼는 통근시간 및 통근부담은 상이할 뿐만 아

교통수단

1.승용차, 0.승용차 이외

<표 9>와 같이 영향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통근시

니라 통근요금 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표 9>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될 영향변수 선정
적용변수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지역
특성
업무
특성

교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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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특성

적용사유
남성, 여성에 따른 특성

연령특성

연령에 따른 특성

혼인특성

결혼지위에 따른 특성

가구원수

가구원 규모에 따른 특성

소득특성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특성

거주년도

지역소속감 및 장기거주자 특성

이사계획

5년 이내 이사의향에 따른 특성

시설접근성

편의시설 접근만족도에 따른 특성

고용형태

고용형태에 따른 특성

직장경력

회사소속감 및 장기경력자 특성

직장만족도

직장(일자리)만족도에 따른 특성

교통수단

승용차 이용여부에 따른 특성

통근시간

통근시간의 특성

시간부담

통근시간 부담감에 따른 특성

통근비용

통근비용의 특성

비용부담

통근비용 부담감에 따른 특성

2019. 6

통근시간부담 4점 척도
독립
변수 서 직장만족도
열 (보람·자긍심
형 /물질적 보상 각 4점 척도
/안정성· (5개 항목)
지속성/적성
/인정)

연
속
형

통근비용
부담

4점 척도

편의시설
만족도
(일상용품/
의료기관/ 각 4점 척도
공공기관/ (6개 항목)
생활문화/
근린시설/
복지시설)

연령

세

통근시간

분

가구소득

만원

통근비용

천원

가구원수

명

직장경력

년

거주년도

년

2. 분석결과
다항 로짓모형 분석결과 모형적합도와 반응변수
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우도비 카이제
곱 검정 및 Pseudo R-Squared 값은 <표 11>,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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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와 반대로 통근시간이 길고, 통근비용이 높

<표 11> 우도비 검정
모형

-2 로그 우도

절편 만

36964.732

최종모형

19980.244

고, 동네 주거환경(공공기관, 근린시설 등 편의시

우도비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설) 만족도가 높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며,

자유도 유의확률

향후 이사계획이 있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직장인
16984.488

84

0.000

은 경기권 다른 시·군으로 통근할 확률이 높다.
<표 14>에 의하면, 연령 및 거주년도가 높고, 가

<표 12> Pseudo R-Squared

구원수가 많고, 계약직일수록 서울시로 통근하는

Cox & Snell

Nagelkerke

McFadden

직장인일 확률은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자일 확률

0.637

0.716

0.459

에 비해 낮다. 반대로 서울시로 통근할 확률은 가구
소득 수준 및 직장경력이 높고, 업무만족도가 높으

다음으로 통근권역별 회귀계수 및 회귀계수를

며(보람 및 자긍심), 남성, 인턴이며, 이사계획이 있

exp(β)로 변환한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ratio)

고, 통근시간이 길고, 통근비용은 높고, 통근시간에

값의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 상대위험비는 기저

대한 부담이 클수록 높은 편이다.

범주(baseline category)인 거주지역과 동일한 시·

<표 15>에서 보듯이, 거주지 동일 시·군 대비 서

군으로 통근할 확률 대비 다른 3개 범주 각각으로

울시,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통근할 확률은 연령

통근할 확률의 상대적 비율이다. 상대위험비가 1보

및 거주년도가 높을수록 낮은 편이다. 이와 반대로

다 크면 거주 시·군 이외 지역으로 통근할 가능성

거주지역의 일상용품 구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이 높다.

가 높고, 향후 이사계획이 있고, 통근시간이 길고,

<표 13>에 따르면, 연령, 현재 주거지 거주년도

통근비용이 높으며, 통근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

그리고 통근시간 부담감이 낮을수록 경기권 통근확

낄수록 서울 및 경기 이외 지역으로의 통근이 높게

률은 거주지 동일 시·군 통근확률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3> 회귀분석 결과: 경기도 다른 시·군 vs. 동일 시·군
통근권역

계수

표준오차

p-값

상대위험비

절편

-5.545

0.367

0.000

연령

-0.016

0.004

0.000

거주년도

-0.014

0.004

보람

0.136

0.062

공공기관

0.150

근린시설
통근시간

상대위험비의 95% 신뢰구간

Wald 통계치

하한값

상한값

0.004

0.002

0.008

227.75

0.984

0.977

0.991

21.06

0.002

0.986

0.978

0.995

9.42

0.029

1.146

1.014

1.295

4.75

0.050

0.003

1.162

1.053

1.281

9.02

0.093

0.051

0.068

1.097

0.993

1.213

3.33

0.091

0.002

0.000

1.095

1.090

1.100

1592.89

시간부담

-0.180

0.035

0.000

0.836

0.780

0.895

26.04

통근비용

0.003

0.000

0.000

1.003

1.003

1.004

114.50
32.75

[정규직]

0.459

0.080

0.000

1.583

1.353

1.853

[이사계획]

0.467

0.068

0.000

1.595

1.394

1.823

46.47

[교통수단]

1.243

0.063

0.000

3.464

3.061

3.920

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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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회귀분석 결과: 서울시 vs. 동일 시·군
통근권역

계수

표준오차

p-값

상대위험비

상대위험비의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Wald 통계치

절편

-8.919

0.405

0.000

0.000

0.000

0.000

484.40

가구소득

0.001

0.000

0.000

1.001

1.001

1.002

40.14

연령

-0.053

0.004

0.000

0.948

0.941

0.956

187.17

가구원수

-0.157

0.039

0.000

0.855

0.791

0.923

15.98

거주년도

-0.019

0.004

0.000

0.981

0.973

0.990

18.88

직장경력

0.057

0.004

0.000

1.059

1.050

1.068

175.43

보람

0.171

0.067

0.010

1.187

1.042

1.353

6.62

일상용품

0.264

0.064

0.000

1.303

1.150

1.475

17.30

통근시간

0.140

0.002

0.000

1.151

1.145

1.156

3368.20

시간부담

0.257

0.039

0.000

1.293

1.198

1.395

43.88

통근비용

0.006

0.000

0.000

1.006

1.006

1.007

352.75

[남성]

0.235

0.126

0.063

1.264

0.998

1.619

3.47

[계약직]

-0.294

0.130

0.024

0.746

0.578

0.962

5.10

[인턴]

1.121

0.255

0.000

3.068

1.861

5.058

19.31

[이사계획]

0.395

0.075

0.000

1.484

1.280

1.720

27.47

<표 15> 회귀분석 결과: 기타 시·도 vs. 동일 시·군
통근권역

계수

표준오차

p-값

상대위험비

절편

-17.070

0.700

0.000

연령

-0.034

0.006

0.000

거주년도

-0.021

0.008

일상용품

0.338

통근시간

0.198

시간부담

상대위험비의 95% 신뢰구간

Wald 통계치

하한값

상한값

0.000

0.000

0.000

594.58

0.967

0.955

0.979

29.39

0.005

0.979

0.965

0.994

7.92

0.103

0.001

1.402

1.146

1.716

10.75

0.004

0.000

1.220

1.211

1.228

2973.39

0.962

0.070

0.000

2.617

2.281

3.002

188.52

통근비용

0.005

0.000

0.000

1.005

1.004

1.006

106.23

[계약직]

-0.442

0.214

0.039

0.643

0.423

0.978

4.27

[이사계획]

0.651

0.118

0.000

1.918

1.524

2.415

30.73

3. 결과요약

<표 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 및 거주

년도는 공통특성 변수로 모든 지역에서 부(-)의 효
이번 연구의 주제인 근로자의 통근권역 선택에

과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런 결과는 연령이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내기 위해 다항 로지스

높거나 현재 주거지 거주년도가 높은 경우 거주지

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반응변수인 통근권역을 4

관할 시내로 통근하는 경향을 가짐을 뜻한다.

개 권역(거주지 동일 시·군, 경기권 다른 시·군, 서

한편 3개 통근권역 공히 통근시간, 통근비용, 이

울시, 기타 시·도)으로 구분하였고, 기저 범주는 거

사의향, 시설만족도는 정(+)의 효과를 가진다. 이는

주지 동일 시·군 통근이다.

거주 시·군 이외지역으로 통근할수록 이사의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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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권역별 변수의 정(+)의 효과는 경기권 내의

<표 16> 통근권역에 따른 영향요인 요약

부적
효과

경우 정규직 그리고 승용차 이용 근로자에게서 나

경기도 타 시·군

서울시

기타 시·도

공통

연령,
거주년도

연령,
거주년도

연령,
거주년도

타났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경우 원거리 출근을 하

개별

통근시간부담

계약직,
가구원수

계약직

택에 있어 승용차의 편익이 대중교통에 비해 큰 것

공통

통근시간,
통근비용,
이사의향,
시설만족
(공공기관,
근린시설)

통근시간,
통근비용,
이사의향,
시설만족
(일상용품)

통근시간,
통근비용,
이사의향,
시설만족
(일상용품)

정규직,
승용차,
직장만족
(보람)

남성, 인턴,
가구소득,
통근시간부담,
직장경력,
직장만족
(보람)

정적
효과
개별

며, 경기권 다른 시·군으로의 이동은 통근수단 선
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시로 통근할 개연성은 직
장경력, 직장만족도, 고소득, 그리고 남성일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직장만족도가 높은 좋
은 일자리(decent job)를 가진 근로자는 서울로의
원거리 통근을 감수함을 뜻한다.

통근시간부담

Ⅴ. 결론 및 시사점

높아짐을 의미하며, 현 주거지의 거주환경이 만족

이번 연구는 근로자의 삶의 질 수준을 크게 좌우

스럽기에 직주분리형 원거리 통근을 감내하는 것으

하는 통근활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분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원거리 통근자는 직주근접을

석하였다. 최근 한국사회는 부동산 지가 문제, 신도

위한 이사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그런데

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행정중심복합

다른 한편으로 통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통제하

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등의 변화를 겪는 상황

더라도 일상용품 구매와 같은 동네 편의시설에 대

인데, 이는 근로자의 통근지역 범위를 결정함에 있

한 만족도가 높다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택하기보

어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사회적

다 원거리 통근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주거지 생활

추세를 감안하여 통근실태 분석에 있어 통근시간이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닌 통근권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통근권역별 변수의 부(-)적 효과를 보면, 거주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할 시·군 통근은 경기권의 다른 지역 통근에 비

근로자의 통근특성은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일

해 시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대중교

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통 여건이 취약할 경우 승용차로 경기도 다른 시·

다. 아울러 통근특성은 다양한 사회인구적 변수 즉

군으로 통근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

개인 및 가구의 속성인 결혼지위, 가구원수, 연령,

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거주지 관할 시내 통근의 상

소득수준, 거주년도 등에 좌우된다. 또한 통근권역

대적 부담감(어려움)을 야기한다. 한편 계약직인 경

은 통근수단, 통근비용, 통근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우 거주지 관할 시·군 통근이 서울시 및 기타 시·도

가진다.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지위가 불안

이러한 변수들이 통근권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정한 만큼 근거리 즉 거주지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통근을 시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수도권 임금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 동일

근로자의 통근실태에 대한 최석현·이병호(2017)의

시·군 통근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는 근로자는 연령 및 거주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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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거주년도가 높아질수록 통근권역은 근접해

통근을 감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주년도

진다는 결과는 한 지역에 정착해 나이가 들수록 일

가 낮을수록 지가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

터와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확보하려는 성향을 보

에 원거리 통근자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보다 민감

여준다.

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통근지가 멀더

이와 반대로 거주지와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

라도 거주지 인근 시설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는 근로자는 통근시간, 통근비용, 이사의향, 그리고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주지 주변의 시설만

거주지역의 시설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족도가 높아 긴 통근시간을 감당한다는 해외의 연

통근권역이 멀어질수록 거주지 인근 시설만족도는

구결과와도 일치한다(Morris and Zhou, 2018).

높지만 동시에 이사의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

이는 직장과 주거 불일치 현상의 양면성을 시사한

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의 토지특성을 다소나마 반

다. 거주지 선택에는 주변의 생활환경이 유의미한

영하기 위해 통근시간이 아닌 통근권역을 종속변수

영향을 주지만, 직장 소재지를 감안하면 직장 근처

로 선택했다. 하지만 통근활동은 다양한 복합요소

로 이사해 직주근접을 도모할 의향이 높다. 대체로

에 영향을 받는 만큼 추후에는 통근권역과 함께 통

연령대가 높고, 거주년도가 높고, 현 직장경력은 짧

근시간 및 통근거리 등의 요인도 고려한 복합지표

을수록 통근부담감이 낮은 편인데, 이는 거주지 인

를 활용한 분석이 요망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인

근의 계약직 일자리를 찾거나 거주지 근처로 직장

문사회 지표의 부족으로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했

을 옮긴 결과로 보인다.

지만, 향후 서울서베이,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의 자

나아가 현재 일터가 서울에 있는 경우 고용의 질

료와 통합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

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

에서 근로자의 통근추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 일자리 만족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이는 통근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궁극

을 나타내는 현재 직장경력도 긴 편이다. 즉 고소득

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에 밀집해있고 거주하는 지역

그 의의를 가진다.

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통근자는 원거리 통
근을 감수한다. 하지만 서울시로 통근하는 근로자
는 통근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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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제주 제2공항 입지갈등을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CF는 정책갈등 에피소드, 정책환경, 환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갈등의 개념적 특
성을 인지적 차원과 행태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책환경은 행위의 레벨, 행위자의 속성, 이슈, 중
요사건을 포함한다. 피드백은 정책 산출 및 성과에 의해 만들어진다. 본 연구는 PCF를 활용하여
제주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개념적 특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주 제2공항 입지갈등은 정책 행위자간 입장 차이가 극단적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인식이 크며, 타협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른 바, 고강
도(high-intensity)의 정책갈등 특성을 보였다. 신공항의 입지갈등은 입지선정 전에는 정부를 대상으
로 지자체가 유치를 둘러싼 핌피적 갈등을 보였으나, 유치 확정 후에는 정부와 공항 후보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님비적 갈등을 보였다. 신공항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
방자치단체장 선거라는 정치적 사건과 신공항 관련 정부의 정책관련 전문지식정보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신공항, 입지갈등, 공공갈등, 정책갈등, 정책갈등프레임워크, 제주제2공항

This study analyze the location conflict of the second Jeju airport, which has based on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The PCF consists of 3 components ; an episode of policy conflict, policy
settings and feedback. A conceptual definition of an episode of policy conflict distinguishes between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 policy settiing is organized into 4 conceptual categories ;
different 3 levels of action where conflicts may emerge, policy actor attributes, events, and the policy
issues. Feedback is produced by the outputs and outcomes of policy conflict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new airport's position conflict and their policy
setting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As the result of analysis, position conflict of the second Jeju
airport shows a high intensity conflict which has the extremely different policy positions between
actors, great threats from them, and thus strong unwillingness to compromise. Before positioning, local
governments strive for attracting airport infrastructure, but after positioning, neighboring residents are
against for it and strongly conflict with the central government.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position conflict of new airport are political election events and the distrust about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 Keywords: The second Jehu airport, Location Conflict, Public Conflict, Policy Conflict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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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
어내리면 잠재성장률이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도(institution)에 대한

인적 물적 자본의 원활한 유통이 중요해지면서 지

구성원간의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하지

역개발의 수단으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점차

만, 우리나라의 공적제도(public institution)에 대

증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공항 유치 경쟁은 치

한 신뢰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다(성경륭

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항은 일반적으로 소음공

외, 2017).

해, 환경보존 문제 등을 이유로 님비(Not In My

신공항 입지갈등의 문제는 이른바, ‘사악한 문제

Back Yard; NIMBY)현상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공

(wicked problem)’2)의 하나로서, 단일 정부조직만

항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핌피

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을

(Please In My Front Yard; PIMFY)현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협력이 중요한 것이다. 협

도 한다. 공항은 철도, 도로 등의 선형시설과는 달

력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갈등의 특성에 대한 통찰

리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공항예정 부지를 중심으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 유치 갈등부터, 입지선정, 소음피해, 환경, 거

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정책분석틀로 제시되고

주이전 등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

있는 Weible and Heikkila(2017a; 2017b)의 정책

이다. 사실, 갈등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갈등 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할 수 있다(Weible and Heikkila, 2017a). 갈등이

를 활용하여 제주2공항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면, 갈등은 상대방의 입장에

신공항 입지갈등의 개념적 특성과 패턴이 무엇인

서 문제를 이해하도록 상호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지, 그리고 입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학습의 엔진으로 작용하여서, 새롭고 긍정적인 가

며 갈등의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사례를 통해 정책갈등

(이선우·이강원, 2013). 그러나, 이해당사자간 극단

프레임워크(PCF)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신공항 입지

적 대립과 충돌이 만연한 우리 현실에서 갈등은 공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동체의 붕괴와 사회적 자본의 손실 등 많은 부작용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을 초래하고 있다1).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
하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평균 1.33) 멕시코
(3.92), 터키(2.4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1.88)

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16)은 한국의 평균 갈등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13년도 실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서 집단간 발생하는 갈등이 사회발전에 부정
적인 측면이 많다는 응답(74.3%)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응답(25.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 이 용어는 리텔과 웨버(Rittel and Webber) 가 처음 사용하였는데, ‘사악한(wicked)’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윤리적 문제가 아
니라, ‘악순환(vicious circle)’이라는 표현의 ‘악한(vicious)’과 같은 의미의 특성을 갖는 문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
며, 사악한 문제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ⅰ)이해당사자의 선호·관점·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문제의 정의가 불가
능 ⅱ)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님 ⅲ)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고, 단지 만족할만한 수준만의 해결이 가능 ⅳ)전례가 없고 독특
하고 유일 ⅴ)제한된 범위의 기존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대안을 창조적으로 고안해야 함 ⅵ)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
의 문제가 다른 문제의 징후일 수 있음 ⅶ)문제설명 방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문제설명 방식의 선택이 문제 해결책의 본
질을 결정(이명석(2017), 거버넌스 신드롬 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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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Carpenter and Kennedy,
1988). 넷째, 갈등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다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양한 갈등 이슈가 복수로 존재하여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다(Carpenter and Kennedy, 1988). 실제

갈등은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상적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사례에서는 정부

인 현상이다. 갈등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 요

간 갈등과 정부와 주민간 갈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

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조경훈, 2105).

이게 된다.

첫째, 갈등은 복수의 행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공갈등은 정책특성에 따라 핌피(PIMFI)와 님비

(Kriesberg, 2003; Pruitt and Carnevale, 1993;

(NIMBY)로 상징되는 선호시설 갈등과 비선호시설

Deutsch, 1977). 둘째로, 갈등은 행위자 상호간 자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하혜영, 2007), 이 중

신의 이익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인지하고 행동하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선호시설의

서 적대적인 충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Krisberg,

입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2003; Pruitt and Carnevale, 1993; Deutsch,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1977).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호시설 유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치를 위한 갈등과 더 나아가서 제주강정마을 해군

하나는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모두 공공갈

기지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주 신공항 건

등이라고 한다(국무조정실, 2014). 임동진(2010)은

설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선호시

“공공정책이나 법규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상호

설로도 또는 비선호시설로도 인식될 수 있는 대규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발생하여

모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공공갈등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쳐, 정부의 개입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입지갈등을

과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루어 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달리, 하혜영(2007)은 “정부가 공익추구를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 갈등연구와 관련

위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

해서는 이익갈등의 유형으로 집단 간의 이해조정을

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통한 해결방안들이 연구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피해지역에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공갈등을 공공

을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조경훈·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형준, 2015). 비선호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관계의 충돌(국무조정실, 2016)로 정의하고 있다.

등의 직접적 보상이나, 숙원사업, 일자리 제공 등의

이러한 공공갈등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간접적 보상을 제공하고, 경제적 비용-편익에 따라

지닌다(국무조정실, 2014). 첫째, 행정기관이 갈등

비선호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의 주요 당사자이다. 둘째,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

비선호시설의 갈등은 손해에서 이익으로 프레임이

는 행정기관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 정책 및 사

전환되거나 손해의 정도가 낮게 인식되면서 그리

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이

고,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감시활동

다(Carpenter and Kennedy, 1988). 셋째, 정부내

을 주도하게 되면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

기관간, 민간 이해관계자 간에도 입장차이가 발생

다(국무조정실, 2014).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누가 갈
등의 당사자이고,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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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중앙지의 특징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
구는 지방지들이 공통적으로 신공항의 필요성을

신공항 갈등과 관련하여, 허철행 외(2012)는 동

강조하면서, 서로 자기지역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남권 신공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지역 공무원과

뉴스 프레임을 적용하였고, 언론은 이해집단간 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갈등의 원인 분석과

론투쟁과 프레임 충돌을 사회적 합의 단계로 수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하지 못하고 특정 프레임을 선택적으로 강조해 갈

신공항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중앙정부적 요인이 강

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지역이기

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치적 영

주의에 편승해 지역자체의 신공항 유치과정 및 절

향력과 시민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정부

차상의 시행착오 등은 덮어둔 채 상대방 공격에만

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치중해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유리한 정보만 접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고 상대지역의 장점은 접할 수 없어 사회적 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사업 추진의 명료성과 지역

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갈등 중재노력과 능력의 증진, 정책사업에 대한 분

것이다.

권화 등을 제시하였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제주 제2공항 입지갈등 사례를 분석한 박주연

위해서는 정책사업을 공개, 공식화하는 방안이 마

(2017)은 프레임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갈

련되어야 하며,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

등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인지적

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위원

프레임(cognitive frame)을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

회의 활동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가 필

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갈등 당사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들의 프레임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인지적 프레임

정지원·박치성(2012)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갈

을 비교분석하였다.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등 사례를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노

당사자들의 인식의 차이는 손익프레임과 갈등관리

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간에 걸쳐 정책변동과정을

및 권력 프레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손익

분석하였다. 그들은 신공항입지 정책 과정의 특징

프레임 관련하여 지자체는 제2공항 건설이 지역주

을 실제 주민들보다 지자체 및 관련정책 이해관계

민들과 지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여론기

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반대주민들의 경우 경제

관 등이 해당 사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러한 행

적 이익은 외부인들이 가져갈 것이고 거주민들은

위자들이 공항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옹호연합을

삶의 터전을 잃고 공해와 환경훼손으로 손해가 더

형성하는 핌피적 사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갈등관리 및 권력프레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자와 중재자로서 역할이 중요

임에서도 지자체의 경우는 갈등 해소를 위한 다방

함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면의 소통 노력으로 입장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보

박태우(2012)는 동남권 신공항을 대상으로 지역

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지자체가 일방적, 독단적이

갈등 이슈의 뉴스프레임 구성에 관하여 분석하였

어서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

다. 그는 신공항 입지 후보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나 이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가 해당 집단의 대표성

대립했던 대구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대구매일신

을 지니는가에 대한 한계, 그리고 연구 범위를 예정

문과 부산일보, 그리고 제3자인 조선일보의 동남권

부지 외 지역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고, 예정부지 해

신공항에 보도행태를 분석했다. 3개 신문사의 갈등

당마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이슈의 프레임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해 지방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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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숙·김예승(2012)은 군공항인 광주공항 갈등

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배타적인 정책행위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방

네트워크와 이해집단들의 제휴, 그리고 위험/편익

안을 연구하였다. 군 공항의 입지와 관련 하여, 중

인식의 경직성이, 정치적 견해, 교육, 경험보다 더

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역주민의 찬성과

욱 일관되게 정책 갈등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반대의 상호작용을 협상, 조정 및 중재, 소송, 보상

을 발견한다.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군사시설

또한, Weible et al.(2018)은 고강도의 정책갈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

에 있어서 정책행위자들이 협력하게 되는 근거가

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며, 행위자들의 어떤 속성이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갈등의 원인 분석과 행위

지에 대해서 뉴욕, 콜로라도, 텍사스의 수압균열정

자간에 정책변동 과정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였

책논쟁(hydraulic fracturing policy debate) 관련

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는 상황은 정치적 또는 경

정책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행위

제적 요인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

자의 속성인 전문역량, 공유된 신념, 재정적 원천

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시설관련 공공

세가지 중에서, 행위자간 협력을 하게 만드는 가

갈등의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한 Weible and

장 중요한 요인이 전문역량이라는 분석결과를 얻

Hekkila(2017a; 2017b)의 정책갈등 분석틀을 제시

었다.

하고 이에 따른 신공항 갈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PCF는 세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 정책갈등

에피소드(an episode of policy conflict)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둘 또
는 그 이상의 정책 행위자들의 장단기 시기에 걸친

Ⅲ. 정책갈등 분석틀(PCF)

특정한 인지적, 행태적 특성들을 표현하고 있다. 인
지적인 특성들은 정책갈등의 강도(intensity)를 보

1. PCF의 개념과 의의

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책갈등의 행태적 특성들
과도 연결되어 있다(Weible and Heikkila, 2017a;

Weible and Heikkila(2017a; 2017b)는 정책갈

2017b).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갈등 본질의 상황이 아닌

둘째, 정책갈등들은 정책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

주변 현상의 설명하는데 기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정

는데, 그 정책환경은 ①행위의 수준, ②정책행위자

책갈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들, ③중요사건들 그리고 ④정책 이슈 등 상호작용

그들은 정책 행위의 3가지 수준(정치시스템, 정책

하는 4개의 개념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위시스템, 정책행위상황)중 정책하위시스템 안에

셋째, 피드백 효과는 산출물과 결과를 통해서,

서의 정책행위자들과 정책갈등의 3가지 인지적 특

한 이슈에 대한 정책갈등 에피소드의 계속성

성(정책입장의 차이, 상대방의 입장으로부터 인식

(continuity)을 상징하고 있다. 정책갈등 에피소드

된 위협, 타협에 대한 거부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들은 산출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들은 다시 정책

다. 이 연구를 통해 갈등의 강도(intensity)가 높았

환경에 환류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는 것과, 정책갈등 특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
(substantial variation)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화

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행위자의 내부적인 속성
들과 관계적인 속성들이 정책갈등에 어떻게 관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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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ible, Christopher M.·Tanya Heikkila.(2017a)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1> 정책갈등 프레임워크(PCF)의 흐름도

2. 정책 갈등의 특성

갈등 양상별로 그 강도(intensity)가 다르다는 것이
다. 정책 행위자는 정책 입장, 상대방의 정책 입장

가. 인지적 차원의 정책갈등 특성

으로부터 인식되는 위협, 타협에 대한 거부감에 있

인지적인 차원에서 정책갈등의 특성은 정책행위

어서 차이의 정도가 높을 때 고강도(high-intensity)

자들 사이에서 갖게되는 ①정책입장의 차이 ②반대

의 정책갈등을 보이고, 다른 극단으로 정책행위자

측 정책입장으로 인해 받게되는 위협의 인식 ③타

의 정책입장에서 차이가 없을 때, 고강도의 정책 일

협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

치를 보여준다. 중간적인 갈등 강도는 정책 행위자

다. 정책갈등은 행위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입

들이 정책 입장에 있어서의 상이성, 상대방 입장으

장 차이로부터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인식이 반

로부터의 위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타협할 의지

영되어 있다. 만일, 정책행위자들이 반대자의 입장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책갈등이 존
재하거나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정책갈등의 이러

다. 행태적 차원의 정책갈등 특성

한 관점은 정책 행위자들이 이득 보다는 손해에 더

행태적 차원에서 정책갈등의 특성들은 갈등 현

많이 반응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Weible

상 속에서 발화점(flash-points)로 간주하는 것을

and Heikkila, 2017b). 본 분석틀의 특징은 신념의

관찰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정책 갈등에 있어

변화 속에서 타협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

서, 그 행태들은 그들 자신들의 정책 입장이 채택되

가 있어야 정책입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도록 증진하는 노력, 또는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다.

이 그들의 정책 입장을 성취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나. 정책갈등 특성들의 강도
갈등에 대한 특성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점에서, 정책 갈등의 행태적인 특성들은,
이슈들이 정책 아젠다로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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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적인 노력들이나, 또는 가치, 신념, 정책입장들을

행위자의 내부적인 속성들은 핵심신념, 정책 관

형성하려는 시도들과 같이, 권력의 서로 상이한 측

련 지식, 위험과 편익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면들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Weible and Heikkila,

정책 행위자들의 행위자간 관계적 속성들은 사

2017a; Lukes, 2005). 이러한 행태들 사이에서,

람들과 조직들 사이의 상호연결에 관한 것이다. 관

PCF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강조하고, 그러한 전

계적 속성의 다양한 종류들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

략과 전술들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요한가는 정책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관계적 속성

정책 환경 속에서,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행태적

들 중 특징적인 것은 정치적 자원들을 관계에서 고

인 전략과 전술의 대략적 의미(tenor)는 상황에 따

려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룹과 연계되고 동

라 폭넓게 달라진다.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입

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 행위자 그룹들이 공공정

장을 다른 행위자들에게 강요하거나(강압적), 행위

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자들이 정책입장에 관해 기꺼이 타협 하거나(협력

기 때문이다(Weible and Heikkila, 2017a; Dahl,

적),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전략을 막기 위해

2006).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경쟁적 또는 적대적). 적대
적과 협력적인 행태에 관여하는 선택은, 주어진 정

다. 정책 이슈들

책 갈등, 정책 환경, 그리고 정책 갈등들의 이전 경

정책 이슈들의 두 가지 속성 범주는 복잡성

우들의 인식적인 특성들의 강도(intensity)에 의해

(complexity)과 도덕성(morality)을 포함하고 있다.

영향을 받는다(Weible and Heikkila, 2017a;

정책 이슈의 복잡성은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

Weible, 2008).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모호성에 대한 것이다.
복잡성은 (1) 이슈를 초래하는 다면적인, 익명의,

3. 정책갈등의 환경

그리고 불확실한 경로의 정도, (2) 긍정적이고 부정
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정도로 이슈에 영향

가. 행위의 세가지 수준과 그 속성

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단체들(e.g., 자

정책 갈등은 세가지의 행위 수준(정치시스템, 정

연자원 또는 인공 환경) 폭과 다양성; 그리고 (3) 원

책하위시스템, 정책행위상황)에서, 그 경계를 관통

인과 결과가 상호작용하고 시간(예를들면, 장기나

하며 발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 행위상

단기)과 함께 환류하는 방식에 관한 시간성

황을 정치시스템과 정책하위시스템 속의 다양한 무

(temporality)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책 이슈의

대(arena)로 정의한다. 그 행위 수준들의 속성들은

도덕성은 행위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는 사회

정책갈등의 인지적이고 행태적인 특성들이 나타나

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가치들을 포함

는 방식과 그 결과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고 있는 이슈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관한 것이

이다.

다. 이러한 이슈들은 특히,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 이슈들과 비교할 때, 갈등적

나. 정책 행위자의 속성들

인 것으로 보여진다(Weible and Heikkila, 2017a;

정책 행위자가 어떠한 속성(attributes)을 지니고

Knill. 2013). 한 정책 이슈의 도덕성은 위협의 인

있는가는 ①행위자 내부적인 것과 ②행위자들간의

식과 타협에 대한 거부감을 증가시킴으로써 특히,

관계적인 것으로 분류 된다. PCF는 이것들이 갈등

강렬한 갈등의 추동요인이 되고 있다.

의 특성들을 형성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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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요사건들

적인 계속(deliberate continuation)에 관한 것이

모든 정책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갈

다. 결과는, 더욱 즉각적이거나 단기적인 효과(행위

등들은 중요사건들(events)에 의해 영향을 받고, 때

자 관계적인 정치적 자원 안에서 행위자 내부적인

로는 그 중요사건들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그 중요

학습과 변화 등)에서부터 더욱 장기적인 효과(이슈

사건들은 한 정책 환경의 정상적인 조건들과 비교

속성의 물리적 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인 연

할 때, 무질서(disorder)를 생산해낸다(Weible and

속체(continuum)에 의하고 있다.

Heikkila, 2017a; Nohrstedt and Weible, 2010).

중요사건들은 일정 범위의 잠재적인 소란들을 포함
하고 있는데, 위기와 재난들, 주요 선거들, 전쟁과

Ⅳ. 연구 설계

테러리스트 행위들, 기술적이거나 인간적인 실패들
등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분석틀과 가설설정

중요사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정책 갈등 에피소드와 새로운 산출물과 결과를 유

본 연구는 Weible and Heikkila(2017a)가 제시

발 가능하게 하는, 정책 환경의 시의적절한 순간이

하고 있는 PCF를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된다. 게다가, 중요사건들은 자기 힘으로 정책 갈등

신공항 입지갈등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적 특성을

의 한 원천(source)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갈등을 인지적 차원과 행태

정책 행위자들이, 갈등을 생산해내는 중요사건들을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석하고 그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중요사건에 대

신공항 입지갈등의 특성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자

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다. 첫째는 중요사건의

한다. 결론으로,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위한

복잡성(complexity)이다. 그것은 인과관계, 폭, 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모(영향받는 사람과 단위체의 수, 그리고 효과의 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모 등), 그리고 시간성(temporality)(급성, 만성, 또

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의 행위자는 개개인의 집단

는 만연 등). 둘째, 정책 이슈에 대한 시사적 그리

과 조직을 분석단위로 하고, 개인 행위자는 소속 집

and

단과 조직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비용

Heikkila, 2017a; Nohrstedt and Weible, 2010).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둘째, 입지 갈등의

고

지리적

접근성(proximity)이다(Weible

강도(intensity)는 정책갈등의 정책입장 차이와 위

4. 정책 갈등의 피드백

협의 인식, 타협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정된다. 셋
째, 정책갈등의 특성과 정책 환경은 상호간에 영향

정책 갈등은 정책 환경과 미래의 정책갈등을 형

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정책행위 수준의 자연적, 사

성하는 결과(consequences) 또는 효과(effects)를

회문화적, 제도적 속성과 정책행위자의 내부적, 관

지니고 있다. 정책갈등의 산출물(outputs)은, 한 이

계적 속성이 정책갈등의 인지적 차원의 특성에 영

슈의 실질적인 영역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 정책

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또한, 중요사건과 이슈가

행위 상황을 구조화 하는 제도적 장치들의 변화, 그

정책갈등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리고 정부 안에서 관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의
변화 등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결과(outcomes)는 하나의 정책 환경 안에서 측
정 가능한 변동들(measurable changes) 또는 의도

본 연구는 2018.12월 현재 공항예정지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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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이 진행중인 제주제2공항 사례를 대상으로

2. 신공항 입지갈등의 특성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 제주국제자
유도시가 출범하는 시기부터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가. 인지적 차원의 특성

2018년 12월까지 약 16년의 기간으로 한다. 공간

인지적 차원은 정책입장의 차이, 상대방으로부터

적 범위는 공항후보지 선정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느끼는 위협의 인식, 타협에 대한 거부감 등 3가지

지역으로 한다.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정책입장 차이와 관

본 연구는 PCF를 활용하여 제주제2공항의 추진

련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중앙정부 및 제주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다양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간에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입

한 기존 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시간

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 지방정부는

범위 내에서 발행된 정부보고서, 국토교통부 자료,

제2공항 건설이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료, 학술자료, 언론보도 자

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제2공항 건설

료, 제주도청 주민소통센터 관계자 인터뷰를 활용

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찬성의사를 보였다.

하였다.

’15.11.10. 제주제2공항 후보지가 발표되자 관광협

먼저, 각 사례별로 정책의 에피소드에 관한 것으

회, 출향도민,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기업, 출자·출

로 정책의 인지적 속성과, 정책갈등의 강도

연 기관장들은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제주환경

(intensity), 행태적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

운동연합과 경실연 등 환경시민단체도 명백한 반대

한 영향요인으로서 정책 행위자의 수와 그들의 속

없이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

성, 그리고 행위의 수준, 그리고 중요사건에 대해

을 표명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도 반대하

설명하고, 정책 갈등의 특성상 차이와 영향요인들

지는 않으면서도 밀어붙이기는 안된다는 논평을 냈

을 분석하였다.

다. 공항예정지 주민들도 제2공항에 대한 반대보다
는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한 불쾌감, 불만
을 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불쾌감과 불

Ⅴ. 제주제2공항 입지갈등 분석

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2공항 전면재검토를 요구
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어갔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로

1. 사례 개요
제주2공항건설 입지갈등은 제주공항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부터 자신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자, 불안감이 커져갔던 것이다. 온평리 주민들은
제2공항 추진계획이 발표된지 15일이 지난 11.25일
처음으로 공식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2007년과 2012년 대선당시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이러한 정책입장의 차이에는, 정책행위자들이 상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1년간의 제주공항인프

대방의 정책입장으로부터 느끼는 위협(threats)과

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15.11월

연결되어 있다. 공항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은 입

10일 기존공항을 유지하면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지선정 발표 후에 성산읍 일대에 신공항이 건설될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

경우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잃게 된다는 불안감이

다. 공항예정지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컸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환경

없었다고 반발, 생계문제와 입지선정과정의 투명

이 훼손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성, 공정성, 환경훼손 등을 문제삼으며 갈등이 전

는 입지선정발표 직후,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개되었다.

생계 대책을 적시에 설명해주지 못했다. 국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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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정책추진을 지

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였다. ’16.1.7. 국토부

연시킬 수 있지만,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와 제주도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

있지 않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고서 도민설명회가 반대측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

는 인식이 강하였다.

었고, ’17.9.18에도 제2공항 추진사항 서귀포시 설

지역주민은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이 문제에

명회가 반대주민 단체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대해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제

’17.10월 반대위측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서를

2공항의 입지와 관련된 정책갈등은 강도(intensity)

국토부에 전달하였다. ’17.12.19에는 반대위는 청

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와대 앞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하며 삭발식
을 행하였다. ’18.5.14.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나. 행태적 차원의 특성

원회 소속 주민은 지사후보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

정책갈등의 강도(intensity)가 높은 특성은 행태

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행태적 특성은 정부 내외

한편, 국토부와 제주도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은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행위자들의 활동과 관련이

법적 권한에만 의존하여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

있다.제주제2공항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은 일

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부 환경시민단체와 성산읍 거주민들이지만, 이들은

이 미약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정부와 제주도 지방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행태를

얻기 위해 여론동원이라든가, 지지연합의 형성 등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입지선정 발표 직후 언

의 수단도 미약하였다. 제2공항 적극 찬성 입장을

론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제2공항 반대 의사를 표명

보였던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는 시간이

하였다. 제주 녹색당도 정부와 제주도 지방정부의

흐르면서 입장이 다소 변화해, ’17.8.2. ‘제2공항 기

전격적인 발표는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사업시행

본계획 용역을 주민협의와 병행 추진’ 건의문 국회

전 정부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시행과 공생공영

와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

의 정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온평리 비상대책

속에 제2공항 찬성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모습을

위원회는 ’15.11.25. 제2공항 건설계획에 결사반대

보인 것이다. 한편, 2017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입장 공식 발표하며, 제2공항은 주민의견 수렴과

분위기가 바뀌어, 정부와 제주도는 최근 대화와 설

생존권이 배제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득을 하려는 분위기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입지 갈등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반대측 주민들은 1인 시위, 집회 등 점차 정부를 향

<표 1> 제주2공항 입지 갈등의 특성
갈등의 특성

인지적
차원

중앙정부, 제주도청(찬성측)

지역주민 단체, 환경단체(반대측)

정책 입장

신공항 찬성
공항안전 제고, 지역발전

신공항 필요성에 의문, 전면 재검토
환경문제, 생계 문제,

위협의 인식

개발의 이익이 더 큼

개발과 보상 이익보다
생업의 붕괴와 환경 훼손 위협이 더 큼

타협 거부감

행태적
차원

타당성 재조사 검증위에 참여하고 있으나, 타당성 재조사 검증위에 참여하고 있으나,
주민요구 수용에 부정적
정부안에 부정적

전략전술 형태
(정부 내부(직접), 외부(간접))

반대 단체를 대상으로
주로 직접적 수단 사용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직·간접적 수단 모두 사용

전략전술 방식
(강압(법률)적,/타협적,/적대(경쟁)적)

법률적

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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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항 입지갈등의 환경

대책위를 결성하여 제2공항 전면재검토를 요구하
며 국토부에 대응하고 나섰다. 한편, 제주도청은 주

가. 행위의 수준과 속성

민소통을 위해 ’16.1.13. 선산읍 지역에 특별지원사

제주제2공항 입지갈등이 정치시스템과 정책하위

무소를 개설하였다. ’16.2.2.에는 제2공항분쟁조정

시스템, 정책행위상황 3가지 수준에서 중첩적으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수준들 속에 나타나

이 문제를 국책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고 있는 속성들(attributes)은 자연적·물리적 측면,

변경을 요구하였다.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구체적인 수요조

있다. 자연적·물리적 측면의 속성과 관련하여, 제주

사와 사전타당성용역을 통해 제주제2공항 정책을

도는 육지와 떨어져있는 섬으로 바람이 많고 천혜

수립하였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되자, 야당

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을 지닌 곳이다. 유네

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

스코지정 세계유산과 생물보전권지역, 세계지질공

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16.10.7. 국회 국토

원 곶자왈, 용암동굴 등 보존가치가 높은 세계자연

교통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

유산이 많다.

의당 주승용의원은 제주제2공항이 주민들 의견 공

사회경제문화적인 속성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과

론화와 사회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다

거 조선시대에는 유배지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고 비판하고, 제주공항인프라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일본군의 기지로 사용되었고, 제주4.3 사건의 아픈

용역이 과업지시대로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경험이 있다.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함께 이러한 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은 제2공항 부

사문화적 배경이 제주도민들의 외지인에 대한 배타

지선정 과정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

성과 평화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의 약속,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 국제규범인

지역경제는 관광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1995년 전면적인 지
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상당

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제주도, 연구용역진 모두가
주민수용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진전을 이루어졌고 국민의 요구가 선거를 통해

2017년 5월 새정부가 출범하자, 국토부는 그동

반영되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라는 제주도민

안의 입장을 선회하여 반대측과 대화하기 시작하였

들의 여망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반영되어 대통령

다. ’18.9.1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와 협의

후보들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중앙의

끝에 국토부와 대책위측 각각 7인씩 추천한 14명으

정치인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선거를 의식하여 지역

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구

주민이 원하는 공항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동조하

성하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항개발 정책은

위원회는 8차에 걸친 회의 후, 12.18일 기간이 만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에 근거하여 ‘공항개발 중

료되면서,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장기 종합계획’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5년

활동기간 연장무산에 반발하였고, 국토부는 향후,

마다 수립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제주제2공항 입지갈등의 양상은 주로 공항건설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으로 나

나. 정책 행위자의 속성

타나고 있다. 먼저, 최하위 레벨인 정책행위상황과

주요 정책행위자로서 국토부와 제주도 지방정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초기에는 지역별로 제각각

제주도민(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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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등 제2공항 추진을 찬성하는 측과, 환경시민

많은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 정책 갈등은 강도 높은

단체(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와 공항예정지 거

특성을 보이게 된다(Weible et. al,, 2108). 정책관

주민(성산읍반대책위원회, 온평비상대책위원회) 등

련 지식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일부 왜곡 전달되

제2공항의 추진을 반대하는 측이 있다. 공항부지의

면, 행위자간 갈등의 요인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약 70%에 해당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성산읍 타지

작용하게 된다.

역과 별개로 자신들만의 대책위를 구성하여 운영하

정부와 지자체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

고 있다. 온평리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상 대상이 되

들에게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지만, 성산읍 다른 마을 주민들은(신산, 난산, 수산

으로 주장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파급효과

1리) 보상이익보다 소음피해만 더 클 것을 우려하

는 실제로 외부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지역

는 등 마을마다 처해진 상황의 차이가 있다.

주민들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환경훼손 등 피해

1) 행위자의 내부적 속성

와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

행위자의 내부적 속성에는 핵심신념, 정책관련

은 피해만 보고 이득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

지식, 위험과 편익에 대한 인식 등의 요소가 포함되

라는 불안감이 큰 것이다. 토지보상비로 인근 토지

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적 속성이 정책갈등의 인지

매입이 어려워 사실상의 터전을 내놓고 생업인 농

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사까지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협을 느

공항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핵심신념 관련하여,
단순히 보상이나 소음피해 저감의 문제가 아닌 경

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인 보상대책이 적시에 제시되지 않았다.

제적 생존권을 핵심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생계대

환경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 환경보호에 대한 신

책은 이들에게 타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

념이 강하다. 학자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환경문제

가치인 것이다. 지역주민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에 대한 전문지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항공 관련 전

농업인으로서 정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공항정

문지식은 약하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

책에 관한 경험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양한 경험

향을 받는 당사자는 아니다.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적

은 정책입장의 차이를 좁혀 갈등을 완화시킨다

지만 환경보호 신념이 강하다. 이들이 지역주민과

(Weible et. al,, 2108)고 할 때, 이러한 정책 경험

연계하여 협력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은 공항보

과 지식 부족이 정부측과의 정책입장의 차이를 좁

다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다.

히지 못하고 정책갈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이 미래 항공 수요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제주도 지

에 대응하여 항공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

방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입지

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한편 환경을 소홀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공항개발에

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관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또한 정부 발표

한 발전을 추구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지식에 있어

와 다른 내용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서 정부와 지자체는 제주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

은 가중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반대측 시민단체의

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의 협

지식과 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하게되고, 이들과 더

조를 얻고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욱 결속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 지방정부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당시,

정책에 대한 이러한 지식의 차이는 위험과 편익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수행되지 않아 공항시

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연결된다. 편익에 비해 더

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느지역에 소음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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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2공항 관련 정책행위자별 속성
내부적(intrapersonal)
구분

핵심신념

정책으로 인한
위험/편익 인식

네트워킹

조직의 제휴

중앙정부

지역발전, 항공안전

많음

편익 > 위험

강함

약함

제주도 지방정부

지역발전

많음

편익 > 위험

약함

약함

공항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

생계

적음

편익 < 위험

강함

강함

제주도민

생계

적음

편익 > 위험

약함

약함

상공인(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지역발전

많음

편익 > 위험

약함

약함

환경시민단체(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환경보전

적음

편익 < 위험

강함

강함

국가 연구기관

지역발전

많음

편익 > 위험

약함

약함

지역 연구기관

지역발전

많음

편익 > 위험

약함

약함

주민
지역
단체

관계적(interpersonal)

정책
관련 지식

전문
연구기관

는지 소음지도도 없는 상태이어서 보상방안에 대해

방정부는 조직간 네트워킹과 제휴가 활발하게 운영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

되지 않고 있다. 제2공항 유치를 위해서 조직적으

다. 한편, 성산지역에 제주제2공항 건설방안 발표

로 활동해왔던 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 등

한 다음 날인 ’15.11.11. 제주도청은 공황확충지원

지역단체들도, 후보지가 선정이 되자 활동이 적어

대책 종합본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지고 제주도청측과의 연대도 느슨해졌다.

처리와 지원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본부

한편, 제2공항 입지 확정 발표가 있자, 지역주민

장인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청은 공항예정지 주민

들은 5개 마을이 제각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토지보상이나 소음

기 시작했다. ’15.11.16.에는 공항 예정지역의 가장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서, 공항복합도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어시티)를 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거나 혜

’15.11.21.에는 신산리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제2

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상하고 대우해야한다

공항 반대를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

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다. ’15.11.25.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공항

은 주민들에게는 수용되지 않았다.

입지 확정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주민 생존권이 배제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

2) 행위자의 관계적 속성

로 발표하였다. 공항예정지가 확정된지 8개월이 지

관계적 속성에는 행위자의 연결망(base of

난 ’16.7월에 이르러 지역주민들은 신산, 난산, 수

network relations)과 조직들의 제휴(organizational

산리 마을별 대책위를 통합하여 제2공항 성산읍 반

affili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성산읍반대대책위

배타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거나, 환경시민단체
들과 제휴하는 행위자들이 개방적인 네트워킹을 형
성하거나 정부나 학술단체 같은 조직들과 제휴하는

원회는 제2공항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과 연대를 이루고 있다.
정책행위자별 속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행위자들보다 강도 높은 정책갈등의 특성을 보인다
(Weible et. al,, 2108). 정부와 제주도 지방정부는,

다. 정책이슈

지역전문가와 언론,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킹이

제2공항 건설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지역발전,

형성된 모습이 미약하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지

마을공동체 파괴와 생계문제, 소음문제 외에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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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의 자연환경 훼손 문제와 평화이슈, 제2공항 정책

공약하였다. 2012년에 대선당시에는 박근혜 후보

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수용성 등이 이슈가 되었으

도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을 공약하였다. 경제적 타

며, 이들 이슈는 정책과정 내내 중단 없이 이어졌다.

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15.11.10.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발표 직후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주민의견 수렴절

선거가 갈등의 이슈를 꾸준히 만들어 지속시켰고,

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다가, ’16.7.5. 사전

갈등의 쟁점이 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다. ’15.11월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기 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뒤, 12월부터 2016년 총선

작하였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기존공항의 확장

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은 제2공항에 대

과 제2공항 건설 대안의 비교검토와 최적대안제시

한 다양한 입장들을 발표한다. 2015년 12.23일 녹

가 핵심과제인데, 확장안은 2페이지에 불과하며,

색당 비례대표 후보들 제2공항 전면재검토 촉구한

제2공항 신설방안이 147페이지 분량으로 대안의

다. 12.28일 신산리 주민들 정부와 여야정당에 제2

비교검토가 전혀 없으며, 정석공항 이해관계자기

공항건설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

용역을 수행하여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제외하

출한다. ’16.1.9.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의정

는 등 객관성을 상실한 부실한 용역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제2공항 예정지입지 선정과정을 국회

또한, ’16.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국정감사에

에서 검토해야하고 제2공항입지 재검토를 주장했

서 제주제2공항의 민영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다. ’16.1.11.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발언

’17.2월 도민행동은 제2공항의 공군남부탐색구조부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

대 설치계획 의혹제기, 평화의 섬을 위협하고 있다

구하며 대립하였다. 2017년도 대통령 탄핵과 대통

고 주장하였다. 더우기, ’17.4.13 제2공항 건설할

령 선거도 중요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

경우 인근 오름 10개를 절취해야 한다는 한국개발

핵되자, 제2공항 반대위측은 제2공항이 적폐정권에

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논란이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

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렀다. 예비후보들은 박근혜정부와 제주도정이 도민

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 최소화라는 발표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도민갈등이 유발되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대대책위측은 비판 하였다.

었다며, 추진중단하거나 원점재검토해야 한다고 주

’17.10.31. 제주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수산1리

장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그러

에서 동굴이 발견되면서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

나,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와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

정부는 한층 더 소통하고 타협적인 분위기로 변화

은 국토부의 부실용역을 비판하였고, ’17.11월 기

하였다. ’17.12.5.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반대주

존 시민단체를 확대하여 정당도 참여하여 새롭게

민들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전타당성재

출범한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2공항인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타당

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부실 주장과 함

성 조사에서 주민 의견을 수용한 최초 사례이다.

께, 환경수용력,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제기하였다.

’18.6.13 지방선거도 중요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녹색당 예비후보는 제2공항 반대를 주장, 더불어민

라. 중요사건

주당 예비후보들은 제2공항 건설보다는 현 제주공

제주제2공항과 관련하여서 갈등의 특성에 영향

항 확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문대

을 미친 중요사건들을 보면 먼저, 선거이다. 2007

림 예비후보는 제2공항 반대하지 않으면서 원점재

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는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을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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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제2공항 건설에 찬

등의 탐색과 완화 가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

성하였다. 지방선거를 통해 원점재검토, 재조사, 백

하고 있다. 정책갈등이 정치시스템하의 어디에서나

지화, 재검토용역 결과이후 공론화 실시 등 다양한

존재하는 것임을 가정할 때, 목표는 정치적 행태의

의견이 표출되었다.

규범들을 식별하여 정책갈등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서 긍정적인 효과로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갈등들의 패턴을 이해를 필요로 하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고, 또한 이러한 패턴들이, 사회적 병폐문제를 다루
어 오늘의 정책갈등들이 미래에는 심신을 약화시키

PCF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제2공항 사례

는 정책입장의 차이와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위협

는 갈등들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의사결정으로 이
끄는 조건을 식별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 인식이 큰 고강도(high-intensity) 갈등이라는

다만, 본 연구 분석의 한계는 요인간 인과관계에

특성을 보였다. 제주제2공항 갈등은 입지 선정시에

대해서 문헌자료 조사와 관계자, 전문가 인터뷰 등

는 관련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는 핌피

을 통한 추론에 기초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분석

적 현상을 보였으나, 유치 확정 후에는 예정지 인근

의 객관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

주민을 중심으로 님비적 현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하다.

보이고 있으며, 갈등이 장기적이고 정책과정 내내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PCF를 활용하여 신공항 입지갈등을 분석한 결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항 입지갈등

입지 확정 후에도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

같은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

관성, 신뢰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었는데,

해서는 정부관리들은 자신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

있다는 인식에서 탈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의 문제는 권위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과 소통·협력하여 신뢰

지닌 전문지식의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

를 얻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내와 시간을 필

신공항 입지는 환경요인으로서, 대통령 및 지자

요로 한다. 둘째, 신공항개발처럼 사회·경제적 파급

체장 선거라는 정치적 중요사건과 정부로부터 제공

효과가 크며 고강도(high-intensity)의 갈등 특성을

되는 전문 지식과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가 시간이

지닌 메가프로젝트의 정책결정은 독립성과 중립성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확보된 공론화위원회3)의 활용을 법제화할 필요

PCF는 신공항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의

가 있다(이호용, 2013). 셋째, 공항입지 선정과정에

개념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다. 본 분석틀은 정책갈등에 초점을 두는 것은 학문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기준과 절차의 사

적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

전공개, 권위있는 전문가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치학과 정책 이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신공항 개발처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편익은

핌피(PIMFY)적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선

갈등에 관련된 강도(intensity)를 비교하고, 정책 갈

거에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개발 메가프로젝트는 사

3) 국가공론위원회법안은 프랑스의 갈등관리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모델로 한 것으로, 2012.8.29.에 당시 김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해 중단할
지, 재개할지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2017.7.24.~10.21)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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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대이익에 상응하는 규모로 피해지역 보상
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비용
을 분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행
갈등관리 및 조정 관련 법제도 운영 방식을 사전예
방 체제로 변경하고, 지역갈등에 있어서, 지역언론
의 이기적인 보도는 정보를 왜곡하여 갈등을 심화
시키고 소통과 협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박태
우, 2012),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대응 전담팀
구성하여 수시로 브리핑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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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소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그리고 효율
적인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계획
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충전소와 같은 대체연료 충전소 입지 선정 연구
들은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용자 측면,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입지를 최적화 하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에 적합한 하이브리드형 수소 공급방식을 제안하고, 그러한 공급방식 하에서 이용
자 측면의 이용수요를 최대화하며 공급자 측면의 충전소/개질기 설치비용 및 수소운송비용을 최
소화하는 수소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앙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계획과 같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정
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수소충전소, 대체연료충전소, 입지 선정,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 최적화

In order to activate the hydrogen vehicle market, it is urgent to construct hydrogen refueling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lans of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in terms of user and supplier.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select
alternative-fuel station sites such as hydrogen stations. However, most of these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models that optimize the location only on the user side or the supplier side. In this
study, we propose a hybrid hydrogen supply method suitable for the early stage of hydrogen refuel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ed a model for optimal location of hydrogen refueling station that
minimizes supply cost with maximizing user demand under the hybrid supply method. Using the
developed model, the optimal location of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 was selected for the idle sites
of the national expressway tollgat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policy decision when the central government 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tend to pursue the
policy project such as the hydrogen refueling infrastructure plan.
￭ Keywords: Hydrogen Refueling Station, Alternative‐Fuel Station, Location Problem, Idle Site
of Tollgate, Optimization

하이브리드형 수소공급방식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개발

Ⅰ. 서론

골고루 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공급자 측면에서
는 수소 운송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산, 여수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연료전지차량(Fuel

부생수소를 생성하는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설치하

Cell Electric Vehicle, 이하 수소차)의 가능성은 높

는 것이 경제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소 충전 입

이 평가 받지 못했다. 수소차가 갖는 안정성문제 및

지 선정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의 요소

1회 충전 주행거리(항속거리)와 같은 몇 가지 문제

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자동차업계에서

수소충전소와 같은 대체연료 충전소 입지 선정

수소차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바뀌는 듯하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어 왔다(Kim & Kuby

다. 기존의 수소차에 비해 항속거리도 대폭 개선되

(2012), Hosseini et. al. (2017), Upchurch et. al.

어 약 600km에 달하며, 가연성인 수소를 연료로

(2009), MirHassani & Ebrazi (2012), Chung &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성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Kwon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고 한다.1)

이용자 측면,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입지최적화 하

하지만 고무적인 수소차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

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일부 연구

고 수소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Wang & Wang, 2010)의 경우 이용자의 편익과 공

멀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수소 충전 인

급자의 비용을 모두 고려한 최적 입지를 산정 모형

프라 때문이다.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수소충전

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체연료충전소를 대상으로

소는 전국적으로 10여개

더욱이 그 중

한 일반화된 최적 입지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수소

절반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수소차가 실생

공급방식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정도이다.2)

활에서 활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소충

국토교통부는 향후 예상되는 수소차 수요 증가

전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에 적합한 하이브리드형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수소공급방식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소 공급방식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2025년

하에서 공급자 비용 및 이용자 수요를 모두 고려할

까지 총 20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한

수 있는 수소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 모형을 제안

정된 재정 하에서 효율적인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

하고자 한다.

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소 충전계획을 수립할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공급방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및 공급자 측

식 및 기존의 입지선정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며, 3

면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최적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소충

입지 선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소 입지선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

현실에서는 이용자 및 공급자의 요구사항이 항

는 개발된 입지 선정 모형을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

상 같지 않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소차량 이용자

하여 수소충전소 최적 입지를 산정하였다. 마지막

의 장거리 통행을 고려한다면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1) 도로위 수소폭탄 수소차, 안전·친환경·경제성 확보됐나,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66),
[2019.03.22]
전세계 최장 기록! 현대차 ‘넥쏘’의 항속거리는?, 네이버 포스트(http://naver.me/5HFoF1fa), [2018.07.16]
2) 수소충전 가능 지역, (사)한국수소산업협회(http://www.h2.or.kr/map.html), [2018.07.16]
3)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사회 앞당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
185999),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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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저장
압축
축압
냉각
충전

:
:
:
:
:
:

수소생산 방법에는 석유화학 공장의 부생수소 활용 및 천연가스 등 개질방법, 수전해 방법 등이 있음
Off-site 충전소 경우 외부에서 공급받은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
많은 수소를 수소전기차의 수소탱크에 충전하기 위해 수소를 압축기로 압축함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를 수소전기차에 충전하기 위해 고압의 압력으로 저장하는 장치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는 고온의 상태이므로 냉각기를 통해 수소의 온도를 상온으로 만듦
충전기를 통해 고압의 수소를 수소전기차의 수소탱크에 주입함

출처: 수소충전소 정보, (사)한국수소산업협회(http://www.h2.or.kr/h2_01_4.html), [2018.02.03]

<그림 1> 수소충전소의 수소 공급방식

Ⅱ. 기존 문헌 고찰

식은 수소 생산 시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수소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

1. 수소충전소의 수소 공급 방식4)

지역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수소를 수송하는데 운송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수소차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수소 운송방법으로는 지면에 매설된 수소 배관

높은 수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비용

을 통해 수소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방식과 수소

을 낮추거나 수소 운송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본 연

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튜브를 트레일러로

구에서는 교통측면에서 접근하여 수소 운송비용을

운송하는 튜브 트레일러 방식이 있다.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소 충전소의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 방식은 수소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방식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수소충전소의 수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파이프라인 초기 매설시

공급방식은 <그림 1>과 같이 ‘중앙공급 방식’과 ‘현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소 수요가 많을 경

지공급 방식’으로 나뉜다.

우 주로 사용된다. 현재 수소 파이프라인은 석유화
학단지(울산, 여수)를 중심으로 약 200km 정도 구

가. 중앙 공급 방식

축되어 있다.5)

중앙 공급 방식은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 지역에

반면, 튜브 트레일러 방식은 기체수소를 고압으

서 대량생산된 부생수소를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

로 압축해 저장하는 튜브용기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레일러를 통해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급방

기체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컴프레셔 시설만 갖

4)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실무진 인터뷰(2018.02.08, 2018.04.16)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5)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2017), 수송용 수소연료가격 설정 및 수급관리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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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면 수소 운송이 가능 하므로 파이프라인 방식에

에 개질기를 한번 가동하는데 12~24시간 정도의

비해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운송 시 운송

준비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술로서의

거리 및 운송횟수에 비례하여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개질기는 필요한 만큼만 가동시키는 것이 아닌 용광

는 단점이 있다. 파이프라인방식 수소운송이 톤당

로처럼 24시간 내내 가동시켜야하는 비효율성이 존

200만원 소요된다면, 튜브트레일러 수송운송은 거

재한다.

리에 따라 톤당 600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소요된
다.6) 따라서 수소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은 보통 파

2. 충전소 입지 선정 연구

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거나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7) 참고로 국내 수소 운송은 12%

기존에 시설의 입지 산정 시 사용된 전통적인 입

가 튜브트레일러로, 88%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되

지산정 모형으로는 Set Covering (Garfinkel &

고 있다.8)

Nemhauser, 1972), Maximal Covering (Church
& ReVelle, 1974), P-median (Hakimi, 1964) 등

나. 현지 공급 방식

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후보 시설 입지 주변의

현지 공급 방식은 충전소에서 천연가스, LPG 등

점(노드) 수요를 최대화하는 최적 입지를 선정 한다

을 개질하여 직접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방식이다.

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Hodgson (1990)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수행중인 수소&연료전

편의점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충동적으로 구매하

지 프로그램(Hydrogen & Fuel Cells Program)에

는 시설의 경우 시설 주변의 노드 수요가 아닌 시

따르면 소형 개질기를 통한 현지공급방식은 생산지

설을 통과하는 경로기반의 통행량을 고려하는 것이

가 공급지에 위치하여 각 충전소 수요에 맞춰 수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

를 생산할 수 있으며, 광역 운송 인프라가 필요 없

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나 대체연료충전 시설 역시

어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9) 또한 상

이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 인해 수소 초기 시장 단계

시설 인근에 위치한 교통존(노드) 수요를 최대화 하

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를 처리하기 적합하다고

는 입지가 아닌 해당 시설 앞을 지나는 통행량들을

언급하고 있다.10)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최근 해외에서는 소형 개질기를 이용한 수소공

다. 이에 Hodgson (1990)은 해당 시설을 통과하는

급방식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를

경로 통행량 기반의 입지 산정 모형인 Flow capacity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

location model (FCLM)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로 사용되고 있는 개질기는 구조적/경제적 문제로

FCLM 역시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산정하는데

인해 한번 가동하면 중지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차량의 1회 충전 시

고 있다. LPG/CNG를 수소로 개질하기 위해서는

항속거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FCLM 모형

높은 온도(섭씨 900도)의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

은 차량의 항속거리와 상관없이 시설을 통과하는

수소산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음, SK증권사 리포트(http://file.mk.co.kr/imss/write/20171023164411__00.pdf), [2018.07.16]
위 자료.
위 자료.
Distributed Hydrogen Production via Steam Methane Reforming, DOE(https://www.hydrogen.energy.gov/docs/cs_distr_steam_methane_reform.
doc), [2017.07.17]
10) 위 자료.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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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을 최대화 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FCLM의 한계점에 착안하여 Kuby & Lim
(2005)은 FCLM에 추가적으로 차량의 항속거리 개념

 
   


∈

∈

location model (FRLM)을 개발하였다. Kuby &



∈

Lim (2005)은 수식화하기 어려운 차량의 항속거리

Hosseini et. al. (2017), Upchurch et. al. (2009),
MirHassani & Ebrazi (2012), Chung & Kwon (2015)

등은 FRLM 모형이 지닌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완화
하여 다양한 확장 FRLM 모형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용자 측면,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입지를 최적화 하
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Wang &
Wang (2010)의 연구와 같이 일부 연구의 경우 이

용자의 편익과 공급자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최
적 입지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이

≥ 



∀∈

(2)

∀∈ ∈ (3)



 ∈ ∀

개념을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직관적이고 선형적인
들이 FRLM에 관심을 갖았다. Kim & Kuby (2012),

 

 ≥ 

을 도입하여 충전소 입지선정 모형인 Flow refueling

수리적 모형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연구자

(1)

 

(4)
(5)


 :  쌍의 인덱스번호
 : 모든  쌍 집합
 : 의 통행량
 : 의 왕복통행 가능여부 {0:불가능, 1:가능}
 : 후보 시설 입지(노드)
 : 모든 후보 시설 입지 집합
 : 입지의 시설 설치여부 {0:미설치, 1:설치}
 : 설치할 시설수
 : 시설 조합의 인덱스번호
 : 모든 잠재 시설 조합 집합
 : 조합의 시설 포함여부
 : 조합이 를 왕복통행 가능케 하는지 여부
 : 조합 내 모든시설 설치여부

는 대체연료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일반화된 최적
입지 모형으로 수소 공급방식 등 수소 충전소의 특
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Ⅲ.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앞서 검토한 우리나라의 수소 공급방식
과 함께 공급자 비용 및 이용자 수요를 모두 고려

1. 시장 도입 단계에 적합한 수소공급방식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 모형을 개
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소충전소의 수소 공급

이에 앞서 기존 Kuby & Lim (2005)이 제시한

방식은 타 지역에서 대량생산된 부생수소를 파이프

FRLM모형의 수리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1)은

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받는 중앙공급

목적함수로 모든 기종점쌍의 왕복통행 가능한 통행

방식과 수소충전소에서 천연가스, LPG 등을 개질

량을 최대화함을 의미한다. 식(2)는 특정 기종점쌍

하여 직접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현지공급 방식으

q가 왕복통행 가능하려면 기종점쌍 q를 왕복통행

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타 지역에서 생산된 부생

가능케 하는 시설 조합이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

수소를 공급받는 중앙공급방식은 수소 생산 시 대

다. 식(3)은 특정 시설조합 h가 운영되려면 그 시설

량으로 생산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소 생산비용이 저

조합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까

의미한다. 식(4)는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수 조건을

지 수소를 이송하는데 운송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의미하며, 마지막 식(5)는 결정변수들의 이진조건을

있어 수소 수요가 적은 수소차 시장 초입 단계에서

의미한다.

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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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형 개질기를 이용한 현지공급방식의 경

따라서 수소 공급방식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

우 공급지에서 바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운송

이브리드(중앙&현지) 수소 공급방식을 대상으로 하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개

여 이용자측면과 공급자측면을 모두 고려한 최적

질 기술로는 개질기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비

입지 선정 모형을 검토하였다.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소차 시
장 초입 단계에 수소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이러한

2. 수리적 모형 개발

비효율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 개질기를 통해 생산한

개발한 모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수소를 개질기를 보유하지 않은 인근 충전소에 공급

다. 식(6)은 목적함수로 이용자 총 수익에서 개질기

하는 하이브리드(중앙&현지) 공급 방식을 검토하였

설치비용, 충전소 설치비용, 수소 운송비용을 제외

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물류에서

한 총 편익을 최대화함을 의미한다. 식(7)은 특정

흔히 사용하는 Hub&Spoke 방식과 유사하게 거점

기종점쌍 q가 왕복통행 가능하려면 기종점쌍 q를

충전소에 소형 개질기를 설치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왕복통행 가능케 하는 시설 조합이 운영되어야 함을

인근 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의미한다. 식(8)은 특정 시설조합 h가 운영되려면

개질기 설치비용이 약

그 시설 조합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

감안한다면, 모든 충전소에 개질기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9)는 설치된 충전소에만 개

비용이 약 30억
20억

원12)임을

원11)이고,

를 설치하는 것보다 허브역할을 하는 거점 충전소에

질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을 의미한다. 식

만 개질기를 설치한 후 인근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

(10)은 개질기가 설치되어야 수소를 공급할 수 있

하는 방식의 운영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11)은 설치된 충전소는 하
나의 개질기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의
미한다. 식(12)는 공급한 수소량은 개질기의 공급용
량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식(13)
과 식(14)는 결정변수들의 이진조건을 의미한다.

 
          

 

∈

 

∈



∈



 ∈ ∈

   

(6)

 



∈

<그림 2> 하이브리드형 수소공급 방식

 

≥ 

∀∈

(7)

 ≥ 

∀∈ ∈

(8)

 ≤ 

∀ ∈

(9)

  ≤ 

∀ ∈ ∀∈

(10)

11)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2017), 수송용 수소연료가격 설정 및 수급관리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12) LPG업계는 ‘수소車’ 주목, 이투데이(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6481),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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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1)

한편, 본 모형은 기존의 FRLM을 확장한 모형이
기 때문에 FRLM에서 가정하는 기본 가정들 또한

(12)

동일하게 적용된다. Kim & Kuby (2012)가 제시한

 ∈ ∀∈∈∈

(13)

FRLM의 기본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4)

∈

 

 

∀ ∈ ∀∈


 :  쌍의 인덱스번호
 : 모든  쌍 집합
 : 후보 시설 입지(노드)
 : 모든 후보 시설 입지 집합
 : 시설 조합의 인덱스번호
 : 모든 잠재 시설 조합 집합
 : 조합의 시설 포함여부
 : 조합이 를 왕복통행 가능케 하는지 여부
 : 의 통행량
 : 조합 내 모든시설 설치여부 (단,  ∈  )
 : 충전소 설치여부 (단,  ∈  )
 : 의 왕복통행 가능여부 (단, ∈  )

 







:
:
:
:
:
:
:
:

충전소의 개질기 설치여부 (단,  ∈  )
충전소에서 충전소로 운송여부 (단,    ∈  )
인당 수익(원/명)
충전소 설치비용(원/개소)
개질기 설치비용(원/개소)
 - 거리에 따른 수송비용(원)
충전소 개질기의 일일 총생산량(  )
충전소의 일일 총수요량(  )

첫째, 충전소의 잠재고객은 충전소 앞을 지나가
며, 왕복통행 가능한 기종점 통행량이다.
둘째, 왕복통행 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와 되
돌아올 때의 경로는 동일하다.
셋째, 충전소는 노드에 위치한다. 만약 링크 상
에 후보 충전소 입지를 정의할 경우, 링크 상에 노
드를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차량은 동일한 항속거리를 지닌다.
다섯째, 차량의 연료소비량은 거리에 비례한다.
여섯째, 기점에서 출발하는 모든 차량은 연료탱
크의 절반 수준의 연료를 지닌다.

Ⅳ.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개발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을 활용하여 수소차의 지역간 장거리 이동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의 수소충전소 최적

본 모형은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수요를 최대화

입지를 검토하였다.

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충전소/개질기 설치비용 및

다만, 실용적인 입지 선정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수송공급에 필요한 수소운송비용을 최소화하는 입

서는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후보 부지를 대상으

지 선정 모형이다.

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Kuby & Lim

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적용에 앞서 현실적

(2005)이 제시한 FRLM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공급

으로 수소충전소가 설치 가능한 후보 부지를 검토

자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수송거리를 최소화하는

하였다. 전국 고속도로 상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입지모형인 P-median모형을 응용하였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겠으나 본 연

본 모형은 목적함수와 제약식이 선형으로 이루

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전면적

어진 정수선형계획(Integer linear programming)

으로 도입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고속도로 요금

모델이다. 정수선형계획법은 분기한정법(Branch and

소 유휴부지에 초점을 맞췄다.13)

bound)을 적용하여 유한 시간 안에 최적해를 도출

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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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고속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각 영업소

로 내 대부분의 영업소는 무인화 되어 요금소가 차

의 유휴부지의 면적을 산정하였다. 조사의 효율성

지하던 공간은 유휴부지로 남게 된다. 고속도로의

을 고려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위성지도

요금소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절점

정보를 활용하여 유휴부지 면적을 추정하였다. 다

상에 위치한다. 따라서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발생

만, 공개된 위성사진 정보의 경우 전반적으로 해상

되는 요금소 유휴부지를 수소충전소로 활용한다면

도가 높지 않아 정확한 도로구역 및 차선을 인지하

국가기간망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

기가 어렵고, 지역에 따라 위성사진의 해상도 차이

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 존재하는 등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

이에 본 장에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기 때문에 조사된 유휴부지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

발생되는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를 검토한 후,

임과 동시에 향후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발생되는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수소충

실제 유휴부지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

전소 최적 입지를 선정하였다.

리 밝힌다.

2. 후보 입지 선정
가.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 현황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되는 요금소
유휴부지를 수소충전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때 요금소 유휴부지는 <그림 3>과 같이 “고속도로
본선 도로 부지 외 요금징수를 위해 확장된 도로
등의 부지”로 정의하였다.
먼저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시 설치 대상이 되
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도
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영업소 위치정보 API15)를 활용하였다. 2018
년 3월 기준, 영업소 위치정보 API에 등록된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수는 39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출처: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2018.09.08]

<그림 3> 동서울(중부선)영업소의 유휴부지 조사예시

그리고 조사된 고속도로 영업소의 유휴부지에

13) 최근 일자리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전면 도입 대신 다차로 하이패스와 기존 요금소를 병
행 추진하는 단계도입으로 선회함. 그러나 언젠가는 전면 도입될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면 도입에 따른 전국의 요금

소 유휴부지를 후보 대상으로 설정함
14)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8761),
[2018.03.03]
15) 영업소 위치정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ex.co.kr/openapi/basicinfo/openApiInfoM?apiId=0123&service
Type=OPENAPI&keyWord=%EC%98%81%EC%97%85%EC%86%8C&searchDayFrom=2014.12.01&searchDayTo=2018.05.29&CATE
GORY=&GROUP_TR=),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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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요금소 유휴부지 면적 히스토그램

인터넷 포털사이트16)의 지도서비스에서 제공하
는 위성사진 정보를 활용하여 요금소 유휴부지 면

났다. 그리고 대부분(약 84%)의 영업소가 10,000
  이하의 유휴부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적을 산정하기에 앞서, 조사된 전국의 394개의 고
속도로 영업소의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2018년

나.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필요면적 추정

4월~5월 기준으로 약 373개의 고속도로 영업소의

조사된 요금소 유휴부지는 면적과 공간적 형태가

위성사진을 구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373개의 고

다양하여, 충전소 설치 가능한 유휴부지와 설치 불

속도로 영업소를 대상으로 요금소 유휴부지 면적을

가능한 유휴부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에 유휴부지

검토하였다.

의 공간적 형태와 면적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고속

영업소별 유휴부지 면적 분포는 <그림 4>와 같

도로 영업소의 유휴부지 중 공간적으로 수소충전소

다.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요금소들의 전체 유휴부

설치가 가능한 입지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는 약 2.76   (약 84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에 달하는 면적이다. 영업

최소면적을 검토하였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소 평균 유휴부지 면적은 7,402   이며, 표준편차

규칙17)의 별표 5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배

는 9,106   이다. 최대 유휴부지 면적은 80,133  

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장식과 제조식 수소자

로 중부선의 동서울 영업소의 요금소가 가장 큰 유

동차충전소는 제1종 보호시설로 부터 최소 17m이

휴부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휴부지

상18), 도로경계로부터는 5m이상, 사업소경계로부

면적을 1,000  단위로 계급을 나누어 빈도수를 살

터 1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특

펴보면, 3,000~4,000   의 유휴부지를 지닌 영업

례기준19)이 제정되면서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가 가장 많은 것(74개소, 전체 약 20%)으로 나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8m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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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2018.09.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http://www.law.go.kr/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2018.09.20]
충전소의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이 1만 이하일 경우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법제처(http://www.law.go.kr/행정규칙/융·복합, 패키
지형및이동식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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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치된 수소충전소 충전설비의 평균 면적
2

이 약 660m (33m X

임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GIS 프로

요금소의 유휴부

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였다. 프로그래밍 기법과 조

지는 최소 한 면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방호벽

사된 요금소 유휴부지의 GIS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을 설치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금소 유휴부지

부지 내 최대 사각형 면적을 산출한 후, 산출된 유

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 부지면적은

휴부지 내 최대 사각형 면적 대비 수소충전소 최소

<그림 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이때 면적은 약

설치면적 비교와 동시에 최대 사각형의 짧은 변의

1,617m2(49m X 33m)이다.

길이와 수소충전소 최소설치면적의 짧은 변 길이를

20m)이고20)

비교함으로써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입 접근 및 가지 치기방
식을 사용한 D3plus의 근사 최대사각형 산정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유휴부지의 최대 사각형 면적을
산정하였다.21) D3plus의 최대 직사각형 산정 알고
리즘은 전역 최적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
관적이며 구현이 쉽고 수행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D3plus의 최대 직사각형 산정 알고리즘의 의
사코드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
<그림 5> 수소충전소 필요면적 추정

다.
D3plus의 최대 직사각형 산정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조사된 영업소별 유휴부지 내 최대 직사각형

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 선정

면적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직사각형 중 짧

조사된 영업소별 요금소 유휴부지의 충전소 설

은 변의 길이가 33m 이상이며, 최대 직사각형 면

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유휴부지 면

적이 2,000m2이상인 영업소를 산출하였다.22) 전국

적과 앞서 검토된 최소 필요면적을 비교하는 방법

373개 영업소 중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면적만 비교하게

약 364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 여

되면 최소 면적기준을 만족하지만 짧은 변의 길이

부를 판단한 결과, 그 중 19개 영업소가 최소 면적

가 상대적으로 작아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유휴

기준 및 최소 폭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또한 설치 가능한 유휴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충전소 최소설치면적 기준을 만족하는 19개의

따라서 공간적인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

영업소는 <표 1> 및 <그림 7>과 같다. 최소면적기

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 기준과 유휴부지의 공간적

준을 만족하는 영업소는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권에

형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많은 교통량이 밀집되는 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관점에서 분석가의

도시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영업소가 많은 교통량

20) 박지원·허윤실·강승규(2017), 국내 LPG 충전소 내 수소 융복합충전소 구축 가능 부지 연구,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
집 제28권 제6호
21) D3plus 는 오픈소스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툴로써, 다각형의 최대사각형 산정 알고리즘이 공개됨.
22) 앞서 정의된 수소충전소 최소설치면적은 1,617m 2이지만, 조사된 면적의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후보시설
설치 기준을 2,000m2 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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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형 내 임의의 점  개 생성
 = {∅}
for  = 0 to  step 1
Create random point  in polygon
Add  to 
// 방위각을 변경하면서 해당 방위각의 최대 사각형 산출
for orientation  = 0 to 180 step 
for each point  in 
// 다각형 내 임의의 점 좌표정보를 이용하여 사각형 중심점 생성
(   ) = CalculateCenterPoint(  ,  )
 = {   }
for  in 
// 임의의 점에서 해당 방위각 및 방위각 및 수직으로 접하는 다각형 접점들을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최소 및 최대 종횡비를 추정
 = CreateRatioRange(      )
for each aspect ratio  in 
//중심점과 방위각, 종횡비를 이용하여 사각형 생성
 = CreateRectangle(    )
//사각형이 다각형 내에 위치하며, 최대면적보다 클 경우 최대사각형정보 기록
if  is inside a polygon && area of  > maximum area  then
 = area of 
 = 
출처 : Largest rectangle in a polygon, D3plus(https://d3plus.org/blog/behind-the-scenes/2014/07/08/largest-rec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근사된 최대 직사각형 산정 알고리즘(D3plus)

<표 1> 공간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한 영업소 현황
고속도로

최소 길이
(m)

최대사각형
면적(m2)

서울

경부선

49.51

19,308

청계

서울외곽순환선

66.40

15,885

동서울

중부선

60.73

15,549

서서울

서해안선

41.34

14,261

대구

중앙선(대구부산)

39.44

13,980

남양주

서울양양선

49.09

13,977

부산

경부선

37.17

12,093

구리남양주

서울외곽순환선

35.96

12,079

대동

남해제2지선

35.71

11,774

군자

영동선

42.74

11,109

김해부산

중앙선(대구부산)

36.76

10,676

남인천

제2경인선

39.44

9,867

북평택

평택화성선

34.32

9,784

동광주

호남선

35.52

8,538

울산

울산선

35.29

8,508

북대구

경부선

44.21

7,631

인천

경인선

34.25

7,176

시흥

서울외곽순환선

35.15

6,384

동대구

중앙선(대구부산)

34.81

4,256

영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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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출처: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2018.09.08]

<그림 7> 공간적으로 충전소 설치 가능한 영업소 현황

하이브리드형 수소공급방식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개발

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요

3,232,948 통행인 것으로 확인된다.24)

금소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② 충전소 운영자의 차량 당 수익(  )
충전소 운영자가 고속도로 이용자 1차량(통행)을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이다. 최근 개발되어

3. 수소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

판매되고 있는 수소차25)의 수소충전용량은 6.33kg
앞서 산정한 19개의 후보 충전소 입지를 대상으

이며, 판매되는 수소비용이 8,000원/kg26)이라고

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입지 최적화모형을 적용하여

가정했을 때 1대의 수소차량의 충전비용은 약 5만

고속도로의 수소충전소 최적 입지를 선정하였다.

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전소 운영자가 취하는 이
익률이 10%이며,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는 연료를

가. 입력 파라미터 설정

완충한다는 가정 하에 충전소 운영자의 차량 당 수

모형적용에 앞서 모형에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

익을 약 5천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특정 충전소
의 일일총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본선교통량 대

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비 충전소 이용률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① 고속도로 이용자의 기종점간 통행량(  )

도로공사(2014)에서 조사한 주유소/충전소 이용률

고속도로 이용자의 기종점간 통행량을 설정하기

(1.87%) 정보를 활용하였다. 주유소/충전소 이용률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배포하는

은 한국도로공사(2014)에서 제시한 조사된 주유소/

고속도로 영업소간 기종점 통행량

정보23)를

활용하

였다. 2018년 4월 17일 기준, 401개 영업소간 기종

충전소 이용자수 총합(83,748대/일)에서 본선 교통
량 총합(4,473,850대/일)을 나눈 값이다.

점 통행량 정보를 차량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공하
고 있다. 그 중 테스트 영업소 및 물리적으로 같은

③ 충전소 및 개질기 설치비용(   )

영업소이나 논리적으로 구분한 영업소 등을 삭제

수소충전소는 설치하려는 수소 저장소의 규모에

및 통합하여 388개 영업소간 기종점 통행량을 대상

따라 다양하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2017)에

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따르면 현재 구축되어있는 수소충전소의 구축비용

150,156개(388X387)의 OD쌍 중 실제 통행량이 발

은 26~3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질기 비

생된 52,423개의 OD쌍만을 추출하여 모형에 적용

용 역시 비슷하다.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은 천차만

하였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

별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형 개질기의 설치

종점 통행량정보는 차종별 통행량 정보이지만 본

비용은 약 2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7)

연구에서는 모든 차종을 합한 총 통행량 정보를 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전소 및 개질기 설치비용을

용하였다. 조사된 모든 OD쌍의 총 일일 통행량은

각각 30억 원, 2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28) 또한 각

23)
24)
25)
26)
27)
28)

영업소간 교통량, 한국도로공사(http://data.ex.co.kr/portal/fdwn/view?type=TCS&num=35&requestfrom=dataset), [2018.04.17]
장기적 관점에서 대부분 수소차 통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긍정적 가정하에 모든 통행을 수소차 통행으로 가정함
현대 넥쏘(2018년 형) 기준
비싼 수소운반비, 어떻게 낮추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638581), [2018.07.16]
LPG업계는 ‘수소車’ 주목, 이투데이(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6481), [2018.07.19]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실무진 인터뷰(2018.02.08, 2018.04.16) 결과, 충전소 및
개질기 설치비용은 계약 규모(개수, 용량 등)에 따라 상이하나 개략 추정시 각각 30억, 20억원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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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내구 연한을 20년(730일)으로 가정하여 일
일 감가상각비(정액법)를 수소충전소, 개질기 각각
41만원/일, 27만원/일로 설정하였다.

④ 개질기의 총 생산량 및 충전소 일일 수요량(  )

<표 2> 거리에 따른 수소 수송비용
구분

~100km

~200km

~300km

300km~

운송비용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 거리에 따른 일반화물운송비용과, 200bar 튜브 트레일러의 평균
일일 운영비가 22만원 인 것을 감안하여, 거리에 따라 임의 설
정한 값임

배정환‧정경화(2007)에 따르면, 소형 개질기의
일일 총 생산량(용량)은 약 432kg(480kg)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소충전소의 일일 수소수요량은

⑥ 기종점 쌍 별 최단경로를 왕복 통행 가능케 하는
후보 시설 조합 관련 계수(   )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실측한 수소수요량을

지금까지 언급한 파라미터 외에도 기종점 쌍 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수소충전

최단경로를 왕복통행 가능케 하는 후보 시설 조합

소의 수소용량값을 사용하였다. 수소융합얼라이언

관련계수인   가 필요한데, 이는 Kuby &

스추진단(2017)에 따르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수소

Lim (2005)이 제시한   생성 알고리즘을 통

충전소의 수소용량은 약 160kg/일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1개의 개질기당 3개의 충전소를 담당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형의 효율성을 고
려하여 충전소의 일일수요량은 1단위, 개질기의 최
대 일일공급량(용량)은 3단위로 설정하였다.29)
⑤ 수소 수송비용(  )
개질기가 설치된 충전소에서 수소를 공급받는
경우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수송비용은 일반적으
로 트레일러 운송업자와의 상호간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이 설정되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30)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요금은 화물의 종류, 무게,
이동거리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로 화물 무게 및
이동거리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것에 착안
하여, 수소 수송비용을 <표 2>와 같이 거리에 따라
설정하였다. 이는 일반화물운송비용이 거리에 따라
증가하고, 200bar 튜브 트레일러의 평균 일일 운영
비가 22만원31) 인 것을 감안하여 거리에 따라 임의
설정한 값임을 미리 밝힌다.

해 산정하였다. 이때, 특정 시설 조합이 해당 경로
를 왕복통행 가능하게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소차량의 항속거리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400km로 가정하였다.32)
Kuby & Lim (2005)이 제시한   생성 알고리

즘을 요약하면 <그림 8>과 같다.

나. 모형 적용
19개 후보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검토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9>와 같다. 분석 결과, 19개의 후

보입지 중 13개의 입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5개
의 충전소에 개질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충전소의 경우 수도권 인근 5개와 부산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입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소는 특성상 네트워크 중심
에 위치할수록 더 많은 통행자들이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외곽에 위치하며 통

29)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실무진 인터뷰(2018.02.08, 2018.04.16) 결과, 개질기의
평균 처리 충전소 수는 약 3개인 것을 확인함
30)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실무진 인터뷰(2018.02.08, 2018.04.16) 결과임
31)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2017) 연구에서 추정한, 용량이 250kg/일인 충전소의 250bar 튜브 트레일러 연간운영비(300일/년
기준) 66백만원을 활용하여 계산한 값임
32) 현대자동차의 넥쏘(2018년형)의 항속거리는 593~609km 이나 보수적 관점에서 전기차 항속거리 수준인 400km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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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적입지 분석결과
영업소명

충전소
설치여부

개질기
설치여부

수소 공급 영업소

서울

O

O

서울, 동서울, 남양주

청계

X

X

동서울

O

X

서서울

O

X

대구

O

X

남양주

O

X

부산

X

X

구리남양주

X

X

대동

O

X

군자

O

X

김해부산

O

X

남인천

X

X

북평택

O

O

동광주

O

O

동광주

울산

O

O

대동, 김해부산, 울산

북대구

O

O

북대구, 동대구, 대구

인천

X

X

시흥

X

X

동대구

O

X

서서울, 군자, 북평택

개질기는 충전소가 설치된 입지 중 수소운송거
리를 고려하여 적절히 산포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출처: Kuby & Lim (200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왕복주행 가능시설 조합 생성 알고리즘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소운송거리를
고려하여 개질기 위치가 선정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개질기의 위치는 수소운송비용 산

과교통량이 작은 후보입지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여

정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다. 현재는 현

진다. 참고로 제외된 후보지들의 대부분은 도시고

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속도로 상에 위치한 영업소이다.

있는 운송비용 산정정책과 유사하게 운송거리를 크

선정된 13개의 후보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

게 4단계로 구분하여 운송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면, 전체 고속도로 기종점쌍 통행량(3,232,948명)

수도권 인근에서 선정된 개질기는 가장 가까운 거

중 약 37.6%인 1,215,466명의 고속도로 이용자가

리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동일운

왕복통행 가능케 된다. 참고로 19개의 후보 입지에

송단가의 거리범위 안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도

모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통행량 중

록 분석되었지만, 만약 운송거리등급에 따라 비용

약 37.8%인 1,221,506명의 통행량이 왕복통행 가

을 산정하지 않고 운송거리에 선형비례하게 비용을

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9개의 충전소를 모두

산정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충전소에 수소

설치하지 않고, 13개의 입지만 충전소를 설치하는

를 공급하도록 하는 개질기 위치가 선정될 것이다.

것은 경제효율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향후 트레일러 운송업자와의 장기계약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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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출처: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2018.09.08]

<그림 9> 수소충전소 및 개질기 최적입지 분석결과

이유로 수소운송단가가 변동되어도 개질기의 최적

의한 것으로 개질기의 수소 공급대안을 개질기가

위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설치된 타 충전소에서 공급받거나 스스로 개질기를

그리고 현재 분석에서는 하나의 개질기가 담당

설치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

할 수 있는 최대 충전소 수(용량)를 3개로 한정하였

다.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는 동광주 영업소와 같이

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의 개질기는 개질기가

수소 운송 없이 개질기 설치 후 자급자족하는 대안

설치된 충전소와 다른 두 곳의 충전소에 수소를 제

의 경우, 개질기를 설치하여 자급자족하는 대안과

공하도록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광주 영업소의 경

석유화학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대량생산된 부생수

우 주변에 수소를 공급받지 못한 충전소가 존재하

소를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받는 대안 간의 경

지 않아 수소 운송 없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제성을 따져 적절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의 특성에
68

2019. 6

하이브리드형 수소공급방식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모형 개발

Ⅴ. 결론

※ 본 논문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8년 수행한 “스마트톨
링 도입에 따른 고속도로 여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
에 적합한 수소 공급방식인 하이브리드(중앙&현지)
형 방식을 제시하고, 하이브리드형 수소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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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토교통부는 ‘레벨 3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최근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하류부의 도로 및 교통상황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여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자율협
력주행 도로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위시스템 간 메
시지 송수신, 제어 활용 등 종합적인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협력주행 도로시
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 간 연계 및 운용 파악을 위한 종합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항목은 서비스 성공률로 설정하였으며, 서비스 성공여부는 I2V 메시지 수신 및 제어 활
용 여부로 판단하였다.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심지, 기상, 돌발상황, 도로 작업구간,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방법
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여주시험도로에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시험
로그를 수집하였다. 시험 로그 분석결과, 250개 데이터 중 243개 데이터가 I2V 메시지 수신 및 제
어 활용에 성공하여 서비스 성공률은 97.2%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종합성능평가를 통해 자율협력
주행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 주제어: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자율주행차, 종합성능평가, V2I 통신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ims to commercialize automated vehicles
(level 3) by 2020. Cooperative-automated driving roadway system was developed in order to assist
safety driving of automated vehicle via vehicle to infrastructure (V2I) communic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automated vehicle,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necessar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of cooperative-automated
roadway system. The evaluation indicator is service success rate for reception and control of I2V
message. The scenarios of cooperative- automated driving services based on point of interest (POI),
weather, incident, road work zone, and lane control system were established. The transmission and
control logs of I2V message were acquired by cooperative-automated driving based on the scenarios.
In the results of log analysis, 243 data out of 250 data were successfully received and controlled via
I2V communication. Thus, the service success rate was 97.2%. The results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will come up with the solution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operative-automated driving and enhance the safety of automated vehicle.
￭ Keywords: Cooperative-Automated driving Roadway System(C-ARS), Automated Vehicle,
Comprehensive Performance Evaluation, Vehicle to Infrastructure(V2I)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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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합성능평가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
한 방법론은 여주시험도로에서 서비스별 시나리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 부문은 ‘2020년까지 레벨 3’

를 기반으로 종합성능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운행 및 자율주행 교통체계 구
축을 목표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7).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통해 도

Ⅱ. 선행연구 고찰

로 환경을 인지하여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속도를
제어한다. 하지만 사각지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I2V 통신을 통해 서비스 제공 시 단위시스템 간

인지 범위 제한, 센서 오작동, 인지 및 판단 오류

연계, 메시지 수신 등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고자

등 센서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센서의 한계를 보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

완하고자 차량과 인프라 간(I2V, Infrastructure to

였다.

Vehicle communication) 통신을 통해 도로 및 교

USDOT(2018)는 날씨에 대응하는 교통관리가

통상황을 인지하여 자동 제어하는 자율협력주행 도

가능한 커넥티드카(CV-WRTM, Connected Vehicle-

로시스템(C-ARS,

driving

enabled Weather Responsive Traffic Management)

Roadway System)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자율

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CV-WRTM을 평가하였

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은 I2V 통신을 통해 위험상황

다. 주차, 감속, 우회 등 주의정보를 제공 시 커넥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시스

티드카(CV, Connected Vehicle)의 행태가 바뀐 비

Cooperative-Automated

템이다. 현재 자율주행차의 개발수준은 레벨 2이

율을 구하여 I2V,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며, 자율주행차는 인프라로부터 여행자정보제공메시지

communication),

(TIM, Traveler Information Message), 도로위험경

communication) 기술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였

고메시지(RSA, Road Side Alert Message)를 수신

다. 또한 도로 날씨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평가는

받아서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게 된다. 자율협력

도로 기상상황 알림 횟수, 도로 기상상황 통보에 대

주행 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 간 연동이

한 도로 연장 등 항목으로 수행하였다. 여행자 정보

되지 않거나 메시지 미수신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공에 대한 평가는 업데이트된 여행자 정보 및

전방의 위험상황 미인지, 충돌 등 안전성에 영향을

ITS 장치 수, 도로 기상상황에 대한 통보 처리시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의

여행자 정보의 질적 개선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와 차량 간 메시지 송수

였다.

V2V(Vehicle

to

Vehicle

신, 제어 등 종합적인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SAE International(2017)은 취약한 도로이용자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에서 수집한 정보가 자율주행

(VRU, Vulnerable Road User)와 차량 간 안전메시

차에 잘 전달되었는지와 자율주행차에서 해당정보

지의 최소 성능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VRU가 횡

를 제어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자율주

단 시 접근차량과의 상충, 좌/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행차의 행태 변화는 평가 범위가 아니며, 인프라가

후방 차량과의 상충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

자율주행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 개인안전메시지(PSM, Personal Safety Message),

평가하였다.

전송속도, 전송타이밍, 데이터 정확도를 최소 성능

본 연구는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의 단위시스
템 간 연동을 통해 서비스 단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WYDOT는 CV 파일럿을 통해 도로 및 기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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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 및 경고 메시지 수집, 처리, 제공에 대한

AUTOPILOT 프로젝트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시연하였다(USDOT, 2016). 도로 기

IoT(Internet of Things) 활용을 고려하였으며, 자

상 경보, Work Zone 경고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동 발렛파킹, 고속도로 파일럿, 군집주행, 도심 주

안전성, 이동성,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연시

행, 카셰어링 유즈케이스를 제시하였다(Schmeitz

간, 주의 및 경고 송수신 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

et al., 2017). 유즈케이스별 횡방향 모션, 종방향

였다.

모션, 차두시간 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NYCDOT는 CV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성능평

성능평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결과, CV의 효과

가 측정 및 평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USDOT,

분석, CV의 개별시스템에 대한 개별 평가에 초점을

2016). 속도관리, 차량과 차량 간 충돌 감소, 차량

두고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자율협력주행 도로시

과 인프라 간 충돌 감소,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감

스템의 단위시스템 간 연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 서

소, 심각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정보, 이동정보 제

비스 적시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

공, 시스템 운영 관리와 같이 7개 케이스에 대해서

법론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협력

배출량, 속도변화, 횡가속도, 충돌시간 등 평가 측

주행 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의 평가가

정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아닌 시스템 간 연계 및 운용 파악을 위한 평가항

THEA는 성능평가를 통해 CV의 이동성, 안전성,

목을 설정하여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성, 에이전시 효율성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였

또한 비공용도로인 여주시험도로에서 5가지 서비

다(USDOT, 2016). 이동성 부문에서는 통행시간,

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 방법론의 타

대기길이, 처리량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

당성을 검증하였다.

며, 안전성 부문에서는 충돌형태, 접근 속도, 충돌
심각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였다. 배출량 부
문에서는 공회전 배출량 변화, 주행 배출량 변화를

Ⅲ. 종합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였으며, 에이전시 효율성 부문
에서는 이동성 개선, 안전성 개선, 설문조사 및 CV

1. 평가범위

어플리케이션 피드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

VTTI, UVA, MSU(2016)는 Northern Virginia

스템이며, 센터 LDM(Local Dynamic Map), 노변

Connected Vehicle Test Bed에서 V2I 통신시스템

기지국(RSE, Road Side Equipment), 차량단말기

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통신의 위도, 경도, 방향,

(OBE, On Board Equipment), 차량 게이트웨이

메시지 수, 차량 생성시간, VTTI Server의 기본안

(GW, Gateway), 차량제어기 단위시스템 간 연동을

전메시지(BSM, Basic Safety Message) 수신 시간

통해 자율협력주행서비스가 제공된다. 센터 LDM은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패킷에러율(PER, Packet

돌발상황, 기상 등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가공을

Error Rate), 지연시간(Latency)등을 분석하였다.

통해 RSE에 TIM 및 RSA 메시지를 전송한다. TIM

5GCAR 프로젝트에서는 5G 요구사항을 정의하

메시지는 SAE J2735 표준에서 노변장치가 차량단

였으며, V2X 어플리케이션 실현을 목표로 연구가

말기에 도로정보, 제한속도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

추진되었다(5G PPP, 2017). 협력적 인지, 협력적

한 여행자정보메시지이다. RSA 메시지는 여행자에

안전성, 원격 주행 등 유즈케이스에 대한 지연시간,

게 공사구간, 도로노변 이벤트 등 도로 위험상황을

데이터율, 통신반경, 보안 등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알리는 메시지이다(SAE International, 2016). 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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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에는 이벤트 유형(정체, 사고, 정지차량, 장

의 연계를 통해 제공되므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평

애물, 보행자, 역주행 등), 방향, 거리, 시간, 경도,

가하기 위해 서비스 성공률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

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RSA 메시지의 속성에

였다. 서비스 성공률은 I2V 메시지가 차량에 수신

는 이벤트유형(수막, 적설, 결빙, 침수, 강우, 안개

되었는지, I2V 메시지가 자율협력주행 제어에 활용

등), 방향, 거리, 시간, 경도, 위도, 제한속도 등으로

되었는지를 로그로 확인하여 서비스 성공여부를 판

구성되어 있다(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7).

단한다.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서비스 성공으로 판

<그림 1>과 같이 RSE는 센터 LDM로부터 TIM

정된다.

및 RSA 메시지를 수신 받고 자율주행차에 송신한

<표 1>은 I2V 메시지의 차량 수신 및 제어 활용

다. RSE의 통신영역에 진입한 자율주행차는 OBE에

여부에 대한 로그이다. 배명환 등(2018)에서 제시

의해 메시지를 수신받는다. OBE는 차량 게이트웨

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로그를 수집하였다. I2V

이에 메시지를 송신하고 차량 게이트웨이는 차량

메시지 수신로그는 수신메시지 ID, 수신시각, 수신

LDM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차량 제어기는 차량

위치, 수신메시지 내용을 수집하였다. 제어로그는

LDM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기반으로 제어하며, 운

제어메시지 ID, 제어시각, 제어위치, 제어메시지 내

전자 표출장치를 통해 이벤트에 대한 경고 정보를

용을 수집하였다.

표출한다. 이러한 단위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의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메시지

<표 1> I2V 메시지 수신 및 제어 로그

송수신, 제어 등 시스템 연계 및 운용 파악을 위한

구 분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로그 내용
수신메시지
수신시각
ID

수신
로그

<그림 1> 종합성능평가의 평가대상

수신메시지
내용

12642

10:43:09

37.20772966
127.61064150

기상정보

13410

10:43:42

37.20258301
127.61154374

돌발상황

：

：

제어메시지
제어시각
ID
제어
로그

수신위치
(x,y)

：

：

제어위치
(x,y)

제어메시지
내용

1

10:43:09

기상정보
37.20767315
80→50kph
127.61066659
감속

1

10:43:23

기상정보
37.20543785
50→80kph
127.61127527
감속

：

：

：

：

서비스 성공여부 평가와 통신기술 평가의 차별
성은 다음과 같다. 통신기술 평가는 서비스를 반영

2. 평가항목
본 연구에서 종합성능평가는 자율협력주행 도로
시스템의 종합적인 서비스 성공여부로 평가한다.
서비스는 메시지 송수신, 제어 등 단위시스템 간

하지 않으며, 임의의 데이터 패킷이 잘 전달되었는
지를 평가한다. 통신기술 평가 시 평가항목은 통신
지연시간(Latency), 통신패킷에러율(PER, Packet
Error Rate), 통신전송속도(Throughput)이다. 서비

스 성공여부의 평가항목은 서비스 성공률이며, I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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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수신 및 I2V 메시지 제어 활용 여부를 판단
한다.

와 같이 이벤트로부터 상류부 300m로 설정하였다.
안전감속도는 <표 3>과 같이 CACC(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등 ADAS(Advanced

3. 평가기준

Driver Assistance System) 관련 선행연구에서 운전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도로인프라 유사서

자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감속도로 –3m/s2

비스의 성능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서비스 성공률을

~-2m/s2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

95%로 설정하였다. 사고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

전자에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행

된 차량제어에 대한 성공률은 100%이어야 하나,

하기 위해 안전감속도를 –2.94m/s2≤a≤-1.96m/s2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와 안전주

(-0.3g≤a≤-0.2g)로 설정하였다.

행 지원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95%로 설정하
였다. 95%의 서비스 성공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였다.
<표 2> 도로인프라 유사서비스의 성능평가 사례
구분

<그림 2> 제어구간

성능평가

합격기준

교통정보수집성공률

95%

교통정보제공성공률

95%

통신정확도

95%

AVI

인식률

85%

구분

감속도

비고

VDS

교통량, 속도

90%

Seiniger. P(2017)

-3m/s2

Driver brake

Askari. et al(2017)

-2m/s2

Desired vehicle
deceleration

Deligianni. et
al(2017)

-2.42m/s2

Average
deceleration

Saptoadi. H(2017)

-3.5m/s2
～-3m/s2

Moderate
deceleration

Inman et al(2016)

-3.9m/s2

CACC

DSRC

AVC

교통량, 속도

95%

면탈촬영장치

인식률

95%

ETC 위방촬영장치

인식률

95%

과적촬영장치

인식률

95%

사고자동검지기

검지율

90%

4. 평가 서비스 및 평가 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에서 관심지, 기상정보, 돌발상황, 도로
작업구간, LCS 정보 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에 대
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서비스별 제어지점은
이벤트로부터 상류부 300m 지점으로 설정하였으

<표 3> 감속도 관련 선행연구

USDOT(2015)

-3m/s

ACC

국토교통부(2013)

-2m/s2

Comfortable
deceleration

Kesting. et al(2010)

-2m/s2

Desired
deceleration

Kesting. et al(2007)

-2m/s2

Desired
deceleration

Arem. B.(2006)

-3m/s

Maximum
comfortable
deceleration of
CACC

AASHTO(2001)

-3.4m/s2

Comfortable
deceleration for
most drivers

며, 이 범위 구간 내에서 자율주행차는 안전감속도
로 감속하거나 차로변경을 수행한다. 자율주행차의

2

2

센서 최대 거리는 200m이며, I2V의 최대 통신반경
은 500m이다. 따라서 제어지점은 200m~300m 사이에서
제어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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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속도 변화 및 제어행태는 <표 4>와 같

나. 기상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다. 모든 서비스는 80km/h 속도에서 메시지 표출,

기상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는 기상상황의

감속 및 차로변경을 수행하도록 시나리오를 구성하

악화로 시거 확보가 어려운 구간을 안전하게 통행하

였다.

기 위해 주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상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시

가. 관심지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나리오는 <그림 4>와 같다.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관심지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는 운전자에

를 주행하고 있으며, 하류부의 시정거리가 100m이

게 휴게소 여유 주차면수, 편의시설 등 휴게소 안내

하인 안개구간을 통과한다고 가정하였다. 자율주행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차는 2차로에서 80km/h까지 가속한 후 cruise
control 모드로 등속 주행한다. I2V 통신을 통해 자

율주행차는 기상정보를 제공 받는다. 안개구간 시작

<표 4> 자율협력주행 시나리오

점으로부터 상류부 300m 지점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

속도 변화

제어

관심지 정보
기반 협력형 제어

80km/h

메시지 표출시
서비스 종료

는 안전감속도로 50km/h까지 감속하여 안개구간을

기상정보
기반 협력형 제어

80km/h →
50km/h

감속

르면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

80km/h →
30km/h

감속 후 →
차로변경

야 한다. 종합성능평가를 여주시험도로에서 수행하

도로 작업구간
협력형 제어

80km/h →
30km/h

감속 후 →
차로변경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

80km/h

차로변경

진입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
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
므로, 여주시험도로의 최고속도를 고려하였다. 여주
시험도로의 최고속도는 110km/h이며, 50% 줄인 속
도는 55km/h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
여 50km/h까지 감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관심지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시나리오
는 <그림 3>과 같이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2차로
에서 주행하고 있으며, 하류부에 휴게소가 있는 상
황으로 가정하였다. 자율주행차는 80km/h속도로
주행 중 인프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게소 안내정
보를 제공 받는다. 휴게소 진입도로의 시작점으로
부터 300m 내에서 메시지가 표출되면 서비스를 종

<그림 4> 기상정보 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료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는 전방의
고장차에 대한 주의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전방
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하여 안전하게 감속 및
차로변경하도록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시나리
<그림 3> 관심지 정보 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오는 <그림 5>와 같다. 고속도로 2차로의 하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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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정지해 있는 상황으로 가정

마.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80km/h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는 전방의 차로

속도까지 가속한 후, cruise control 모드로 등속 주

차단 등 도로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차로

행한다. I2V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는 돌발상황 정

변경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보를 제공받고 고장차량으로부터 상류부 300m 지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시나리오는

점 내에서 제어를 시작한다. 자율주행차는 30km/h

<그림 7>과 같이 고속도로 하류부에 LCS가 설치되

까지 감속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수

어 있으며, 하류부에 차로를 차단한 상황으로 가정

행한다.

하였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80km/h
속도까지 가속하며, I2V 통신을 통해 LCS 정보를
제공 받는다. 자율주행차는 LCS로부터 상류부
300m 지점 내에서 차로변경을 수행한다.

<그림 5>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라. 도로 작업구간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그림 7>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도로 작업구간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는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감속하여 차로변경하도록 지
원하는 서비스이다.
도로 작업구간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시나리오는 <그림 6>과 같이 고속도로 2차로의 하
류부에 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였
다.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80km/h 속도까
지 가속한 후, 등속도로 주행한다. 자율주행차는 인
프라로부터 도로 작업구간 정보를 수신 받은 후 도
로 작업구간으로부터 상류부 300m 지점 내에서 제
어한다. 자율주행차는 30km/h까지 감속한 후 2차
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한다.

Ⅳ. 종합성능평가
1. 종합성능평가 환경
2018년 10월 17일~18일, 29일 여주시험도로에

서 자율주행차량이 서비스별 시나리오에 따라 주행
하여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서비스별 시나리
오는 관심지, 기상, 돌발상황, 도로 작업구간, LCS
순으로 설정하였다. <표 5>와 같이 자율주행차 4대
가 주행하여 로그를 수집하였다. G80 3.8 가솔린
차량은 V2X Communication module, Automated
Control ECU, MDPS(Motor-Driven Power Steering)

등이 장착되어 있다. TIVOLI 디젤 차량은 WAVE
모듈, EMBEDDED PC, RADAR, LIDAR 등 장착되
어 있으며, IONIQ 하이브리드 차량은 V2X ECU,
MDPS 등을 장착하여 제작되었다. ZOE 전기 차량
<그림 6>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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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V2X & T2C, Radar 등이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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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율주행차량별 주요제원 및 제공 메시지

250회 중 243회를 성공하였다. 따라서 95% 서비스

성공률 시험에 통계적 유의한 시험결과를 도출하기

연번

차량제원

메시지 타입

1

G80, 가솔린 (준대형)

RSA

위한 200회 이상의 시험을 수행하여 97.2%의 결과

2

TIVOLI, 디젤 (소형)

RSA

가 도출되었다. 서비스 성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3

IONIQ, 하이브리드 (준중형)

TIM

는 CDGPS 안정화, 이벤트별 전략적인 정보 제공

4

ZOE, 전기 (소형)

RSA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개의 RSE 중 1개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7개의

여주시험도로는 7.7km이며, 8개의 RSE가 설치

RSE에서 동일한 5개의 서비스를 1Hz로 전송하는

되어 있다. RSE에서 WAVE와 LTE가 결합된 하이

환경에서 평가하였다. 5개 서비스에 대해서 각 해

브리드 통신을 통해 서비스별 RSA와 TIM 메시지를

당지점의 RSE별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성공률

자율주행차에게 송신한다. 자율주행차는 메시지 수

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향후 실제

신 후 감속 또는 차로변경한다. 차량 1대가 1회 주

서비스 제공시 해당지점 RSE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행 시 연속된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5개에 대한 수

할지, 해당지점 상류부 RSE를 그룹핑하여 서비스를

신 및 제어 로그 데이터 5개를 수집하였다. 4대의

제공할지 서비스 제공전략과 관련되며,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을 동원하여 총 250개의 로그를 수집

후자 개념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다.
서비스별 속도 및 감속도는 <그림 9-13>과 같다.

하였다.

기상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경우, 자율주
행차는 TIM 또는 RSA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 <그림

2. 종합성능평가 결과

9>와 같이 약 76km/h 속도에서 약 47.7km/h 속도
<그림 8>과 같이 I2V 메시지의 차량 수신 및

까지 감속하였다. 감속한 후 안개구간을 통과하였

제어 활용 로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50개

으며, 목표속도까지 가속한 후 등속하였다. 자율주

데이터 중 7개의 데이터는 수신 및 제어에 실패하

행차의 종가속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였다.

–1.71m/s2~1.57m/s2 범위 내에서 가속 및 감속을

실패의

원인은

CDGPS(Carrier

phase

Differential GPS)의 위치보정 정보 미수신, 메시지

수행하였다.

미수신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종 평가결과는

<그림 9> 기상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속도

<그림 8> 로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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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횡감속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3>과 같이 자율주행차는 –
0.95m/s2~0.24m/s2 범위 내에서 가속 및 감속하였

으며, 차로변경은 약 40초~50초에서 수행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림 10> 기상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종가속도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경우,
자율주행차는 RSE로부터 RSA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 <그림 11>과 같이 약 77km/h 속도에서 약
28.3km/h까지 감속한 후 차로변경을 수행하였다.

차로변경한 후 돌발상황 구간을 통과하였으며, 목

<그림 13> LCS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횡감속도

표속도까지 가속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자율주
행차는 –1.82m/s2~1.77m/s2 범위 내에서 가속 및
감속을 하여 주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서비스 단위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은
단위시스템 간의 연계 및 운용파악을 위해 서비스
성공률로 설정하였으며, I2V 메시지의 차량 수신
및 제어에 활용되었는지 로그를 분석하여 서비스
성공여부를 판단하였다.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험도로의 주행 환경, 연장 등 여건을 고

<그림 11>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속도

려하여 관심지, 기상, 돌발상황, 도로 작업구간,
LCS 협력형 제어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서비스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자율주행차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행하여 서비스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I2V 메시지의 수신 및 제어 로그를 수집하였다.
로그 분석 결과, 서비스 성공률은 97.2%로 도출되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종합성능평가 방법론은
테스트베드 상에서 자율협력주행 시 I2V 통신을 통
<그림 12> 돌발상황 정보기반 협력형 제어서비스의
종가속도

80

2019. 6

해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어 제어에 활용되는지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의 종합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종합성능평가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서비스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위시스템(센터 LDM, RSE,
OBE, 차량 GW, 차량 LDM, 차량 제어기) 간 지연

시간, 서비스 통신거리 등 기준을 설정하여 요구사
항에 충족하는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센
터 LDM으로부터 차량제어기에 TIM 또는 RSA 메시
지를 전달하여 자율주행차의 메시지 수신 및 제어
활용여부를 판단하였다. 향후에는 차량제어기에서
기본안전메시지(BSM, Basic Safety Message) 또는
프로브차량 데이터 메시지(PVD, Probe Vehicle
Data Message)를 센터 LDM에 송수신하여 차량의

상태정보 교환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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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를 확률적경계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와 1계
확률적 우위(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과 2014년의 통계청 마
이크로데이터의 운수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를 확률적경계 생산함
수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의 1계
확률적 우위를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와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2004년에는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6대 특별시 및 광
역시의 그것보다 높게 분석되었고 2014년에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높
게 산정되었다. 또한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6대 광역시 및 특별시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증가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국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
한 수입금공동관리제, 요금체계 개편,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행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시내버스 운송업, 준공영제, 기술적 효율성, 확률적경계 생산함수, 1계 확률적 우위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city bus transportation industry is
affected by the semi public operating system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d the
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
Using the transportation industry survey data of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in Statistics Korea
in 2004 and 2014, we construct the technical efficiency indices of six metropolitan cites and the other
regions using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Then, we analyze the 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 of the indices in six metropolitan cities and the other regions applying the KolmogorovSmirnov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echnical efficiency indices of the six metropolitan citie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regions in 2004. However, we find that the technical efficiency indices of
the six metropolitan cities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regions in 2014. We also find that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ix metropolitan cities increases from 2004 to 2014 while the opposite is
found from the other regions.
We conclude that the technological efficiency of the city bus transportation industry is increasing
through the semi public operating system such as the joint management of revenue, the reorganization
of the fare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bus oper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management
and service evaluation of operating companies.
￭ Keywords: city bus transportation industry, semi public operating system, technical efficiency,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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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도 기
여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교

본 연구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버
스업체들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통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버스업체들의 생산

증가하게 되었다. 시내버스 산업을 중앙 및 자치정

성이 증대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생산성 변화를

부 차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재원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부문 특

부족으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버스를 운영하게

히 시내버스업체들에 대한 패널자료(panel data)의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편의보다는 버스업체의 수

부족으로 개별 업체들의 생산성, 예를 들어 총요소

익성에 따라 노선이 정해지고 서비스 수준은 매우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변화를 시간에

열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송현진 외 2인, 2017).

따라 분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경계 생산함수(stochastic

하철 및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확대로 인하여 버스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고 이를 통

업체 수익성이 악화되어 서비스 수준이 더욱 나빠

해 기술적 효율성 지수(technical efficiency index)

지고 시민편의와 무관한 노선설정이 계속되는 악순

를 산정하여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

환에 빠지게 되었다.

고자 한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술적 효율성이

2004년 7월 서울에서 시내버스 영업을 자치단체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

가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5개 광

는 지를 분석한 후에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정책

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전)도 시차를 두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고서 시행하게 되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가 영업을 하지만 노선설정은 자치단체에서 주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도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이
시내버스 운송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분석한

다.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

논문들을 살펴보면 정병두·김경식(2012)이 거리함

을 유발하였지만 시민들의 호응과 버스회사들의 적

수(distance function)와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극적 노력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내

index)분석과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운행

버스 간 환승 및 도시철도와의 환승과 시민편의를

거리 및 승객 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

반영한 노선체계로 시민편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

였다. 버스요금 조정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생

고 있다. 하지만 버스업체 적자분에 대한 자치단체

산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문제

오미영·김성수(2005)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 2003년

평도 존재하고 있다. 여러 논

및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대중교통체계 개

란이 존재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체들

편으로 인한 운행거리 및 승객수의 변화를 자료포

를 유발하고

있다2)는

1)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항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2) 서울특별시의 버스업체 재정지원액이 2011년 이후 2,000억 원을 상회하여 2016년에는 약 2,880억 원에 달하고 있음(이영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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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기법으로 업체별

가 존재한다. 또한 대부분 연구가 준공영제 시행 이

효율성을 측정하고 맘퀴스트(Malmquist) 지수 변화

전과 이후의 시간적 격차가 짧다는 점에서 준공영

를 통하여 업체별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제의 효과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존재한

결과에 따르면 운행거리 기준으로는 생산성이 감소

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금액단위가 아닌 운

하였으나 승객수 기준으로 증가하였고 두 개 변수

행거리, 승객수, 운행횟수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를 모두 상정한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에서 이들이 산출물의 대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나타났다. 오미영·김성수(2008, 2010)는 서울 대중

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한 시내버스 업체 생산성 변

본 연구에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6대

화를 사고비용을 고려하는 경우와 사고비용 및 대

특별시 및 광역시 자료뿐만 아니라 비교를 위하여

기오염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다른 모든 지역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2004년과3)

하였다. 오미영·김성수(2005, 2008, 2010)는 이외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에도 효율성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

시간적인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와 구분된다. 또한 산출물 변수를 대표하

한종학(2010, 2011)은 인천 시내버스 운송업 자
료를 이용하여 노선효율성과 업체 생산성 변화분석

고 있는 부가가치(value added)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을 자료포락분석 기법과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이 비모수적 방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법론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업체들의 생산성 및 효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율성을 구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방법론

이창호·나주몽(2016)은 2005년, 2010년, 2015년

을 적용하여 효율성 지수를 구축할 것이다.

광주 시내버스 자료와 자료포락분석 기업을 이용하
여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노선 효율성을 분석하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였다. 급행간선, 간선, 지선 버스에 대한 효율성 분
석을 시도하였으며 Tier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로
비효율적인 노선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경계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구축하여 추정하

한진석 외 2인(2009, 2010)은 자료포락분석 기

고 기술적 효율성 지수(technical efficiency index)

법을 이용하여 서울의 버스노선 효율성 평가를 수

를 구축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그룹별 우위를 1계

행하였는데 유해산출물을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

확률적 우위(first order stochastic dominance)를

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효율성에 영향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이는 모수적 방법론(parametric

미치는 결정요인을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method)인 확률적경계 생산함수 추정을 한 후에

하였다.

비모수적 방법론(non-parametric method)인 1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모든 대도시를 연구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시(서울 혹은 다른 광역
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

확률적 우위 검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
법론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Integrated

3) 서울은 준공영제를 2004년 7월에 시작하여 2004년이 준공영제 시작 이전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추후
언급할 것이지만 본 연구의 자료가 운수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는데 2004년이 가장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
계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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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수업통계조사

율성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 등도 거리함수를 이용

2004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시내버스

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

운송업 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analysis, DEA) 및 확률적경계함수 구축을 통해서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전의 시내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 및 효율성

버스 운송업 자료 외에도 다른 지역의 자료를 이용

개념들은 투입(input) 혹은 산출(output)측면에 따

하여 준공영제 시행 이전 및 이후 그리고 그룹별

라 다르게 정의 및 분석될 수 있다.

기술적 효율성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측면의 확률적경계함수(stochastic
frontier function)를 구축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분석할 것

Ⅱ. 이론적 배경

이다. 산출측면의 확률적경계함수는 생산함수 접근
법적 시각에서 생산함수에 기술적 비효율성 항
(technical inefficiency terms)을 추가하여 나타낼

1. 확률적경계함수와 기술적 효율성

수 있다(Aigner et al., 1977; Meeusen and van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정의하는 개념에는 여러 가

den Broeck, 1977; Kumbhakar and Lovell, 2000).

지가 존재한다. 우선 생산성과 관련하여 총요소생
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존재하며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배분적

ln      

(1)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그리고 규모의 효율성

이때 y 는 종속변수로서 개별 기업의 산출물, 예

(scale efficiency) 등이 존재한다. 총요소생산성은

를 들어 부가가치(value added)를 나타내며 x 와 

투입된 생산요소 대비 생산된 산출물의 비율로서

는 설명변수 및 추정계수 벡터이며 v는 일반적인

정의되며 기술적 효율성은 주어진 투입요소 수준에

통계적 잡음(statistical noise)이고 u 는 비음(non-

서 최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negative)인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

의미하고 배분적 효율성은 주어진 가격과 기술수준

을 나타내는 확률변수이다. 이때 i 는 개별 기업을

에서 최적의 투입요소 비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나타내는 하첨자이고 f 는 특정한 함수형태, 그리고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효율성은 개별 기

ln 은 자연로그를 의미한다. 기술적 비효율성 항(u )

업의 규모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정규분포(half

(Coelli et al., 2005).

distribution), 즉 



  을

normal

따른다고 가정한다.4)

총요소생산성은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만일 기술적 비효율성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반으로 하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

(1)은 ln     로 변화될 것이며 기술적 비

인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 분석과 모수

효율성 항(u)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는

적 방법(parametric method)인 함수설정을 통한

0이 될 것이다. 기술적 비효율성 효과의 존재 여부

회귀분석 방법(확률적경계함수 포함)을 이용하여

에 대해서는 확률적경계함수 추정을 한 이후에 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

그우도 검정(log likelihood test, LR 검정)을 시도

4) 기술적 비효율성은 반정규분포(half normal distribution) 외에도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및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를 수도 있음(Kumbhaka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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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통계적 잡음 항(statistical noise terms)
은 일반적인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

따라서 개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동일한 생
산요소를 이용하였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산
출량 대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산출량의 비율로

한다.
<그림 1>에서 통계적 잡음과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속변수는

확정적

경계

(deterministic frontier)로 변화될 것이며 이는 일

정의할 수 있다. 이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며 1에 근접할수록 개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생산함수경계(production

기술적 효율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률

function frontier)로 볼 수 있다. 생산요소, xA 수

적경계 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준에서 통계적 잡음과 기술적 비효율성이 모두 존

function)를 추정하여 개별 생산요소의 계수값을

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한다면 yA(  exp      )수준이 될

얻고 기술적 비효율성 항의 예측치(predicted value)

yA*

를 얻을 수 있다. 확률적경계 생산함수는 콥-더글

것이며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라스(Cobb-Douglas)

(  exp    )수준이 될 것이다.

생산함수

혹은

초월대수

(translog) 생산함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확률적경계 생산함수의 추정에는 로그우도함수
(log 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여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계수값

을 구할 수 있다.

2. 1계 확률적 우위 및 Kolmogorov-Smirnov
검정
앞절에서 확률적경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개

<그림 1> 확률적경계 및 기술적 비효율성 개념5)

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항의 예측치를 얻게 되면
다른 생산요소, xB 수준에서 통계적 잡음과 기술

이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

적 비효율성이 모두 존재한다면 yB(  exp

가 2004년과 2014년 시내버스 운송업 자료를 이용

     )수준이 될 것이며 기술적 비효율성이

하고 있지만 패널자료(panel data)가 아니기 때문

존재하지 않는다면 yB*(  exp    )수준이

에 개별 기업별로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하였는 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개별 기업의

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기술적 효율성(TE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연구에서는 2004년과 2014년의 시내버스 운송업
기술적 효율성 항을 얻은 이후에 이들의 분포를 비



exp          

     
exp      

 exp   



교하고자 한다.
(2)

개별 기업집단간의 생산성 혹은 소비자집단간의



소득 비교분석에서는 비모수적 검정법인 1계 확률

5) Coelli et al.(2005) 244쪽의 그림을 저자들이 수정하여 삽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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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위(first-order stochastic dominance) 개념을

비해 커서 유리할 것이다. 이를 누적분포함수로 나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집단 구성원들의 특성

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집단 A의 누적분포함수가

(생산성 혹은 소득)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집단 B의 누적분포함수에 비해 같거나 작을 때 집

distribution function)를 비교하여 집단간의 상대

단 A가 집단 B에 비해 1계 확률적 우위가 있다는

적 우위를 검정하는 것이다.

것을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누적확률분포
F 가 G 의 오른쪽(아래쪽)에 위치하면 집단 A 가 집

단 B 에 대해 1계 확률적 우위에 있다. <그림 2>에
서 수직축은 누적분포함수이며 수평축은 확률변수,
z (소득)의 값으로 집단 A 가 집단 B 에 비해 더 큰
(높은) 소득을 확률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두 집단간의 생산성(소득)에 대한 누적분포함
수의 1계 확률적 우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Kolmogorov-Smirnov

검정을

Kolmogorov-Smirnov

검정9)은

이용할

것이다.

하나의 양측검정

(two sided test)과 두 개의 단측검정(one sided
<그림 2> 분포 F및 G의 누적분포함수와 1계
확률적 우위6)

test)으로 구성되는데 양측검정 귀무가설은 두 집단

의 차이가 없다 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두 개의
단측검정은 집단 A가 집단 B에 비해 1계 확률적 우

어떠한 확률변수, z (생산성

위에 있다는 것과 집단 B 가 집단 A 에 비해 1계 확

혹은 소득)와 두 집단, A 와 B 가 존재할 때 어느 특

률적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구성된다. Kolmogorov

정 집단(A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Smirnov 단측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function), F 가 다른 집단(B )의 누적분포함수, G 에

다(Stata, 2005).

1계 확률적

우위란7)

대해    ≤    의 관계를 가지면 집단 A 가 집
단 B 에 비해 1계 확률적 우위라고 하는 것이다.
1계 확률적 우위 개념을 소득을 이용하여 설명

하면 분포 F는 2달러와 3달러를 각각 1/4의 확률로

   max      

(3)


   min       


얻을 수 있고 4달러는 1/2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분포이며 분포 G 는 1달러와 4달러를 1/2의 확률로

양측검정 통계량은 2개의 단측검정 통계량을 통

얻을 수 있는 분포라고 가정하자. 당연히 분포 F의

합하여   max    로 나타낼 수 있다.

기댓값이 3.25달러로 분포 G 의 기댓값 2.5달러에

이 의미는 제시된 두 집단의 누적분포함수 간의 최

6) Mas-Collel et al.(1995)의 196쪽과 이재민·이정윤(2017)의 532쪽 그림을 이용하였음.
7) 이 부분의 설명은 이재민·이정윤(2017)과 이재민 외 2인(2017)의 설명을 발췌·요약하였음.
8) 1계 확률적 우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Mas-Collel et al.(1995)와 Delgado et al.(2002), Wagner(2012), 류수열 외 2인(2012),
김진후 외 2인(2016), 김창호·조석진(2003) 등을 참조할 수 있음.
9) Kolmogorov-Smirnov 검정은 2가지가 있는데 본문에서 설명한 두 개 집단간의 동일함 혹은 1계 확률적 우위를 검증하는 것과
한 개 집단이 정규분포인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구분됨(Conov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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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리(절대값)를 통계량으로 하여 이것의 통계적

미경, 2010, 2011).11) 그리고 유류와 같은 연료와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타 재료비(최인영. 2004; 오미영·김성수, 2005,

앞절에서 제시한 2004년과 2014년의 시내버스

2008; 정병두·김경식, 2012; 송지영, 2014)가 시내

운송업체들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의 누적분포함수

버스 운송업의 부가가치(산출물)에 영향을 미칠 가

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비교하여 2004년과 2014년

능성이 높으므로 재료 및 연료를 추가적인 생산요

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생산성의 1계 확률적 우위를

소(설명변수)로 선택할 것이다.

검정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Stata에
서 제공하는 양측 및 단측검정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의 연도별 기술적 효율성의

ln         ln      ln   
  ln         
           

(4)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분
포를 확인하여 1계 확률적 우위를 검정하는 것이

y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L은 노동, K는 자본,

그리고 M은 재료 및 연료를 나타낸다. 그리고 본

좀 더 방법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한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 Metro를 추

Ⅲ. 모형 및 변수구축과 자료설명

가하였으며 2004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서
2014년 더미변수, D2014도 추가하였다. 이외에 통

계적 잡음항(v)과 기술적 비효율성항(u)도 나타나

1. 모형 및 변수구축

있다.
시내버스 운송업의 확률적경계 생산함수를 추정
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을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종속변수

Integrated Service, MD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

(dependent variables)와 생산요소(production factor)

수업통계조사 자료 중 시내버스 운송업 자료12)를

인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s)에 대한 선택과

이용할 것이다. 운수업통계조사 자료는 2004년부

생산함수의 유형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기업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른 연구(이기동, 2001; 신관호 외 2인, 2004; 남

는데 서울의 준공영제가 2004년 7월에 시행되어

성일·전재식, 2013;이현재, 2013)에서 일반적으로

2004년 자료가 완전한 의미의 준공영제 이전 자료

이용되고 있는 콥-더글라스

이용할

로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구득할

것이며 종속변수로 부가가치(value added), 그리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2004년이며 서울 이외

노동과 자본 변수를 설명변수로 선택할 것이다(배

의 준공영제는 2004년 이후에 시행되어 2004년 자

생산함수10)를

10) 박헌수·지우석(2004), 배미경(2010, 2011), 박선구·진창하(2013), 신범수(2014) 등은 생산함수 추정에서 초월대수생산함수
(translog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였으며 송지영(2014)은 시내버스 운송업의 비용함수 분석에서 푸리에(Fourier) 함수를 적
용하였음.
11) 종속변수로 요금수입(매출액)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더 적절한 개념으로 보이며(OECD, 2001) 수송인원수(이용객
수)와 같은 물리적인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수송인원수(이용객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적용할 수 없었음.
12) 2004년에는 시내버스 운송업과 마을버스 운송업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2014년에는 마을버스 운송업이 시내버스 운송업에
통합되어 있어서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서 2004년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4년은 시내버스
운송업 자료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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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준공영제 이전 자료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2)를 변형한 (2)‘을 통하여 2004년 및

2016년 자료에는 6개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2014년의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의 기

자료 개수가 9개만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자료

술적 효율성 계수를 구축하여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에는 6개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자료 중 연료

를 통해 버스준공영제가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및 재료비 항목이 존재하는 개수가 71개로 매우 적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의 기술적 효율성에 어떠한 영

어 추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존재하여 이들 연도 자

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료를 이용하지 않고 2014년을 준공영제 이후 자료
로 이용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준공영제 이전과 이후 분석을 시
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볼 수 있지만 통계
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개별 광역자치단

 

    


 
exp              

exp          
 exp    

(2)‘

체의 버스운수업체 자료의 개수가 연도별로 수십
개 내외로 매우 적어서 분석을 하기 어려웠다.

자본변수는 다른 연구(배미경, 2010, 2011)에서

그리고 2005년-2013년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필

처럼 유형자산 연말잔액 합계액을 이용하였으며 연

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

료 및 재료변수에는 연료 및 재료비 합계액을 이용

기가 상이한데 대전이 2009년 2월도 가장 늦은 편

하였다. 부가가치 변수는 통계청(통계청 국가통계

이다. 이로 인해 2005년-2009년 자료의 이용은 버

포털 산업/조직형태별 부가가치)과 한국은행(한국

스준공영제 이후라고 정의하기 어려워 분석을 하지

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13)에서 정의하

않았다. 또한 2010년-2013년 자료는 세계경제 위

고 있는 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준공영제로 인한 부가가

통계청이 운수업부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건비, 복

치 변화와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부가가치 변화를

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대손상

구분하기 어려워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영업이익, 부가가치세14)를 부가가치로 정의하였

(4)의 추정모형에는 개별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것이며 2004년과 2014년 자료를 모두 포함

다. 부가가치, 자본, 연료 및 재료비 변수는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하여 추정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별 기업의 노동,

노동변수의 경우에 투입노동시간(number of

자본 및 재료 및 연료변수가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

hours worked)이 가장 이상적인 대리변수로 볼 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Metro 및 연도

있는데(Coelli et al., 2005) 이에 대한 자료가 존재

더미 변수를 추가로 삽입하여 이들 변수가 개별 기

하지 않아서 종사자수 변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

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것이다. (4)는

다. 그러나 운수업통계조사 자료에는 상용 근로자

성장회계식(regression accounting equation)으로

인 운전기사, 정비수리공, 사무직 외에도 비상용 근

성장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정방정식으

로자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그리고 본인 사업주(자

로 볼 수 있다.

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1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에서 부가가치 구성항목으로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를
들고 있다.
14) 통계청 운수업부문 부가가치에는 국내선박용선료도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버스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이를 언급하
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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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시간 및 노동의 질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중평균 종사자수 평균은 2004년과 2014년에

이들의 인원을 단순합산하면 노동변수의 왜곡이 발

각각 108명과 158명 수준으로 연평균 약 3.92% 증

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급여액과 기

가하고 있었으며 자본의 평균금액은 2004년과

타 기준을 이용한 가중평균 종사자수 변수를 구축

2014년에 각각 34억 원과 57억 원 수준으로 연평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15)

균 약 5.34% 증가하고 있었다. 재료 및 연료비 평
균금액은 2004년과 2014년에 각각 25억과 45억
원으로 연평균 약 5.97% 증가하고 있었다. 준공영

2. 자료설명

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
분석에 이용될 변수들의 통계량은 <표 1>과 같은

전의 시내버스 운송업이 전체 시내버스 운송업에서

데 2004년과 2014년의 관측치 개수는 각각 503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9%와 47.5% 수준으로 나

와 373개로 구성되어 있다. 시내버스 운송업의 평

타났다.

균 부가가치는 2004년에는 약 47억 원 수준이었는
데 2014년에는 약 99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약
7.83% 증가하였다.

Ⅳ. 분석결과

<표 1> 변수 통계량
구분
부가가치
가중평균
종사자수
전체

표준편차

극소

1. 확률적경계 생산함수 추정결과와 기술적
효율성 구축

극대

6,891.354 4,595.361 9,312.601 2.853 146,628.300

(4)의 확률적경계 생산함수를 최우법을 이용하여

자본

4,401.326 2,094.509 8,126.378 2.163 149,317.300

재료 및 연료

3,398.722 2,596.081 4,480.840 3.745 80,610.440

추정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있다. 노동, 자본,

부가가치
가중평균
종사자수

129.032

0.454

99.335

0

150.436

0.498

1

0

1

4,659.731 2,890.141 6,439.703 11.387 63,307.250
107.543

75.599

143.904

1

1,873.329

연료 및 재료 변수는 모두 개별 기업의 부가가치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가 1% 증가

자본

3,410.547 1,722.433 5,066.540 2.163 41,247.250

하면 부가가치가 약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재료 및 연료

2,546.528 1,799.160 3,123.265 3.745 35,144.270

났으며 자본과 재료 및 연료변수가 1% 증가하면 각

준공영제 시행
광역권 더미
부가가치
가중평균
종사자수
2014

중위수

1,873.329

준공영제 시행
광역권 더미

2004

평균

1

각 0.1%와 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9,900.753 7,013.407 11,498.370 2.853 146,628.300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다른 지역 업

0.439

체들에 비해 부가가치가 약 22.6% 높은 것으로 나

5,737.416 2,953.314 10,843.140 3.803 149,317.300

재료 및 연료

4,547.928 3,498.146 5,635.280 12.361 80,610.440

타났고 2014년이 2004년에 비해 부가가치가 25.2%

0

154.339

0

자본

0.475

126.050

0.497

1,825.184

준공영제 시행
광역권 더미

158.011

0

0.500

2

0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주: 2004년 및 2014년의 관측치 개수는 각각 503개와 373개이
며 부가가치, 자본, 재료 및 연료비는 2010년 생산자물가지
수로 실질화한 금액이며 백만 원 단위로 산정하였음.

15) 가중평균 종사자수 변수구축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 가중평균 종사자수 산정방법에 나타나 있음.
16) 종속변수가 로그변수이고 설명변수가 더미변수일 때 더미 설명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준탄력성(semi-elasticity)은
 ×exp   로 산정할 수 있다(Wooldridge(2000),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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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6대 특

<표 2> 확률적경계 생산함수 추정결과
표준오차

별시와 광역시와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lnL

***

0.766

0.035

평균값이 각각 0.607 및 0.602로 나타나서 우열을

lnK

0.100***

0.017

가리기 힘든 실정이다. 2014년에는 준공영제 지역

lnM

0.228***

0.027

Metro

0.203***

0.035

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평균값이 0.697 수준으로

D2014

0.225***

0.033

상수항

***

2.611

0.110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기술



0.215***

0.015

적 효율성 계수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



0.820***

0.027

은 2004년에 비해 2014년이 기술적 효율성 계수값




0.719***

0.042

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811***

0.036

구분

추정치

다른 지역의 그것(0.546)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6대

기술적 효율성 계수값이 확정적 생산수준 대비

관측치 개수

876

실제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Wald 통계량

7,517.61***

비율을 이용하여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다소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본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Wald 통계량에 대
한 p-value가 0.000으로 나타나서 1% 유의수준에
서 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기
술적 비효율성 항(u)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u의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가 0인지를 로그우
도 검정(LR tes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
량이 240으로 나타났고 p-value가 0.000으로 나타
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
을 기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 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잡음 항(v)의 표준오차 추정치(  )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술적 비효율성 항
(u)과의 복합교란항(composite error terms)의 분

산 추정치(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
정되었다. 그리고 통계적 잡음 항(v )의 표준편차 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효율성
계수 정보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증
가 혹은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표 3> 기술적 효율성 계수 요약
구분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극소

극대

관측치
개수

0.610 0.190 0.654 0.009 0.956

876

2004년
준공영제 0.607 0.151 0.630 0.092 0.933
지역

221

2004년
다른
지역

0.602 0.193 0.622 0.032 0.933

282

2014년
준공영제 0.697 0.114 0.718 0.065 0.860
지역

177

2014년
다른
지역

196

0.546 0.245 0.595 0.009 0.956

비 기술적 비효율성 항(u)의 표준편차(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적인 기술적 효율성 계수 정보를 이용하였

추정결과와 (2)‘을 이용하여 개별 업체들의 기술

을 때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준공영제 시행

적 비효율성 계수를 구축한 결과가 <표 3>에 나타

이후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 효율성의 평균값은 약

그러나 다른 지역은 기술적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

0.610으로 나타났는데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잠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6대 특별시

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약 61% 수준

및 광역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술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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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은 수준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균

역이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

값이 아닌 분포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적 효율성 우

타났다. 이는 앞절 분석에서 2004년 6대 특별시 및

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누적분포함수 비교 및

광역시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의 평균 및 중위

Kolmogol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여 1계 확률

수가 기타 지역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

적 우위를 검정할 것이다.

를 보이고 있다. 즉 평균 및 중위수와 같은 통계량
만으로 우위를 검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

2. 1계 확률적 우위 검정

주고 있다.
2014년의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과 6대 특별시

앞 절에서 구축한 기술적 효율성 계수를 이용하여

및 광역시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검정에서는

2004년 및 2014년의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준

<그림 4>의 결과와 동일하게 준공영제 시행지역인

공영제 지역과 기타 다른 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에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다. 우선 기술적 효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계수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궤적을 구축하여 각각 그룹별로 비교

하였다.
<그림 3>은 2004년 기타 지역(준공영제 미시행

지역)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기술적 효율
성 계수의 누적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그림
상으로 어떤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가 있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림 4>는 2014년의 준공영제 미
시행 지역과 준공영제 시행 지역인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누적분포비교인
데 준공영제 시행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2004

<그림 3>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2004)과 준공영제 시행
지역(2004)의 기술적 효율성 누적분포함수

년과 2014년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비교인데 2014
년이 1계 확률적 우위에 있다는 알 수 있다. <그림
6>은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

역의 2004년과 2014년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비교
인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2004년이 1계 확
률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효율성 계수의 누적분포함수 궤적 비교
외에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여 4개
그룹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1계 우위를 검정한 결
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2004년 기타 지역(준
공영제 미시행 지역)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비교에서는 오히려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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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2014)과 준공영제 시행
지역(2014)의 기술적 효율성 누적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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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4년 및 2014년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누적분포함수

<그림 6> 2004년 및 2014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누적분포함수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2004년과 2014년

<표 4>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의 Kolmogorov-Smirnov 검정에서는 2014년이 1
구분

귀무가설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2004) vs
준공영제
시행 지역
(2004)

2004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0908 0.129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1155 0.037**

동일한 분포

0.1155 0.073*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2014) vs
준공영제
시행 지역
(2014)

2014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3682 0.000***

준공영제
시행 지역
(2004) vs
준공영제
시행 지역
(2014)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3443 0.000

2014년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0158 0.952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2004) vs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
(2014)

2014년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동일한 분포

동일한 분포

통계량 p-value

계 확률적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준공영제 미
시행 지역의 2004년과 2014년의 기술적 효율성 계
수 Kolmogorov-Smirnov 검정에서는 2004년이 1

-0.0754 0.347
0.3682 0.000***
***

계 확률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분포함수와 Kolmogorov-Smirnov 검정 결
과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보다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1계 확률
적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에는 반
대로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
가 다른 지역에 비해 1계 확률적 우위에 있었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누적

0.3443 0.000***

2004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0223 0.891

2014년 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이 1계 확률적 우위

-0.1493 0.006***

동일한 분포

0.1493 0.012**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분포함수와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기술적 효율성 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국 준공영제 시행 지역인 6대 특별시 및 광역
시의 시내버스 운송업은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6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4년에 비해 2014년이 기술적 효
율성이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준공영제 시행이 시내버스 업체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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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증대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결론내리기에

그리고 2004년에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

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

내버스 운송업체들의 기술적 효율성이 다른 지역들

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기술적 효율성 변화가 발

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아마도 6대 특별

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및 광역시는 높은 물가수준, 자가용 승용차 통행

다만 2004년에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버스

의 높은 수준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어진

운송업체들의 기술적 효율성이 다른 지역들의 그것

투입물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산출물 대비 실제

에 비해 낮았지만 2014년에 역전된 것은 어느 정도

얻은 산출물 수준(기술적 효율성)이 높을 수가 없는

준공영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조였을 것이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과 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을 통한 시내버스 운송업의 경영개선이 기술적 효

양한 제도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상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율성에 영향을 미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본 연구는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의

수 있다. 특히 6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모두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업

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승객수,

의 체질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이들 업체들의

운행거리 등을 이용하는 기존 연구에 비해 포괄적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 산출물 변수인 부가가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확률적경계 생산함수를 추정하는 모수적인

Ⅴ. 결론

접근방법과 이를 토대로 기술적 효율성을 구축하고
분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접근방법인 1계 확률적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준공영제 시

우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측면이 있다.

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 수준

그러나 6대 광역시 및 특별시의 기술적 효율성

을 살펴보았다. 준공영제로 인해 6대 특별시 및 광

증대와 다른 지역의 기술적 효율성 감소가 구체적

역시에서 수입금공동관리제, 요금체계 개편, 버스

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추

운행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BMS)

론을 하고 있을 뿐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도입, 운행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준공영제

데 이러한 제도시행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의 원래 목적은 효율성 증대라기 보다는 교통부문

효율성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한 6대 특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어떠한

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

역할을 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시

있다.

행하지 않은 지역은 기술적 효율성이 퇴보한 것으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자료상의 문제일 수도 있

로 판단되었다. 현재의 연구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지만 연구진의 한계일 수도 있으며 추후의 연구과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준공영제

제로 남기고자 한다.

가 기술적 효율성 개선의 유일한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송업에 특
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공영제가
기술적 효율성 개선에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96

2019. 6

시내버스 운송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

Ⅵ. 부록

대한 급여 지급여부도 상이하다. 2014년의 경우에
는 상용 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전체 급
여에서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 비중과 이들 구성

1. 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

원의 종사자수를 곱한 값을 가중평균 종사자수를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버스 준공영제 현황은

산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자영업자는 중요도가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상용 근로자의 급여

<표 부록 1>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비중과 자영업자의 인원을 곱하여서 가중평균 종사
<표 부록 1> 지자체별 버스 준공영제 제도 현황
구분

내용

시행시기

자수 산정에 이용하였다. 2014년 운수업조사표에
서 무급가족 종사자를 “자영업자의 가족이거나 친
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에서 정규

수입금공동관리제, 총비용노선입찰제,
통합거리비례 요금제, 운행업체 경영 및
서울
서비스 평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신교통카드, BMS, 환승편의시설 구축

2004년
7월

수입금공동관리제, 환승정책 추가요금제,
운행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신교통카드, BMS,
환승편의시설 구축

2007년
5월

수입금공동관리제, 무료환승제, 운행업체
대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교통카드,
BMS, 환승편의시설 구축

2006년
2월

인천

수입금공동관리제, 통합거리비례제, 운행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BMS 구축

2009년
2월

광주

수입금공동관리제, 무료(할인)환승제,
운행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교통카드, BMS, 환승편의시설 구축

2006년
12월

대전

수입금공동관리제, 무료(할인)환승제,
운행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신교통카드, BMS 구축

2005년
7월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2014년 기준 운수업 조사표). 이를 근거로 무급가

족 종사자는 상용 근로자 급여 비중의 1/3과 인원
을 적용하여 가중평균 종사자수 산정에 이용하였
다. 기타 종사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동일하게 처

주: 인천광역시는 광역버스가 제외되어 있어서 완전한 의미의 준
공영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자료: 이영수,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아 공공성 강화방향, 사회
공공연구원, 2018.

6대 도시 모두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입금 공동관리 기

리하였다.
2004년의 경우 차량관계 종사자와 기타 종사자

는 전체 급여액에서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 비중
과 이들 구성원들의 종사자수를 곱한 값을 가중평
균 근로자수 산정에 이용하였다. 사업주 및 무급가
족 종사자는 2014년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
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표 부록 2> 운수업통계조사의 종사자 및 연간급여액
유무
구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BMS)
기타
종사자

2. 가중평균 종사자수 산정방법
사업주

운수업통계조사에서는 2004년과 2014년의 종사
자 구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종사자에

급여액
존재유무

운전기사
정비 및
차량관계
수리공
종사자

구는 6대 도시별로 상이하며 준공영제 개편 이후
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

2014

급여액
존재유무

○

운전기사

○

○

정비사
등

○

사무직
및 임원

○

구분

상용
근로자

기타

○

단순
노무자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

사무직
및 기타

○

자영업자

×

사업주

×

무급가족 종사자

×

무급가족
종사자

×

기타 종사자

×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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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종사자 대신에 개별 종사자들의 급여
액을 노동변수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만 사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
자의 급여액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생산함수 연구(Battese and Coelli,
1992; Coelli et al., 2005; OECD, 2001)에서 급여

대신에 노동투입시간 혹은 종사자수를 이용하였기
에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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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버스차고지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불법주
정차, 소음, 매연 등으로 시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전락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수의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내에서 차고지로 사용할 부지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고, 넓게 분산된 부지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고,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버스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주제어: 버스차고지, 최적화 모형, 공차거리, 입지선정, 지리정보시스템

Although bus depots are important infrastructure facilities required to provide rapid and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ssues such as illegal parking and idling, noise, and air pollution cause
them to be unwanted by nearby residents, which generates significant conflic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sites for such facilities. To solve this problem, local governments are building public bus
depots that can be used jointly by multiple public transportation companie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wide enough places to be used as bus depots in large cities,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dequacy of wide and distributed areas. In this study, a model for selecting locations for common
bus depots in consideration of land us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bus system.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model, the study implemented the system in the Incheon city government’s selection
of candidate locations for a common bus depot.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 Keywords: Bus Depot, Optimization Problem, Deadhead Distance, Location Problem, GIS

버스공영차고지 최적 입지선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Ⅰ. 서론
버스차고지는 노선버스가 기·종점간 1회 운행을

Ⅱ. 기존 문헌 고찰
1. 입지선정 모형

마쳤거나 하루 운행을 모두 마쳤을 경우 다음 운행
또는 익일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검사,

입지선정 모형은 목적함수와 제약식의 형태에 따

정비, 차량보관을 하는 장소로, 노선버스 서비스를

라 용량의 제한이 있는 입지선정 문제(Capacitated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Facility Location Problem), 용량의 제한이 없는

많은 버스 운송업체는 해당 업체의 버스만 이용

입지선정 문제(Uncapacitated Facility Location

할 수 있는 전용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보유

Problem), 단일시설입지모형, P-median 모형, 범

차량대수만큼의 충분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버

위설정모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스 운송업체의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나 나대지에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모형은 차고지와 모든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지와 근

노선의 기점과 종점간의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접하게 위치한 버스 차고지의 경우 소음과 매연 등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지와 공급지간 이동

으로 거주환경을 해치는 혐오시설로 전락하여 민원

거리를 최소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형은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P-median이 있다. P-median 모형은 공공시설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버

이용하는 이용자의 총 이동거리를 최소화시키는 p

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다수의 운송업체가 공동으

개의 공공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모형이다.(윤정

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를

미·이신훈, 2008) 수식은 아래와 같다.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 각 운송업체별 버스차

  
s.t :    (for all  )
  

(1)

쉽지는 않고, 넓게 분산되어 있는 여러 부지들 중 어

  ≤   (for all  ,  )

(4)

떤 부지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다.

 ∈  (for all  ,  )

(5)

 ∈  (for all  )

(6)

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공영차고지
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용과 버스 운영 측면에
서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최대
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도시
내에서 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할 부지를 찾는 것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복잡한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고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
적의 버스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적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버스
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모형은 차고지부터 기점과
종점까지의 공차거리1)와 공영차고지 설치비용을

 









  



(2)



(3)

where,  : 시설물 수

 : 수요지  수요량
 : 수요지  와 시설물  의 거리
  : 시설물  설치 여부
  :  수요지의  시설물 할당 여부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에 해당한다.

1) 공차거리는 버스나 기차 등의 대중교통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차고지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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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의 목적함수는 시설물과 수요지간의 총 통

는 풍력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GIS를 활용하는

행거리를 나타낸다. 식(2)는 각 수요지는 반드시 하

방법을 제시하였다. Wang et. al(2008)은 혐오시설

나의 시설물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중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과정을 제

제약조건으로, 서비스의 중복이나 부재 지역이 존

시하고, GIS와 AHP를 활용하여 중국 베이징을 대

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식(3)은 자신의 지역에 있

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는 시설물에 의해 서비스 받는 수요지의 수는 시설

기존 연구의 경우 입지선정에 GIS를 비롯해

물의 수와 같음을 나타낸다. 식(4)의 제약조건에서

AHP, 최적화모형 등을 활용한 연구를 보면 후보지

   이면  지역에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를 선정하기 위한 지형적인 위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의 이용자는  지역의 시설물에 할당되지 않으

도구로 GIS를 활용하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

므로    이 된다. 만약    이면  지역에 시

해서 AHP, 최적화모형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설물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는 0 또는 1의 값을

GIS를 활용한 접근성 분석의 경우 그리드분석을 통

가진다. 식(5)와 (6)은 결정변수  ,  가 0 또는 1

해 후보지별 누적통행시간을 산출하거나(김황배·김

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약조건들이다.

시곤, 2006), 이동거리를 무작위법으로 자료를 생
성해서 분석(김기혁, 2000)하는 등 현실 세계에서

2. 입지선정 관련 기존 연구

의 실제 이동경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입지선정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도서관,
도청, 소방서,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해 쇼
핑몰, 태양광 발전소, 전기버스 충전소 등 민간시설

Ⅲ.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모형

물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활용되었다.
김황배·김시곤(2006)은 접근성이론과 GIS(Geogra

1. 버스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과정

-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공간

분석 기법을 접목시켜 공공시설 후보지를 평가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은 1.기초데이터 수집

방법을 적용하여, 충남도청 후보지들의 적정성을

단계, 2.배제구역 선정 단계, 3.후보지 도출 및 후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유창호 외(2017)는 공공도

보지별 주차면적 산출 단계, 4.입지 선정 모형 적용

서관과 같은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물의 입지

을 통한 최종 입지 선정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를 선정하기 위해 접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

버스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하여 GIS 공간분석을 활용해 최적입지를 선정하였

1>과 같다.

다. 연구에서 도출된 입지선정 절차를 바탕으로 광
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Eddie W.L.Cheng et al.(2005)은 GIS를 기반으

로 쇼핑몰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Mevlut Uyan(2013)은 태양광 발전소의 위치를 선정

하기 위해 GIS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 분석을 통해 최적화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터키의 코냐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를 하였다. D. Latinopoulos, K. Kechagi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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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버스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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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기초 데이터 구축

Step 3. 후보지 도출 및 규모산정

1단계는 버스공영차고지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이 단계에서는 배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

위해 필요한 인자들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지별 주차가능대수

구축하는 과정이다. 국가 수치지도에서 행정구역,

를 산정한다. 주차가능대수는 관련 법령에 제시된

연속지적도, 도로망, 시내버스 노선 현황 등을 추출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와 배치 기준, 구조·설비기

하여 GIS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한다.

준을 고려해서 산출되어야 하며, 배제구역기준과
마찬가지로 후보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Step 2. 배제구역 선정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배제구역은 환경에 민감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 등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불

Step 4. 버스공영차고지 최적 입지선정

가능한 지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미리 제거함으

Step 3에서 도출된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본 연

로써,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점을

구에서 제안한 모형을 적용하여 시설 설치비용과

간추리는 과정이다.

버스 공차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문헌 및 법률을 조사하

지의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 설치 배제구역과
최소 안전거리를 도출하였다. 문헌의 내용에서 공

2. 버스공영차고지 최적 입지선정 모형

통적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배제
구역과 최소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버스공영차고지는 공
차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모형인

1>과 같다.

P-median은 거리를 최소화하는 모형이지만, 용량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사전에 미리 정

<표 1> 배제구역과 최소안전거리
배제구역

최소
안전거리

그린벨트를 제외한 녹지지역

0m

공동주택

100m

교육시설

50m

의료시설

25m

의료·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1종 보호시설

17m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기타 2종 보호시설

12m

인접 도로

24m

본 연구는 일반적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의한 시설 수만큼의 시설 입지를 정의한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면서 공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하였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s.t :









 

  



(7)







≤   ( ∀ ∈  )

(8)

   ( ∀ ∈  )

(9)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항을 첨가

 
≤ 



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의 적용가능성도 고려하여야

  ∈  ( ∀ ∈  )

(11)

한다.

  ≥  ( ∀ ∈   ∈  )

(12)

   

(13)

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적용 시에는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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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공영차고지 후보지 집합

 : 공영차고지 후보지

  : 버스 기·종점  에 할당된 버스
 : 기·종점  에 할당된 버스와 공영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모
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버스공영차
고지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였다.

차고지 후보지  의 거리

 : 공영차고지 후보지별 주차공간


 

1. 인천광역시 버스차고지 현황

공영차고지 설치할 때
그렇지 않을 때

  : 후보지  에 할당된  기·종점 차
량 수

인천광역시에는 운영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3개
소, 버스운송업체의 자체 차고지 69개소 등 총 72
개소의 버스차고지가 설치되어 있다.

  : 공영차고지 후보지별 설치비용
 : 단위운송비용

<표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차고지 분포 현황

 : 임의의 큰 수

구분

차고지(개소)

면적(㎡)

주차대수(대)

중구

6

9,801

225

식(7)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비용과 버스 기·종

동구

2

1,388

50

점과 공영차고지의 총 운행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

남구

2

6,086

79

함수이다. 식(8)은 특정 차고지에 할당된 총 차량수

연수구

12

19,139

407

가 해당 차고지의 주차공간보다 작아야 한다는 제

남동구

4

3,568

123

부평구

10

20,724

153

약식이다. 식(9)은 기·종점에 할당된 모든 버스 차

계양구

4

5,092

133

서구

32

72,405

1,034

식(10)은 후보입지에 차고지가 설치되어야지만 버

강화군

1

4,428

31

스노선의 차량이 할당될 수 있다는 제약조건이다.

김포시

1

1,000

15

식(11)은 결정변수  가 이진변수라는 제약조건이

계

74

143,631

2,250

량들은 차고지에 할당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다.

며, 식(12), 식(13)은 결정변수  가 0보다 큰 정수
라는 제약조건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고지에 총 2,250대의 시

현재 운영 중인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으며, 그 공

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내버스 차

영차고지를 포함하여 추가 공영차고지 최적 입지

량 중 96.98%에 해당하여, 70대의 주차공간이 부

및 버스차량 할당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족한 상황이다. <표 3>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192

제약식을 추가하면 된다.

개 노선 2,320대의 기점과 종점을 분석한 결과이
다. 버스 기점은 서구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

′  ∀′∈ ′ 

(14)

점은 부평구가 2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행대수는 기점에서는 서구가 393대로 가장

where,  ′ : 기존에 운영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집합

′ : 기존에 운영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106

2019. 6

많았으며, 버스 종점은 부평구가 179대로 가장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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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천광역시 구별 버스 기종점 수 및 운행대수 현황
기점

종점

종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 후보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계

구분

현황 운행대수 현황 운행대수 현황 운행대수
(개)
(대)
(개)
(대)
(개)
(대)

중구

15

183

8

56

23

239

동구

1

10

-

-

1

10

남구

19

110

10

72

29

182

행정구역, 시내버스 기·종점 위치 등을 추출하여

연수구

32

330

10

73

42

403

GIS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였다.

남동구

24

163

11

111

35

274

부평구

39

262

21

179

60

441

계양구

12

109

7

62

19

171

서구

47

397

13

96

60

493

기타

8

31

12

76

20

107

계

197

1,595

92

725

289

2,320

차고지가 불분명한 70대를 제외한 2,250대 시내
버스의 공차거리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일 총 공차거리 : 18,162.05㎞/일

Step 1. 기초 데이터 구축
국가수치지도에서 수도권 도로망, 연속지적도,

<표 5>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역
구분

수집 대상 데이터

유형

도로망

도로ID, 차선 수, 도로등급,
도로유형 등

Line

연속지적도

법정동 코드, 지번지목부호,
지목코드, 토지면적 등

Polygon

행정구역도

법정동 코드, 법정동 코드

Polygon

시내버스
기·종점

기·종점 이름, 좌표, 노선번호,
운행대수

Point

· 1대당 일평균 공차거리 : 8.07㎞/대·일
· 1대당 일평균 연료손실금 : 3,239.37원/대·일
* 연비 : 1.8㎞/㎥, CNG 가격 : 720.75원/㎥ 기준

Step 2. 배제구역 선정
<표 1>의 배제구역 기준 적용하여 녹지지역, 공

동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기타 1종 보호시설,
<표 4> 기·종점-차고지간 공차거리 분석 결과
구분

기점-차고지(대)

종점-차고지(대)

10㎞ 미만

1,178

336

10㎞~20㎞

270

330

기타 2종 보호시설, 도로 등에 대한 배제구역지도
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인천
광역시는 도심과 부도심은 공동주택으로 인한 배제
구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중심은

20㎞~30㎞

50

40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기타 1종 보호시설로

30㎞초과

11

35

인한 배제구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

1,509

741

각각의 배제구역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첩분
석을 실행하여, <그림 3>과 같은 버스공영차고지

2. 버스공영차고지 후보 입지 선정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을 도출하였다. 설치 불가능
한 지역은 대부분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해 있었으

최적화에 앞서 GIS 기법을 활용하여 버스공영차

며, 버스공영차고지는 도심외곽이나 도시 내 개발

고지가 설치 될 수 있는 후보 입지를 선정하였다.

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한 구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버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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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지지역

(b) 공동주택

(c) 교육시설

(d) 의료시설

(e) 기타 1종 보호시설

(f) 기타 2종 보호시설

(g) 도로

<그림 3> 배제구역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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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불가능 지역

<그림 4> 배제구역 중첩분석 결과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버스공영차고지 후보지
<그림 5> 후보지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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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후보 입지 도출

장 많았으며, 연수구(2개), 남동구(2개)의 순으로 나

<그림 3>의 결과를 바탕으로 버스공영차고지가

타났다. 후보지별 면적에 따라 주차가능대수는 상

설치 가능한 구역 중 도로 접근성이 좋고, 버스의

이 하지만, 평균적으로 15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

진출입시 소통이 원활하며, 토지의 구매가능여부

으로 나타났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중

등 입지요건을 검토하여, 공영차고지로 운영이 가

청라/가정, 송도 등 현재 대형 택지개발이 진행 중

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18곳을 후보지를 선정하

이거나 진행예정인 곳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

였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고, 최종후보지를 선
정하기 위해서 각 후보지별로 주차가능대수를 산출

3. 버스공영차고지 입지 선정 모형 적용

하였으며, 이는 <표 6>과 같다.
개발한 입지 선정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입력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기·종

<표 6> 후보지 및 후보지별 주차면적

점과 차고지간 공차거리(  )는 도로망의 최단경로

구분

후보지명

면적(㎡)

설치비용
(억 원)

주차가능
대수(대)

①

계양권역(귤현동)

25,000

34,775

250

②

계양권역(목상동)

6,000

8,346

60

③

부평권역(삼산동)

30,000

41,730

300

④

중구권역(운북동)

10,000

13,910

100

대수(  )는 <표 6>과 같이 설정하였다. 셋째, 공영

⑤

중구권역(운서동)

7,000

9,737

70

차고지 후보지의 설치비용(  )은 각 후보지별 토지

서구권역(원창동)

12,500

17,388

125

매입비용, 건설비용 등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

서구권역(신현원창동) 27,000

37,557

270

⑥
⑦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참고로 289개 기·종점과
21개 차고지간 6,069개 기·종점 쌍의 최단경로를

산출하였다. 둘째, 공영차고지 후보지의 주차가능

어, 최근 조성된 서창 버스공영차고지의 단위면적

⑧

서구권역(원당동)

26,000

36,166

260

⑨

서구권역(백석동)

15,000

20,865

150

⑩

서구권역(검암동)

7,500 10,432.5

75

였다. 이때 각 후보지별 면적에 따른 설치비용은

⑪

서구권(왕길동)

12,000

16,692

120

<표 7>과 같다. 넷째, 공차거리(km)에 대한 단위운

⑫

연수권역(송도동)

23,000

31,993

230

⑬

연수권역(선학동)

11,000

15,301

110

⑭

연수권역(옥련동)

12,000

16,692

120

⑮

남동권역(논현동)

24,000

33,384

240

설정한 입력 변수를 모형에 적용하여 최적해를

⑯

남동권역(남촌동)

9,000

12,519

90

찾은 결과 18개 후보지 중 10개의 후보지가 최적

⑰

남동권역(만수동)

16,000

22,256

160

입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기

⑱

남동권역(장수동)

10,000

13,910

100

존 공영차고지의 경우 기종점이 대부분 차고지 근

주: 시내버스 1대당 주차면적(약 100㎡/1대)은 기존 공영차고지
3개소(장수·송도·서창 공영차고지)의 평균으로 산출함

당 사업비(139.1백만 원/㎡)값을 동일하게 설정하

송비용(  )은 연비와 CNG가격을 고려하여 400.42
㎞/원을 적용하였다.3)

처에 위치하고 있어 1년간 버스운행비용은 크지 않
았다. 신규로 선정된 10곳의 후보지는 기종점과의

18곳의 후보지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후보지의 경우 부도심의 개발제한구

거리가 있어 1년간 운행비용이 적게는 0.76억 원에
서 많게는 2.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역에 위치하고 있다. 서구가 총 4개의 후보지로 가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CNG 버스 기준 연비 : 1.8㎞/㎥,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CNG 가격(2018.12월) : 72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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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버스공영차고지 선정 결과
구분
기
존

최
종
후
보
지

차고지명

<표 8> 버스공영차고지별 노선 수 및 주차대수

설치비용 운행비용
(억 원)
(억 원)

전체비용
(억 원)

장수공영차고지

-

0.48

0.48

송도공영차고지

-

0.01

0.01

구분
기
존

차고지명

노선수
(개)

주차가능대수
(대)

주차대수
(대)

장수공영차고지

13

102

102

송도공영차고지

11

72

72

서창공영차고지

-

0.02

0.02

서창공영차고지

10

118

101

계양권역(귤현동)

34,775

2.78

34,777.78

계양권역(귤현동)

36

250

250

부평권역(삼산동)

41,730

1.67

41,731.67

부평권역(삼산동)

49

300

300

중구권역(운서동)

9,737

1.07

9,738.07

중구권역(운서동)

12

70

65

서구권역(원창동)

17,388

0.76

17,388.76

서구권역(원창동)

21

125

120

서구권역(신현원창동)

37,557

2.96

37,559.96

서구권역(원당동)

36,166

2.63

36,168.63

서구권역(백석동)

20,865

1.70

20,866.70

연수권역(송도동)

31,993

2.60

31,995.60

남동권역(논현동)

33,384

3.85

남동권역(만수동)

22,256

1.13

285,851

21.67 285,872.67

계

최
종
후
보
지

서구권역(신현원창동)

27

270

270

서구권역(원당동)

34

260

260

서구권역(백석동)

26

150

150

연수권역(송도동)

34

230

230

33,387.85

남동권역(논현동)

27

240

240

22,257.13

남동권역(만수동)

26

160

160

-

2347

2,320

계

버스 기·종점

☆

기존 공영차고지

★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 버스 기·종점과 최종후보지간의 공차거리는 실제 도로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표현의 편의를 위해 직선으로 표기하였음

<그림 6> 최종 후보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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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10곳을 신설할 경우 시내버스의 일

공영차고지 후보지 선정과정의 체계화를 위해 크게

일 총 공차거리는 약 14,828㎞로 기존 공차거리에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

비해 약 18% 감소되었으며, 연료비는 일평균 약

였다. 둘째, 단계별로 정리된 선정과정을 인천광역

2,639원/대로 기존에 비해 버스 1대당 약 19% 감

시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보았다. 배제구역선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곳의 공영차고

정 과정을 통해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가 불가한

지를 신설하게 되면 2,320대의 시내버스를 모두 주

지역을 선별하고, 도로 접근성, 버스 진출입시 소통

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참고로 버스들

등을 고려하여 1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입

의 주차장 확보율은 기존 운영방식 대비 4.18% 증

지 선정 모형을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최종 후보지

가한 101.16%로 나타났다.

10곳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차고지를 대체할 공영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시내버스의 일일 총 공차거
리는 약 18%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표 9> 공차거리 비교

버스 1대당 연료비를 약 19% 절약할 수 있는 것으

구분

총 공차거리

평균
공차거리

평균 연료비

기존
차고지

18,162.05㎞
/일

8.09㎞
/대·일

3239.37원
/대·일

신규
공영차고지

14,827.50㎞
/일

6.59㎞
/대·일

2638.75원
/대·일

선정 방법론은 다른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에도 활

감축률

18.36%

18.54%

18.54%

용될 수 있을 것이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적화

주: 1) 연비는 1.8㎞/㎥, CNG 가격은 720.75원/㎥ 기준임
2) 기존의 차고지가 불분명한 70대의 버스를 제외한 2,250대
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내버스 주자공간이 기존 운
영 방식 대비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버스공영차고지 최적 입지

모형은 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모든 버스 노선이

<표 10> 주차장 확보율 비교

공영차고지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최적 후보지를

구분

버스 인가

주차가능대수

주차장 확보율

선정하였으며, 각 후보지의 토지매입비용과 운영비

기존
차고지

2,320대

2,250대

96.98%

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설치비

신규
공영차고지

2,320대

2,347대

101.16%

용을 산정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시내버
스 운수업체와 연계를 통해 공영차고지 이용유무,
버스의 연료를 보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충전소의
위치, 운행금지 구역 등의 연구를 통해 현실에 적용

Ⅴ. 결론

가능한 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공영차고지 운영비용과 토지매입비용 등 투자비용

본 연구에서는 버스공영차고지의 최적 입지를

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를 고려한 최소비

선정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과 방법론을 개발하였

용으로 경로를 구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버스공영차고지 최적

필요하다.

입지선정 모형을 인천광역시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
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전체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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