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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물운송시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어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은 도로운송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와 함께 철도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철도화물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도로운임 변화에
따른 운송수단 전환의향을 조사하고 개별행태모형을 기반으로 한 화물 수단선택모형을 기반으로
화물운임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요탄력성은 화물품목별, 운송구간별로 추정되었
으며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이 철도화물 운송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운임변화에 대한 수송수요 탄력성은 도로에
비하여 철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ft 및 40ft 컨테이너와 시멘트 중 40ft 컨테이너를 제외하
고는 철도운송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셔틀운송비율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운송구간
별로 운임변화 양상이 상이하고 화물별로 탄력성 차이가 있어서 철도화물 운송시장별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도로안전운임, 화물수요, 화물운임, 화물수단선택, 탄력성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in the road freight transport market and increase the
safety of road traffic, the road safety tariff was implemented in 2020.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
safety tariff is expected to have a major change in the road transport market, but it is also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il transport marke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afety tariff enforcement on rail freight rates and to present its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the willingness to change in modes according to the level of road freight rates were
investigated for major rail freight customers, and freight demand elasticity was estimated based on
individual behavior models. Freight demand elasticity was estimated by commodity item and
transportation section. Through the results, the imp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 safety tariff
could have on rail freight rates was analyzed and its implication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freight rates was found to be smaller for rail compared to road,
and rail transportation was found to be inelastic, with the exception of 40ft containers among 20ft/40ft
containers and ce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to strategically respond to each
rail freight market because fares change differently for each route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shuttle transportation ratio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elasticity by commodity item.
￭ Keywords: Road Safety Tariff, Rail Freight Market, Freight Rates, Freight Mode Choice,
Elasticity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시 철도화물 운송시장변화 예측을 위한 운임탄력성 분석

Ⅰ. 서론

물 운임탄력성 산정과 관련하여 탄력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품목에 대하여 총 운송비용 변화에 따

도로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른 탄력성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철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

도화물의 주요 수송구간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안

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도로 및 철도부문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

운임변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향후 물동량 변화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

가능성과 철도화물 운임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되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

살펴본다.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과 안
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

Ⅱ. 기존연구 고찰

로 의결하면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최저운임
수준의 기준값이 공표되었다.(국토교통부a, 2019)

1. 철도화물운송 현황

안전운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

2019년 기준, 철도의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톤

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

기준으로 약 9.5백만톤, TEU 기준으로 약 79만

어 화물차주의 평균소득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하였

TEU였으며 오봉역, 부산신항 북철송장 및 남철송

다. 따라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도로화물운

장, 부산진역, 신광양역, 삽교역 등이 주요 처리역

임 인상은 도로화물운송시장뿐만 아니라 철도화물

이었다. 시멘트 수송실적은 톤 기준으로 약 11.3백

운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톤이었으며 주요 발송역은 도담역과 입석리역,

철도화물운임 변화를 포함한 철도화물운송 전략을

주요 도착역은 수색역과 오봉역이었다.(한국철도공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 안전운

사, 2020)

임제 도입이 철도화물운송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

철도 화물운임은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구분하

향과 그에 대한 철도화물운송시장의 대응가능성을

여 결정된다. 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운임은 컨테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물철도를 이용

너 규격별 운임단가에 수송거리를 곱하여 산정된

하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도로운임변화에 따른

다. 영컨테이너(적컨테이너)는 20ft, 40ft, 45ft에 대

운송수단 전환의향을 조사하고 화물운임에 대한 탄

하여 개-km당 각각 516원, 800원 946원의 운임단

력성을 추정함으로써 도로운임 변화로 인한 철도화

가를 적용하고 공컨테이너는 규격별 영컨테이너 임

물수요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률의 74%를 운임으로 적용한다. CY(Container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로안전운임제 현황, 철도

Yard)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임에 CY 장치료, 경과

장치료, 하역료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

및 도로 화물운임 현황, 화물 수단선택모형 관련 국

일반화물의 철도운임은 품목별 운임단가에 수송

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화물운임에

거리와 화물중량을 곱하여 산정된다. 일반화물 중

따른 탄력성 분석을 위하여 철도를 이용하여 컨테

시멘트, 비료류, 무연탄, 기타품목의 운임단가는 톤

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

-km당 각각 50원, 62원, 55원, 45.9원을 적용한다.

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품목별 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치장 사용료, 화차유치료,

물수단선택모형을 구축결과를 제시한다. 이어서 화

선로사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철도물류정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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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2020)

이러한 안전운임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봉역과 부산진역 간 철도운임은 컨테이너 20ft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공표된다. 안전 운임 산정은

가 약 23만원, 40ft가 약 36만원 수준이며 시멘트

운송원가조사 및 회계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는 약 22만원 수준이다. 이와 유사한 구간에서 도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

로화물운임은 컨테이너 20ft가 편도 32만원, 왕복

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임표를 공표하였다. 이후 컨

66만원 수준이며, 40ft는 편도 43만원, 왕복 70원

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표를 준

수준이다.(한국교통연구원, 2019) 특히 철도화물운

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었다. 컨테

송에는 출도착지에서부터 화물역까지 셔틀운송이

이너의 경우 주요 처리항만 및 물류기지(부산북항,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셔틀운임이 추가되는데 부산

부산신항, 인천항, 인천신항, 울산항, 울산신항, 마

항 북항-신항간 20ft 편도운임 6.2만원, 왕복운임

산항, 광양항, 평택항, 군산항, 포항항, 의왕ICD)를

13.6만원 수준, 40ft 편도운임 6.9만원, 왕복운임

기점으로 전국 시군구까지의 왕복수송에 대한 안전

14.6만원 수준이다.(한국교통연구원, 2019) 시멘트

운임을 공시하였다. 또한 주요 거점이 아닌 구간에

의 주요 운송 구간(제천/영월/단양~수색)의 철도화

서의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거리별 왕복운임을 별

물운임은 톤당 8.5천원~10.0천원 수준이며, 도로화

도로 공시하였으며 편도와 왕복을 구분하여 제시하

물운임은 톤당 9천원~9.8천원 수준이다. 컨테이너

며 편도의 경우에는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위치에

의 경우 철도에 비하여 도로의 화물운임이 작은 것

따라 세분화하여 안전운임을 공시하였다. 시멘트에

으로 조사되며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유사하거나 도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운임을 산정하여 고

로의 운임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하였다.(국토교통부b, 2019)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 화물수요탄력성 연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하 안전운임)은 화물차주

국내 화물수단전환과 관련하여 탄력성 분석을

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수행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탄력성 추정은 비집계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

모형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전환곡선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법령으로 지정되

이용한 연구도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2007)에

법령에 따라서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

서는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수송비용에 대하여 화

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

물운송의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탄력성이 수

을 지급해야 하며,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

송시간이나 서비스 수준 변화의 탄력성보다 높은

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화물수요 증대를 위하여 시

한다. 2020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본격 시행되

간단축보다는 요금인하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것

면서 운송사-운송사, 운송사-차주 간 거래가 보다

을 알 수 있었다. 김찬성 등(2008)은 화물수단선택

투명해지고 화주 지불운임, 차주 수령운임, 운송사

모형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직접탄력성을

수익이 명확하게 구분됨에 따라 다단계 주선에 따

추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도로와 철도의 시간탄력

른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은 –0.074, -0.571, 비용탄력성은 –0.264, -0.594

었다.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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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도로보다 철도의 탄력

4. 화물수단선택 연구

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윤동희 등(2012)은 경
전선 이단적재열차(DST) 도입을 위한 운임 탄력성

국내에서는 화물수단선택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DST시스템 도입

집계 수단선택모형을 추정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과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환곡선을 도

하원익과 남기찬(1996), 김찬성 등(2008), 최창호

출하고 수요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철도화

등(2008)의 연구에서는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물수요 탄력성이 2.65로 추정되었으며 도로운송비

SP)조사자료를 이용한 비집계모형을 추정하였다.

용 대비 3만원 저렴하게 수송이 가능하다면 약

최창호(2002), 한국교통연구원(2007)은 현시선호

63%까지 철도로의 수송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

(Revealed Preference, RP)자료를 이용하여 수단선

석되었다.

택특성을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도 화물운송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한

분석에 고려된 품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가 다수 있었으며 비집계모형을 활용하여 화물

컨테이너를 주요한 품목으로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단선택모형과 화물수요탄력성을 추정한 연구가

양회와 철강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있었으나

다수를 차지하였다. Winston(1981)은 영업용 화물

품목별 자료수집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컨테이

자동차와 자가용화물자동차, 철도를 대상으로 의사

너와 비컨테이너로 구분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철

결정자를 수하인과 화주의 경우로 나누고 운송량,

도화물운송은 철도노선운송뿐만 아니라 도로셔틀

상품가치, 손실 및 파손, 운송시간의 평균과 표준편

운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와 도로 간의 수

차를 변수로 하여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단선택을 고려할 때 철도의 셔틀운송을 반영하는

다. 탄력성 산정결과를 보면, 도로수송에서 비용탄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강웅 등(2017), 홍다희 등

력성은 -0.04∼-2.97, 시간탄력성은 -0.15∼-0.69

(2012), 김찬성 등(2008)은 철도운송에 도로셔틀운

이며, 철도수송에서 비용탄력성은 -0.08∼-2.68,

송을 고려하여 분석한 바 있다.

시간탄력성은 –0.07∼-2.33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철도를

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운송시간 단축보다는 운임

이용하는 컨테이너 운송사와 시멘트 화주를 대상으

인하가 수단간 이전을 유발할 수 있으나, 철도의 경

로 셔틀운송을 포함한 SP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운

우에는 운송시간 단축이 운영 개선에 보다 큰 영향

임제가 고시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한 화

을 끼칠 것으로 결론지었다. Small and Winston

물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여, 모형 계수를 통한 탄

(1999)는 화물수송에 대한 운임탄력성이 도로가

력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도로안전운임제 시행에

-0.04∼-2.97, 철도가 –0.08∼-2.68에 분포하는 것

다른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으로 제시하였으며 시간탄력성은 도로가 -0.15∼
-0.69, 철도가 -0.07∼-2.33에 분포한다고 제시하

였다.

Ⅲ. 분석자료 수집

이외에도 최창호(2012)는 공로에서 철도로의 수
단전환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특성을 조사한

1. 설문조사 개요

결과로서 철도운송비용 인하 또는 공로 운송비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기본정보와 도
로 및 철도 운임 변화에 따른 수단선택변화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설문내용은 응답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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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및 사업체 개요, 철도운송현황 및 운임시

<표 1> 운임 시나리오 설정

나리오별 의향조사, 셔틀 운송현황 조사, 기타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구분되며 일부 실적치(2019

40ft컨테이너
구분

년 기준)를 제외하면 2020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20ft컨테이너 및 시멘트

철도

도로

셔틀

운임

현재
수준

10%
인하

철도

도로

셔틀

운임

현재
수준

현재
수준

5%
인상

사업체 개요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철도

1

현재
수준

화물운송량 증가/유지/감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

2

현재
수준

현재
수준

5%
인하

5%
인상

5%
인상

현재
수준

3

현재
수준

현재
수준

5%
인상

5%
인상

5%
인상

10%
인상

4

5%
인상

10%
인상

10%
인하

5%
인상

10%
인상

현재
수준

5

5%
인상

10%
인상

5%
인하

5%
인상

10%
인상

10%
인상

6

5%
인상

10%
인상

현재
수준

10%
인상

10%
인상

현재
수준

7

5%
인상

10%
인상

5%
인상

10%
인상

10%
인상

5%
인상

8

10%
인상

20%
인상

10%
인하

10%
인상

20%
인상

현재
수준

9

10%
인상

20%
인상

5%
인하

10%
인상

20%
인상

5%
인상

10

10%
인상

20%
인상

현재
수준

10%
인상

20%
인상

10%
인상

11

10%
인상

20%
인상

5%
인상

-

-

-

였고 철도운송현황에서는 품목별로 운송구간별 연
간 총물동량(2019년 기준), 운송구간별 및 운송수
단(도로, 철도)별 운송비용, 운송구간별 운송수단
이용비중을 조사하였다. 철도의 경우 셔틀운임, 본
선운임, 상하역등기타경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운송현황에서 조사된 운임은 의향조사의 시나리오
설정의 기준인 “현재수준”으로 사용된다.
운임시나리오별 의향 조사는 조사대상의 운송구
간별/운송수단별 운송비용 증감을 조합한 운임시나
리오에 따라 운송수단 이용 비중을 응답받을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운임시나리오는 안전운임제 도입
에 따라 10% 내외의 화물차 운임이 인상될 것을 고
려하여 도로는 현재수준/5%인상/10%인상의 세 가
지 수준으로 변화하도록 구성하였다.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철도운임의 변화는 품목에 따라 시나
리오를 달리 설정하였고, 셔틀운임과 본선운임의

또한, 운송구간에 따른 운송특성을 반영하기 위

변동수준도 달리하였다. 40ft컨테이너는 셔틀운임

하여 품목별로 운송구간을 설정하여 운송구간별 운

이 현재수준/10%인상/20%인상되는 세 가지 수준

임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9

을 고려하였고, 본선운임은 10%인하/5%인하/현재

년 철도화물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조사에 포함할 주

수준/5%인상의 네 가지 수준을 고려하였다. 20ft컨

요 운송구간은 설정하였고 <표 2>와 같이 분석의

테이너와 시멘트는 셔틀운임이 현재수준/5%인상

용이성을 위하여 목적지가 인접한 역들은 하나의

/10%인상/20%인상되는 네 가지 수준을 고려하였

그룹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고, 본선운임은 현재수준/5%인상/10%인상의 세 가
지 수준을 고려하였다. 이 모든 운임변화 수준에 대
하여 SP조사를 위한 시나리오 설계를 하는 경우 시
나리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현실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운임변화 수
준이 중복되는 시나리오를 제거한 후 40ft컨테이너
는 11개 시나리오, 20ft컨테이너와 시멘트는 각각
10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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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 운송구간
구분

컨테이너

시멘트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

오봉

부산신항/
부산진

도담/쌍용/
입석리

오봉

2

오봉

광양항

3

약목

부산신항/
부산진

도담/쌍용/ 광운대/팔당/
입석리
덕소
도담/쌍용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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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구분
4

<표 3> 조사응답 현황

시멘트

출발

도착

출발

도착

부강

부산신항/
부산진

도담/쌍용/
입석리

부강/청주/
매포

응답업체

응답수

응답업체

응답수

도담/
입석리

대전조차장/
신탄진/흑석리

국보

1

성신양회

6

금강물류

1

쌍용양회

6

금강종합물류

1

아세아시멘트

5

동원로엑스

1

한일시멘트

3

롯데글로벌로지스

1

한일현대시멘트

6

삼익물류

2

삼일익스프레스

1

서강에스앤티

1

세방

2

합계

26

5

삽교

부산신항/
부산진

6

두정/소정리

부산신항

도담/
입석리

가천/신녕

7

북전주

광양항/
적량

삼척/동해/
삼화

수색

8

동익산/동산

부산신항

삼척/동해/
삼화

부강/청주/
매포

컨테이너

시멘트

9

군산

부산신항

입석리

북전주

10

군산/동익산/
동산

광양항/
태금

입석리

음성

11

석포

부산신항

입석리

신성/간치

12

문수

부산신항/
부산진

도담

무릉

케이씨티시

3
4
1

양양운수

1

지씨티로지스

2

천일정기 화물자동차

1

삼척

도안

코레일로지스

14

도담/삼척

한림정

하나로티앤에스

15

삼화

오봉

한솔

1

합계

23

13

울산항

부산신항

철도화물운송의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기종점
에 따라 물동량 규모와 셔틀운송비율이 상이하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철도수송량 증감 의향을

그로 인해 운송원가가 상이하므로 구간별 운임전략

묻는 질문에 컨테이너 응답 중 33.3%는 철도수송

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셔틀운송의 경우 컨테이

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응답하였고 8.3%는 감소시

너는 오봉역, 두정/소정리역, 군산역/동익산/동산

키겠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41.6%는 현재 수준을

에서의 셔틀운송거리가 길었으며 시멘트는 매포역,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증감사유를 살

오봉역, 북전주역에서 셔틀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펴보면, 물동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한

높았다.

응답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셔틀비용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추가 물량 확보의 어려움

2. 설문조사 결과

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철도수송량을 줄일 것으로
답한 응답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운송물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사의 철도물류

량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철도수송량을 증가시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23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것으로 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10%~30% 가량을

40ft와 20ft컨테이너를 모두 운송하는 경우는 17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00% 증가를 답변

였고, 40ft컨테이너만 답변한 조사부수는 2부, 20ft

한 응답자도 존재하였다.

컨테이너만 답변한 조사부수는 4부였다. 시멘트는

시멘트의 경우 대부분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

시멘트 화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한 철도수송량 증감은 없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도

26부가 회수되었다. 이들 설문조사는 주요 운송구

로운임이 증가함에도 철도수송량 증감이 없을 것으

간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표 3>은 품목별 응답

로 응답한 이유는 시멘트의 특성상 의도적인 물량

한 업체와 업체별 응답수를 보여준다.

증감이 어렵고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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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여전히 화물차 운송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

확률효용모형에서 두 대안간 오차항의 차이

이라 답하였다. 다만 의향조사에서 특정 구간 및 특

(      )가 어떠한 확률분포를 따르는지에 따

정 시나리오에 대하여 도로운임 증가에 따라 수단

라 모형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오차항의 차이가 로

비율을 달리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구간별로 여

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이항로짓모형에서

건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은 식5와 같다.
   Pr ≧  

(5)


 
    

 
 

    

Ⅳ. 화물수단선택모형 구축
1. 모형 구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화물 수단선택모형은 BenAkiva(1998)에 제시된 이항로짓모형을 기반으로 추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화

정된다. 이항로짓모형은 상호독립적인 두 대안 중

물자동차와 철도간 수단선택확률을 사용하였고, 결

효용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확률효용모형으로서 의

정 가능한 요소로 사용되는 독립변수로는 셔틀비

사결정자 n이 선택 집합  에서 대안 i를 선택할

용, 본선운임, 상하역비용, 총운송비용(셔틀비용+운

확률은 식1과 같이 표현되며 의사결정자 n이 대안

임+상하역비용), 사유화차 보유여부, 오봉-부산간

i 및 j를 선택할 확률은 식2와 같다.

등 특정 기종점 더미변수 등이 검토되었다. 다만,
통상의 수단선택모형과는 달리 본선시간, 셔틀시

 ｜   Pr ≧  ∀ ∈ 

(1)

간, 환적시간 등 운송시간 관련변수는 제외하였는
데, 이는 수단별 및 기종점별로 정확한 운송시간을

   Pr ≧   
      

(2)

파악하기 어렵고, 도로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운
송시간에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설정된 모형의 모수는 최대가능도법

이항선택모형의 효용함수는 식3과 같이 구성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추

며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식4와 같이 계산된다.

정되며 이를 위하여 계량경제패키지인 NLOGIT 프

여기서,   는 효용 i, j의 결정 가능한 요소이

로그램을 이용한다.

며      는 효용 i, j의 확률적 요소를 의미한다.

2. 모형 추정
        
       

(3)

   Pr ≧  

(4)

 Pr    ≦    

화물수단선택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표
6>와 같다. 컨테이너는 40ft와 20ft를 구분하여 모

형을 추정하였다. 두 경우 모두 총 운송비용 모수는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나 본선운임, 셔틀비용, 상하
역비용 등 세부변수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40ft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의 대안특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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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가 (-)값으로 추정되어 운송조건이 동일하면

<표 6> 수단선택모형 추정결과-시멘트

철도보다 도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모수

표준오차

t통계량

20ft컨테이너의 경우 철도의 대안특정상수는 (+)값

대안특정상수
(철도)

2.32008

0.51134

4.54

총 운송비용
(만원)

-2.14393

0.87904

-2.44

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동일 조건을 가정하였을 때 두 수단 간에 특별한

요약통계량

선호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0ft 컨테이너 모형
의 경우 개별 변수의 유의성은 있으나, 자료적합도
통계량이 낮아 모형 전체적인 설명력은 높지 않은

관측수



140
-98.04061
-71.12462
0.2745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수단선택모형 추정결과-40ft컨테이너
변수

모수

표준오차

t통계량

대안특정상수
(철도)

-0.72979

0.16305

-4.48

총 운송비용
(만원)

-0.034802

0.020560

-1.69

요약통계량
관측수



1. 추정방법
탄력성(elasticity)이란 설명변수의 변화에 대한

179
-124.07335
-110.26749
0.1113



Ⅴ. 화물수요탄력성 추정

수요의 변화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화물교통에
서는 수송수단별로 수송비용이나 수송시간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측정하는데 활용한다. 탄력성은 수단
간의 탄력성을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탄력성

<표 5> 수단선택모형 추정결과-20ft컨테이너

(direct elasticity)과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을

변수

모수

표준오차

t통계량

나누어 분석한다. 직접탄력성(direct elasticity)은

대안특정상수
(철도)

0.06157

0.24657

0.25

한 수송수단의 비용변화에 따른 해당 수송수단의

총 운송비용
(만원)

-0.057981

0.034260

-1.69

요약통계량
관측수




83
-57.53122
-55.32481
0.0384

수요변화를 추정한다. 즉, 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1% 변화(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경우 그 수
단의 이용률의 변화율을 뜻한다. 이를 이용하여 비
용변화로 인한 수요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직접탄력성은 대안 i의 독립변수 변화율에 대한
대안 i의 종속변수 변화율로 설명되며 앞서 구축한
화물수단선택모형을 기반으로 식 6과 같이 나타낼

시멘트의 경우에도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총

수 있다.

운송비용 모수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시
멘트는 철도의 대안특정상수가 (+)로 추정되어 운

 

       

(6)

송조건이 동일할 때 도로보다 철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개인 n이 대안 i의 속성 k에 의한 선택

확률의 직접탄력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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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성변수(cost, time, service level)의

탄력성은 –1.1843(40ft), -0.7258(20ft)이며 철도의
교차탄력성은 1.1320(40ft), 0.7754(20ft)로 산정되

계수값
 : SP조사 시 대안 i 속성변수의 기준값

었다. 도로운임 증가에 따른 철도의 교차탄력성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임 10% 인상 시 40ft컨테

  : 대안 i의 수단분담률

이너 철도 운송량은 약 11.3% 증가하며, 20ft컨테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은 한 운송수단의 비

이너 철도 운송량은 약 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용변화에 따른 다른 운송수단의 이용률의 변화율을

된다. 철도화물의 경우 40ft컨테이너 운송이 주력

의미한다. 수단간 경쟁관계를 가질 경우 교차탄력

이므로 40ft에 비하여 20ft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성의 부호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며 수단

시행에 따라 철도화물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간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음(-)의 부호가

것을 알 수 있다. 도로의 직접탄력성도 컨테이너 종

나타난다. 교차탄력성은 대안 j(j≠i)의 독립변수 변

류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40ft컨테이너에

화율에 대한 대안 i의 종속변수(선택확률)의 변화율

대한 도로의 직접탄력성은 –0.5348로서 도로운임

로 설명되며 앞서 구축한 화물수단선택모형을 기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반면, 20ft컨테이너의 경우

으로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에는 –1.1158로서 도로운임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
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 개인 m이 대안 j의 속성 k에 의한 대안
i 선택확률의 교차탄력성
 : 속성변수(cost, time, service level)의

<표 7> 수단별 화물수요탄력성-컨테이너
구분

40ft컨테이너

20ft컨테이너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0.5348

1.1320

-1.1158

0.7754

철도

0.5356

-1.1843

0.9628

-0.7258

계수값
 : SP조사 시 대안 j 속성변수의 기준값

  : 대안 j의 수단분담률

한편, <표 8>~<표 9>은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
운송구간별 철도의 직접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을 보
여준다. 운송구간별로 보면 철도수요탄력성의 양상

식6~7을 보면 탄력성 계산을 위하여 각 대안의

이 매우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도로운임 변화에

현재 분담률이 고려된다. 화물에 따라 운송구간별

대하여 철도화물수요가 탄력적인 구간은 삽교-부산

로 수단별 분담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구간별

신항, 군산/동익산/동산-광양항 구간이었으며 이외

탄력성은 운송구간별 수단분담률을 적용하여 산정

다른 구간에서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된다. 그리고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수단 간 평균분

러한 결과는 운송구간에 따라서 실제 적용요율이

담률을 적용하면 운송구간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적

상이하고 현행 철도운송 분담율도 달라서 발생한

인 탄력성을 얻을 수 있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산정한 컨테이너 평균
탄력성과 유사하게 20ft컨테이너의 구간별 탄력성

2. 탄력성 추정결과 -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대한 수단별 화물수요탄력성 결과는
<표 7>과 같다. 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철도의 직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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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체로 낮게 산정되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시 철도화물 운송시장변화 예측을 위한 운임탄력성 분석

<표 8> 운송구간별 철도수요탄력성-40ft컨테이너
40ft컨테이너

운송구간

직접탄력성

교차탄력성

와 마찬가지로 운송구간별로 실제 적용요율이 상이
하고 철도운송 분담율도 서로 달라서 운송구간별
탄력성의 양상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정/소정리

부산신항

-1.6874

1.6138

약목

부산신항

-0.6683

0.4740

오봉

광양항

-0.9003

0.8891

오봉

부산신항

-1.0997

0.9914

구분

도로

철도

삽교

부산신항

-2.5371

2.3178

도로

-2.1352

0.6318

철도

2.8658

-0.8994

문수

부산신항

-0.4933

0.5220

동익산/동산

부산신항

-1.6202

1.7542

울산항

부산신항

(자료없음)

(자료없음)

군산/동익산/동산

광양항

(자료없음)

(자료없음)

<표 9> 운송구간별 철도수요탄력성-20ft컨테이너
20ft컨테이너

운송구간

직접탄력성

교차탄력성

<표 10> 수단별 화물수요탄력성-시멘트

<표 11> 운송구간별 철도수요탄력성-시멘트
운송구간

직접탄력성

교차탄력성

도담/입석리/쌍용 부강/청주/매포

-0.2151

0.1439

도담/입석리/쌍용

오봉

-1.2404

0.9096

도담/입석리

대전조차장/
신탄진/흑석리

-0.8196

0.5919
0.7060

두정/소정리

부산신항

-0.7939

0.9761

입석리

음성

-1.0684

약목

부산신항

-0.2435

0.2160

도담/입석리

가천/신녕

-1.1768

0.8417

오봉

광양항

(자료없음)

(자료없음)

도담/입석리/쌍용 광운대/팔당/덕소 -0.1073

0.0885

오봉

부산신항

-0.4737

0.5033

입석리

신성/간치

-0.4962

0.4508

삽교

부산신항

-1.8542

2.3361

도담/쌍용

수색

-0.1683

0.1447

문수

부산신항

-0.8131

1.1596

동익산/동산

부산신항

-0.5086

0.9393

울산항

부산신항

-0.1426

0.1044

군산/동익산/동산

광양항

-1.0183

1.1404

3. 탄력성 추정결과 - 시멘트

Ⅵ. 결론 및 시사점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도로화물운임 인상은
도로화물운송시장뿐만 아니라 철도화물운송부문에

시멘트에 대한 화물수요탄력성은 <표 10>와 같이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의 직접탄력성은 –0.8994, 교차탄력성은 0.6318

안전운임제 도입이 철도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로 산정되었다.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품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운임이 고시된 컨테이

목에 대하여 도로운임 증가에 따른 철도의 교차탄

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운송

력성을 적용하면, 화물자동차 운임이 10% 인상될

사 및 화주를 대상으로 도로운임변화에 따른 운송

때 철도 운송량은 6.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수단 변화의향을 조사하여 화물의 수단선택모형을

있다. 즉 철도 시멘트 운송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임

추정하고 도로 및 철도의 시멘트 화물운임에 대한

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도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의 직접탄력성은 –2.1352로서 화물자동차 운임의

수단선택모형을 근간으로 컨테이너의 총 운송비

증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변화에 따른 탄력도 추정결과를 보면 40ft컨테

<표 11>은 시멘트에 대하여 운송구간별로 철도

이너의 경우 탄력도가 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

의 직접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을 보여준다. 컨테이너

며, 20ft컨테이너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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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운임 변화에 대하여 40ft컨테이너 운송이 20ft컨

감한 상황에서의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

테이너 운송에 비해 화물운임 변화에 민감하게 반

라서 향후 화물운임에 대한 정책은 물동량이 정상

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운송구간별로도

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하는

탄력성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컨테이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철도화물운송 활

너 종류별, 운송 구간별로 탄력성이 상이하여 안전

성화룰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철도운임 조

운임제로 인한 영향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철도물동량 확보를 함께

또한 기존 국내 연구결과에 비하여 컨테이너의 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용탄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있다.

철도화물이용자에 국한하여 조사를 수행한 관계로
기존 국내연구 결과에 비하여 탄력성이 낮게 추정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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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 지자체에서는 이용자들의 하차정류장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실제 통행패턴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왔으나, 다양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융합하여 보다 정확한 대중교통 통행패턴 정보를 구
축하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하차정류장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를 통행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
합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을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
터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시나리오(하차미태그 비율, 허용오차 기준)별 정확도 및 유효태그 비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유형별 단계별 추정 방법론을 통해 기존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하차
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교통카드 데이터, 하차정류장 추정, 통행유형, 통행사슬, 통행패턴, 통행이력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utilizing smart card data to monitor and evaluate public transport
operations and improve public transport services. However, there are municipalities where passengers
are not required to tag their transit cards when alighting, leading to lack of information on alighting
locations and difficulties in utilization of public transit transaction data for accurate analysis of travel
patterns and support for policy decision-making. There have been studies on estimating the alighting
locations of transit users based on smart card data, but there are gaps in building more complete travel
pattern information by using multiple estimation methods in stages.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d
trips lacking information on alighting information, and applied estimation methods adequate for each
trip category in stages. Then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method under scenarios of proportion of
tagging when alighting was evaluated using public transit transaction data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more complete information on public transit users’
travel patterns using the estimation method by trip type as presented in this study.
￭ Keywords: smart card data, destination estimation, trip types, trip chain, travel pattern,
historical trav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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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하여, 지자체의 대중교통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운영 효율화 및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다양한 하차정류장 추정 기법들을 검토하였다. 각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거의 대부분

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차정류장 누락 통행의

의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

유형을 정의하고 하차정류장 추정을 위한 단계를

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설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 노선

하여 하차태그 누락 비율 시나리오를 설정, 통행유

및 배차 간격 조정, 이용실적 확인 및 정산, 신규

형 분류 및 단계별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적용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도입 방안 수립 등 대중교

하여 시나리오별 정확도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

통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였다.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대중교통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
용자의 통행 출발지와 목적지를 포함하여 정확한

Ⅱ. 기존연구 고찰

통행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많
은 지자체에서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

1. 통행사슬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들이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차정류장

하차태그 정보 누락 시 하차정류장을 추정하는

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이용자의 실제 통행 패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통행사슬(trip-chain) 기반

의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현황 모니터링 및 서비스

의 추정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Barry et

개선 등 데이터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l.(2002), Li et al.(2011), 신강원(2016) 등 통행사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의 하차

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태그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대해 하차정류장을 추

통행자가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통행하고 이전 통

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통행 간의

행의 도착지 주변에서 다음 통행이 시작되는 것으

연결성, 즉 이번 통행의 목적지 주변에서 다음 통행

로 가정하여, 동일 카드ID에 대해 1일 2회 이상의

이 시작된다는 가정에 따른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

승차 기록이 있는 경우에 대해 하차정류장을 추정

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과거 통행

하였다. 분석 대상 일자의 마지막 통행의 경우 해당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행패턴에 대한 분석 및

통행자의 주거지로 복귀한다고 보고, Nunes et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에

al.(2015), Ma(2013), Wang et al. (2011), 김경태,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다양

이인묵(2017)은 해당일 최초 통행의 출발지로 복귀

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융합하여 보다 완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하차정류장을 추정하였으며

한 대중교통 통행패턴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

Trepanier and Chapleau(2006), 김경태 외(2018)

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익일 최초 통행의 출발지 주변에서 당일 최종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하차정류

통행의

하차정류장을

추정하였다.

Zhao

et

장 추정 방법론의 특징과 입력 데이터, 하차태그

al.(2007), Barry et al.(2008)은 철도와 버스를 연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계한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하여 실제 대중교통 통행패턴을 보다 완전하게 추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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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결과의 검증 및 민감도 분석, 주요 파라미

류장을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Cheng et al.(2020)은

터의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Munizaga

3차원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을 적용하여 하차정

et al.(2014), Alsger et al.(2016)는 통행사슬 기반

류장을 추정하였고, Yan et al.(2019), Assemi et

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수

al.(2019), Jung and Sohn(2017)은 통행에 관한 다

행하였고, Nunes et al.(2015), 김경태, 이인묵

양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모형을 학습시켜 하차정류

(2017)은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시 두

장을 추정하였다.

건의 통행 간의 연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파라
미터인 ‘허용 도보거리’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

3. 단계별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연구

행하였다. Nassir et al.(2011), Alsger et al.(2015)
은 통행사슬 기반의 추정 시 환승여부 판별 및 도

통행사슬 기반, 인공지능 및 확률모형 기반 하차

보 통행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Alsger et

정류장 추정 등 단일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면 해당

al.(2015)은 통행자는 최종적으로 당일 최초 출발

방법론으로는 추정이 불가능한 통행이 발생한다는

지점으로 복귀한다는 가정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

였다.

러 가지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은 통행사슬의

수행된 바 있다. 이인묵(2019)은 통행사슬 기반의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다

추정 방법론을 우선 적용 후 추정 불가 건에 대해

음 통행의 승차 정류장 정보가 없는 단일 통행에

승차시간 유사성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적용하였고, 유봉석, 추상호(2019)는 1일 통행횟수,
마지막 통행 여부, 환승통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통

2. 통행사슬 기반 하차추정 불가 통행에 대한 하차
추정 방법론 관련 연구
하차정류장 정보가 누락된 통행 중 다음 통행에
대한 정보가 없어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추정이 불

행 유형을 구분하여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다르
게 적용하였다. Yan et al.(2019)은 1단계로 통행사
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고, 2
단계로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하차정류장 추정 성공률을 도출하였다.

가능한 통행에 대해 하차정류장을 추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확률모형 등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

4. 시사점

구가 진행되었다. 이인묵(2019)은 통행자별 통행의
승차시간의 분포를 분석하여, 추정 대상 통행과 동

현재까지 통행사슬 기반의 추정 방법론, 인공지

일한 시간대에 주로 승차한 정류장은 출발지, 다른

능, 확률모형 기반의 추정 방법론 등 하차정류장 추

시간대에 주로 승차한 정류장은 목적지로 가정하여

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 및 적용되었으며,

하차정류장을 추정하였다. 신유선(2020)은 정류장의

방법의 효과와 정확도를 검증하고 보다 많은 통행

위치를 공간적으로 군집화하여 주요 통행 출발지,

에 대해 보다 정확한 하차정류장 추정이 가능하도

목적지, 환승지 등을 분석하고 하차정류장을 추정

록 방법론을 개선하려는 연구도 이어져 왔다. 그러

하였다. He et al.(2015)은 1일 1건의 통행이 기록

나 단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통행

되어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이 불가능한

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행에 대해 동일 카드ID의 과거 통행이력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

하여 추정 대상 통행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차정

정 방법론과 과거 이력자료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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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법론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하여 단계적 하차

Ⅲ.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정류장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통행이력자료를 기반으로 통행의 연속성 및 반

1. 통행유형 구분

복성을 고려하여 통행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
에 적합한 하차정류장 추정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

본 연구에서는 버스에 승차(boarding)한 시점부

교통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대중

터 해당 차량에서 하차(alighting)한 시점까지를 통

교통 이용자의 통행 패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완

행으로 정의한다. 통행자가 A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B에서 다른 버스로 환승 후 C까지 이동한 경우 본

하였다.

연구에서는 A에서 B까지 통행 1회, B에서 C까지
통행 1회로 보고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개별 통행
에 대해 하차정류장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표 1> 기존 연구의 하차정류장 추정 정확도
구분

국내
기존
연구

국외
기존
연구

확인하고, 하차태그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경우 해

연구자

방법

정확도※

신강원(2016)

통행사슬

82.4%
(교통존)

김경태, 이인묵
(2017)

통행사슬

93.6%~94.0%
(정류장2개)

김경태 외(2018)

통행사슬

90.5%
(정류장2개)

유봉석 외(2019)

통행사슬+
통행이력

67.2%
(정류장2개)

서 기초DB는 개별ID별 해당일 모든 통행과 익일

이인묵(2019)

통행사슬+
GMM

86.1%
(정류장1개)

를 구축하였다. 익일 첫 번째 통행의 경우는 해당일

신유선(2020)

공간군집

80.0%
(정류장2개)

Li et al.(2011)

통행사슬

75%~85%
(OD Matrix)

Ma(2013)

통행사슬

91.3%~94.6%
(정류장2개)

Munizaga et al.
(2014)

통행사슬

84.2%

He et al.(2015)

통행이력

79.2%
(400m)

Alsger et al.
(2016)

통행사슬

86.6%
(800m)

Yan et al.
(2019)

통행사슬 및
머신러닝

74.43%
(지역단위)

연속 통행’으로 분류한다. 연속 통행은 환승 통행과

Assemi et al.
(2019)

Neural
Network

86.4%
(400m)

까지 통행 과정에서 중간에 1회 환승하여 버스를 2

※ 하차정류장 추정 정확도는 하차정류장 추정이 가능한 건 중 실
제 하차정류장을 정확하게 추정한 건의 비율을 의미함. 괄호
안은 하차정류장이 정확하게 추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즉 하차지점 추정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함.

당 카드ID의 다른 통행에 대해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통행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통행
유형을 구분한다. 이와 관련하여 활용 데이터의 시
간적 범위 전체에 대해 카드ID가 동일하게 유지된
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행유형 판단을 위해
첫 번째 통행에 대해서 시간대 순으로 승하차 정보
하차 미태그 시 추정을 위하여 구축하였다.
통행사슬(trip-chain) 기반의 하차 정류장 추정
방법론은 통행자가  노선,  번째 하차정류장 정보
가 누락된 지점 주변에서 승차한 것을 가정한다.
즉, 하차태그 누락 통행 이후 당일 혹은 익일에 통
행이 발생해야 하며, 다음 통행의 승차 정류장이 허
용도보거리(    ) 이내에 추정 대상 노선이
통과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통
행이 연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연속 통행’으로
분류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통행은 ‘비
는 별도의 개념이다. 통행자가 출발지부터 목적지
회 이용했다면, 2건의 버스 이용 통행은 서로 연속
된 통행이다. 또한, 통행자가 A에서 B까지 환승 없
이 통행한 후 다시 B에서 A까지 환승 없이 통행하
는 경우에도 두 건의 통행은 연속된 통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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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 통행은 하차태그가 누락된 통행과 시간

2. 하차 정류장 추정방법

적, 공간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
행을 과거 통행이력에서 탐색하여 하차정류장을 추

가. 하차 정류장 추정 개요

정하기 때문에, 해당 카드ID의 과거 통행이력DB를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구분한 하차정류장 정보

활용하여 선별한다. 이 때 과거 통행이력DB는 분석

누락 통행의 유형별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누

대상 일자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반복

락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한다. 우선 ‘연속 통행’의

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득 가능한 데이터

경우 다음 통행의 승차 정류장 정보를 기반으로 누

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 기간에 대해 분석을 수

락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하는 통행사슬 기반의 하

행한다. 시간적인 유사성이 있는 통행은 유사한 시

차 정류장 추정 방법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비연속

간대에 동일한 정류장에서 일정 횟수 이상 승차한

통행’ 중 ‘반복 통행’에 대한 추정을 위해 과거 통

경우로, 반복적으로 통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행이력 정보를 분석하여 카드ID별 통행패턴을 확인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통행’으로 분류한다.

하고 이를 근거로 누락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A에서 B로 출근 시에는 버스를 이용하

‘비반복 통행’에 대해서는 과거 통행이력 정보에서

고(통행1) B에서 A로 퇴근 시에는 대중교통 이외의

추정 대상 통행의 승차 정류장 주변에서 승차한 이

수단을 이용(통행기록 없음), 다음날 A에서 B로 출

력을 추출하여, 과거 통행이력의 목적지 정보를 기

근 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통행2), 통행1과 통행2

반으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한다. 그밖에 연속 통행

는 비연속 통행이다. 다만 A에서 B로 출근하는 통

또는 과거 통행 이력이 없는 경우는 추정 대상에서

행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반복적 통행으

제외하였다.

로 분류된다.
시간적인 유사성도 없는 통행은 ‘비연속적’, ‘비

나. 통행사슬 기반 하차 정류장 추정

반복적’ 통행으로 분류하며 공간적인 유사성을 토

‘연속 통행’에 대한 누락된 하차 정류장 정보는

대로 하차정류장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통행사슬 기반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하차

대상 기간에 대해 해당 카드ID의 과거 통행이력이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바로 다음 통행(당일 또는 익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차정류장 추정이 불가한 통

일)의 승차 정류장 주변에서 하차하였을 것으로 가

행으로 분류한다.

정한다. 우선, 하차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노선 상
에 위치한 정류장들과 다음 통행의 승차 정류장 간
거리(  )를 각각 계산한다. 정류장 간 거리 산정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산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유
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유클리드 거리 계산은 정
류장의 위도좌표(  ), 경도좌표(  ) 자료를 기반으
로 산정하며, 노선별 정류장 정차 순서와 방향성을
고려하여 이전 통행( ) 해당노선( )의 승차 정류장
(    ) 이후 정류장(   )들과 다음 통행(  ) 최초 승

차 정류장(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여기서 은
수도권 전체 버스노선으로 구성되며,  은 이전통
<그림 1> 통행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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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정보 누락 통행의 노선상 정류장 중 다음 통행

‘잠재적 거주지 후보’로, 오후 시간대 승차 정류장

승차 정류장과의 거리가 최소인 정류장을 하차 정

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잠재적 활동지 후보’

보 누락 통행의


  )으로
하차정류장( 

로 선정한다. 반복 통행 판단을 위한 기준은 대중교

추정한다.

통 데이터와 통행목적 판단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


     ∀ 

(1)






    
  
           ∀  (2)

는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체류 목적 분류 사례(송태
진·이해선, 2018)를 참고하여 주 3회 이상으로 정
하였다. 또한, 거주지 및 활동지의 최근접 정류장이
아닌 주변 정류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하
차정류장 추정 시 고려하고자 주 3회 이상 이용 정
류장과 일정 거리 이내에 있으면서 주 1~2회 이용
한 정류장을 거주지 및 활동지 후보 정류장에 포함
하였다. 해당 작업은 승차정류장 정보만을 이용하
여 반복적인 패턴을 갖는 정류장을 살펴보기 위함
이며, 거주지와 활동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통
행 목적을 추정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다.
개인별 통행패턴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은 하차
정류장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이용 시간대를 확인
하여, 하차정보 누락 통행의 이용노선 상에 위치한
정류장들과 ‘잠재적 거주지 or 활동지 후보군’ 정류
장 간의 거리(  )를 계산하여 해당 거리가 최소가 되

<그림 3>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는 정류장이면서 정류장간 거리는 허용도보거리
(    ) 이내인 경우 하차정류장으로 추정한다.

다. 개인별 통행패턴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비연속 통행’ 중 ‘반복 통행’에 대한 하차정류장

추정을 위해 우선 개인별 과거 통행이력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한다. 반복 통행 분석 시 반복 통행 중 가
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근 목적의 통행
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통근 목적이 아니지만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통행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거주지에서 활동지로 이동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주로 활동지에서 거주지로 이동하

<그림 4> 개인별 통행패턴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통행이력에
서 오전 시간대(04∼12시)와 오후 시간대(15∼02

라.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시)를 대상으로 카드ID별로 승차한 각 정류장별 승

‘비연속 통행’ 중 ‘비반복 통행’의 경우, 개인별

차 횟수를 집계한다. 오전 시간대 승차 정류장 중

통행이력에서 하차정보가 누락된 통행과 시간적·공

일정 횟수(주 3회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정류장을

간적 유사성이 있는 통행을 탐색하여 하차정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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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다.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시에는 기존의 통행 이력에서 승차정류장 정보와
함께 하차정류장 정보도 활용된다. 이를 위해 과거
통행이력에서 카드ID별로 승차한 기록이 있는 정류
장 집합을 생성한다. 또한 과거 통행이력에서 승차
정류장 및 하차 정류장 집계 시 하차 정류장 정보
는 1단계(연속통행) 및 2단계(비연속-반복통행) 추
정 성공률을 반영하여 이력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는 실제 시스템 적용 시 1, 2단계의 경우 하차정류
장 정보 없이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3단계 추
정을 위한 이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1단
계 및 2단계를 통한 추정 결과를 3단계에서 활용하

<그림 5>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여 보다 많은 통행에 대해 하차정류장을 추정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표본자료에 대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방법은

해 적용하여 추정 성공 비율 및 추정 정확도를 분

하차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승차정류장과 승차정류

석함으로써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판

장 이력자료 집합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단하고자 하였다. 활용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는

선정하고, 해당 정류장 기준 하차 횟수가 최대인 정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류장 또는 주변 지역으로 통행했을 것으로 가정하

기간에 기록된 21,107,817개의 카드ID 중 50,000

여 정류장을 추정한다. 즉, 하차정보가 누락된 통행

개의 카드ID에 해당하는 승하차 기록 표본을 무작

의 이용노선 상의 정류장들과 하차했을 것으로 추

위로 추출하였다.

정되는 정류장 집합들 간의 거리를 각각 계산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는 버스와 도시철

목적지 추정 정류장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정류

도 승차 및 하차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카드ID,

장을 하차정류장으로 추정한다. 이때, 정류장간 거

승차 정류장 및 시각, 하차 정류장 및 시각, 이용노

리는 허용도보거리(    ) 이내인 경우 하차정

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류장으로 추정하며, 이외의 경우는 추정실패로 정
의하였다.

활용 데이터 중 2018년 10월 30일(화요일)을 대
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다. 우선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완전한 데이터, 즉 승
차·하차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

Ⅳ. 하차정류장 추정 적용 결과
1. 활용 데이터 및 분석 시나리오

위해 하차정보 누락이 1회라도 발생한 카드ID의 승
하차기록을 검증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
이 구축된 검증 데이터에서 하차 미태그 발생 비율
에 따라 하차정보를 무작위(random)로 삭제하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유형 분류 및 하차정

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하차 미태그 발생 비율에 따

류장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

른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

해 하차태그 정보의 누락이 거의 없는 수도권 교통

해 하차 미태그 발생 비율은 100%, 70%, 50%,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0%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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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복적)으로 구분하였다.

2. 기초통계 분석결과

연속 통행은 분류 대상 버스 통행 이후 당일 또
분석 대상 일자인 2018년 10월 30일 데이터에

는 익일에 통행이 기록된 경우로, 공간적 연속성 여

대한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샘플 데이터

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류 대상 통행의 이용노선 정

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시간대별 버스 및 도시철

류장 중 다음 통행의 승차정류장과 일정 거리 이내

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통행 횟수 분포를 분석한

에 있는 경우에만 연속적 통행으로 분류하였다. 기

결과 오전 첨두와 오후 첨두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존 국내 연구에서는 허용도보거리에 대한 민감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500m 전후로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경태, 이
인묵, 2017), 통상적인 역세권 반경이 500m임을
고려하여 허용도보거리를 500m로 설정하거나(신강
원, 2016), 분석 대상지의 버스정류장간 거리 분포
를 기반으로 500m 및 1,000m를 적용한 바 있다
(유봉석, 추상호, 2019).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고려하여 허용도보거리를 500m로 설
정하였다. 분석 결과, 버스 통행 중 약 72%의 통행
<그림 6> 시간대별 대중교통 통행 횟수 분포

또한 분석 대상 일자에 발생한 통행에서 환승횟
수 분포를 살펴보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환승
하지 않고 통행한 비율이 70.7%, 1회 환승한 통행
의 비율이 24.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 연속 통행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비연속 통행은 반복 통행과 비반복 통행으로 분
류하였다. 통행의 반복성을 판단하기 위해 2018년
10월 15일(월요일)부터 10월 28일(일요일)까지 14

일간의 승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카드ID별 시간범위
별 승차정류장별 승차 횟수를 집계하였다. 반복 통
행의 거주지 및 활동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등
교 시간대’와 ‘귀가 시간대’를 설정하였다. 다양한
통행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범위를 광범위하게

<표 2> 환승횟수 분포

설정하여, ‘출근/등교 시간대’는 04시~12시, ‘귀가

환승횟수

통행건수

비율

0

25,656

70.7%

1

9,009

24.8%

2

1,387

3.8%

을 거주지 및 활동지 후보 정류장으로 선정하였다.

3

187

0.5%

04시~12시의 승차 정류장은 거주지 후보, 15시~익

4

51

0.1%

일 02시의 승차 정류장은 활동지 후보로 분류하였

시간대’는 15시~익일 02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간범위별 1주일 평균 3회 이상 승차한 정류장

다. 통행유형 분류 결과, 샘플 데이터의 총 50,000

3. 통행유형 분류 결과

개의 카드ID 중 거주지 후보 정류장이 선정된 카드
ID는 7,389개, 활동지 후보 정류장이 선정된 카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샘플 데이터 중 분석 대상

ID는 5,349개이다. 비연속이면서 거주지 및 활동지

일자에 기록된 모든 버스 통행(21,527건)에 대해

후보 정류장이 선정되지 않은 통행의 경우 비반복

세 가지 유형(연속적, 비연속적-반복적, 비연속적-

통행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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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통행의 통행유형 분류 결과는 아래 표와

한 경우는 42.2%, 추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

같다. 분류 결과 연속적으로 분류된 통행의 비율이

간의 거리(오차)가 1km 이내인 경우는 49.3%로 나

높아,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타나, 연속 통행의 91.5%에 대해 목적지 파악이 가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행사슬 기반 하차

였다.

정류장 추정 방법의 가정, 즉 통행자가 이전 통행의
목적지 주변에서 다음 통행을 시작한다는 가정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행사슬 기반

<표 3> 버스 통행의 통행유형 분류 결과
건수(건)

전체 버스 통행

21,527

전체 버스 통행
(분류 불가 건 제외)

21,270

100.0%

연속

15,642

73.5%

비연속 통행

5,628

26.5%

구 분

건수(건)

반복

280

1.3%

연속 통행 (전체)

15,642

100%

비반복

5,348

25.1%

추정 성공

14,306

91.5%

분류 불가
(정류장 정보 누락 등)

257

동일 정류장 추정

6,601

42.2%

오차 1km 이내

7,705

49.3%

오차 1km 이상

1,336

8.5%

비연속

기타

비율(%)

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1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구 분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표 4> 통행사슬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성공
실패

비율(%)

4. 통행유형별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다. 개인별 통행패턴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가.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평가 지표

비연속적 통행 중 반복적 통행, 즉 거주지 및 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효과를 확인하고

동지를 추정 가능한 카드ID에 대해 누락된 하차정

기존 연구에서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추정

류장을 추정한 결과, 비연속-반복 통행 중 31.4%는

비율’과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추정 비율은 각 단

추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이 동일하였고, 추

계별 하차정류장 추정 조건에 부합하는 하차정류

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 간의 거리(오차)가

장 추정이 가능한 통행의 비율, 정확도는 해당 하

1km 이내인 경우는 54.6%로, 비연속-반복 통행 중

차정류장이 실제 하차정류장과 동일하거나 추정

86.1%에 대해 목적지를 파악 가능한 것으로 분석

하차정류장-실제 하차정류장 간 직선거리가 1km

되었다. 비연속-반복 통행은 이용자가 특정 출발지

이내인 통행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우선 하차태그

와 목적지 간을 반복적으로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비율 100%를 기준으로 통행유형별 하차정류

매일 통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중

장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고 각 단계별 시사점을 도

교통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등 통행 간의

출하였다.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
연속-반복 통행이 전체 버스 통행에서 차지하는 비

나. 통행사슬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율은 1.3%로 매우 낮으나, 규칙성이 있음에도 단절

대중교통카드의 하차태그가 100% 누락되었다는

되는 통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하차정류장 추정이

가정하에 연속적으로 분류된 통행에 대해 통행사슬

가능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연

수 있다.

속 통행 중 추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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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별 통행패턴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5. 유효 태그 비율 산출 결과

구 분

건수(건)

비율(%)

비연속-반복 통행 (전체)

280

100%

본 연구에서의 하차정류장 추정 연구의 목적은

성공
실패

추정 성공

241

86.1%

대중교통 통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적

동일 정류장 추정

88

31.4%

합한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데이터 셋 구

오차 1km 이내

153

54.6%

오차 1km 이상

39

13.9%

축과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시 보다 완전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효 태그 비율’, 즉 총 태그 건수 중 하차정류장

라.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정보가 존재하는 통행과 하차정류장 추정에 성공한

비연속-비반복 통행에 대해 카드ID별 과거 통행

통행의 건수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력을 기반으로 누락된 하차정류장을 추정한 결
과, 추정 대상 중 실제 하차정류장이 동일한 경우는
54.7%, 추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 간의 거리
(오차)가 1km 이내인 경우는 30.7%로, 비연속-비

반복 통행 중 85.3%에 대해 목적지를 파악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추정 방
법은 반복적으로 통행하는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통
행자의 거주지와 주요 목적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
는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정 정류장과 실제 하차정류장 간 오차가 1km 이
상인 경우가 14.3%로 정확도가 다소 낮았으며, 비
연속-비반복 통행 중 하차정류장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44.0%로, 특히 카드ID에 대한 기존 통행이
력이 없는 경우에는 하차정류장 정보의 활용 목적

가. 시나리오별 유효태그 비율 산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 시나리오별로 적용하여
추정 정확도 및 유효 태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허용 오차 범위 1km를 기준으로 모든 시나
리오에서 하차정류장 추정 정확도가 9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
은 추정 정확도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별 추정 정확도
하차태그
누락비율

100%

70%

50%

30%

추정
정확도

90.4%

90.3%

90.5%

90.7%

을 고려하여 개별 카드ID가 아닌 노선별 승차정류
장별 주요 하차정류장 추정과 같이 보다 집계된 수
준에서의 추정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별 유효 태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허용 오차 범위
1km를 기준으로 유효 태그 비율은 하차태그가

<표 6> 개인별 통행이력 기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구 분

건수(건)

비율(%)

비연속-비반복 통행 (전체)

5,348

-

비연속-비반복 통행 (추정 대상)

2,997

100%

비연속-비반복 통행 (추정 불가)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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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성공

2,557

85.3%

성공

동일 정류장 추정

1,638

54.7%

오차 1km 이내

919

30.7%

실패

오차 1km 이상

440

14.7%

2021. 12

100% 누락되었을 때 80.4%, 하차태그가 50% 누락

되었을 때 90.5%로 산출되었다.
<표 8>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별 유효 태그 비율
하차태그
누락비율

100%

70%

50%

30%

유효 태그
비율

80.4%

86.4%

90.5%

94.4%

버스 통행유형 특성을 고려한 하차정류장 추정연구

다. 민감도 분석결과

차정류장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통행

다음으로, 추정 정확도 산정 및 이에 따른 유효

유형을 구분하여 통행 유형에 적합한 하차정류장

태그 비율 산출 시 정확도의 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추정 방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통

정확도 및 유효 태그 비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행사슬 기반의 추정 방법론과 패턴 기반의 추정 방

수행하였다. 실제 하차정류장과 추정된 하차정류

법론 등 단일 방법론만으로는 하차정류장의 추정이

장 간 허용 오차를 500m, 1km로 설정하여 정확도

불가능한 통행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방법론을 통

를 비교한 결과 500m인 경우 하차태그 누락비율

행유형별 단계별로 적용하여 보다 완전한 버스 통

에 상관없이 허용 오차가 1km인 경우에 비해 정확

행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도가 약 10%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효 태그

본 연구는 통행유형별 단계별 분석방법 설계 및

비율의 경우는 하차태그 정보가 모두 누락된 경우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전체 데이터가 아닌 샘

유효태그 비율의 차이는 약 10%, 하차태그 정보가

플 데이터를 추출하여 하차정류장을 추정하고 정

30% 누락된 경우 약 3%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

확도를 검증하여, 특히 통행이력 및 통행패턴 분석

석되었다.

을 위한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 비연속 및 비반
복 통행에서 하차정류장 정보가 누락된 통행의 카

<표 9> 민감도 분석결과 (정확도, 유효태그 비율)
허용
오차
500m
1km

구분

구에서는 추정 실패로 간주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
100%

70%

50%

드ID에 대하여 과거 통행기록이 없을 경우 본 연

30%

다. 비연속-반복 통행 분석 시 출근 및 귀가 목적

79.8%

80.0%

80.0% 79.7%

의 통행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

유효 태그 비율 70.5%

79.8%

85.7% 91.4%

로 비반복 통행에 대해 머신러닝 기반 하차정류장

90.4%

90.3%

90.5% 90.7%

유효 태그 비율 80.4%

86.4%

90.5% 94.4%

추정 등 보다 다양한 기법의 적용 및 비교를 수행

정확도
정확도

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 확

6. 시사점 및 한계점
가. 본 연구의 추정 정확도 평가

장을 통한 패턴DB 상세화, 샘플 데이터가 아닌 전
체 데이터에 대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적용, 특
히 통행 패턴 및 통행 이력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의

정 시 활용 데이터 분량의 확대를 통해 본 연구를

정확도를 기존 연구에서의 하차정류장 추정 정확도

통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의 정확도를 검증할

와 비교하였다. 각 연구별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과

필요가 있다. 공간적 범위도 지방 대도시권 및 비수

가정, 파라미터, 정확도 검증을 위한 허용오차 등이

도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를 통한 하차

상이하며 수도권 지역에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류장 추정 방법론의 적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

적용한 결과로 본 연구와 타 연구와의 정확도를 비

다. 추가적으로 반복 통행에 대한 분석 시 출근 및

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귀가 통행 이외에 보다 다양한 목적에 대한 분석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적용 시 상당한 수준의

수행도 필요하다. 또한 개별 통행에 대한 하차정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장 추정을 실패한 경우에 대해 집계 수준(노선별)의
통행 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

나.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구와 다양한 기법을 통행유형별로 적용하고 정확도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에서 누락된 하

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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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에 대한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통행에
대한 하차정류장 추정을 실패한 경우에 대해 집계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

수준의 통행 패턴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용

태그된 하차정류장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개발

하는 연구 및 인공지능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

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행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기

법론 등 보다 다양한 추정 기법의 적용 및 검토가

준으로 통행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별 통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차정류장 추정을 거친 대

행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행사슬 기반의 추정

중교통 통행 데이터를 대중교통 운영 현황 모니터

방법, 개인(카드ID)별 통행 패턴 기반의 추정 방법,

링 및 정책적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 수행을 통해

개인(카드ID)별 통행이력 기반의 추정 방법론을 개

하차정류장 추정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

발하여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에 단계별로 적용하

요하다.

여 추정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통행유형 분류 결과,
하차정보 누락이 발생한 통행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익일에 통행 정보가 존재하며 해당 통행과 시간적,

❙감사의 글

공간적으로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행이 약
73%로,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개발사업의

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비지원(21TLRP-B148671-04)에 의해 수행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 버스 통행에 대한 하차태그

었습니다.

가 100% 누락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차추정
정확도(1km 이내)를 분석한 결과 약 90%로 분석되
었다. 또한 하차태그 누락 발생 비율별로 활용 가능
한 유효태그 비율은 약 80~95% 수준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하차정류장 추정의 정확도 및 유효태그
비율은 기존연구 대비 상당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상세한 패턴자료 구축

❙알림
본 논문은 대한교통학회 제83회 학술발표회
(2020.10.29.~10.30.)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

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을 위한 입력자료의 시간적 범위(1년치)의 확장과
패턴자료 누락으로 추정에 실패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노선패턴 기반 추정방법이 추가될 경우 모형
의 성능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누락된 하차정류장의 추정을 위
한 기법을 통행유형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하는 방법론을 2주 분량의 샘플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누락된 하차정류장을 추정하고자 하
는 궁극적 목적인 대중교통 데이터 셋 구축과 운영
모니터링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샘플 데이터
가 아닌 보다 확대된 기간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추정 방법론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추정
결과가 실제 대중교통 통행패턴을 반영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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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버스, 전철 등의 대중교통은 의식주 문제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도시의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버스
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며 다양한 수요를 해소하는 대표 수단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의 생성이나 변경을 위해 수작업으로 노선정보를 디지털화 하는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화하여 배포하는 표준 노드·링크 데이터로부
터 노선의 정류장 순서만으로 버스 네트워크를 자동생성하는 방법을 논하였고, 주요 내용은 정류
장 위치와 표준노드를 매칭시키기 위해 가상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과 버스 통행에 적합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 객체인식 분야의 패턴매칭 정확도 판단 지표를 이용한
결과물의 정량적 평가로 구성하였다. 자동 생성된 네트워크는 노선을 이용한 교통량 분석, 성능
시뮬레이션 등에서 원시데이터로 사용 가능하며 쉽게 변경, 재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용 측면
에서의 활용 가치가 높으며, 노선궤적의 새로운 정량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대중교통, 도로네트워크, 버스노선, 자동화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buses and trains, has a profound impact on modern human life,
comparable to the necessities of life. Meanwhile, the advancement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at follows the growth of cities and changes of industrial trend is recognized as a mandatory factor,
and it is rapidly changing for social demands. Among them, it spends much time digitalizing route
information by the manual to alter it, although buses became the representative method that covers
the widest areas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proposed an idea of automatic bus network generation
from the standard node-link database with simple bus stop sequences. It consists of three parts of
virtual node generation for matching stops and standard links, pathfinding for optimal routes, and
introduction of an index for accuracy evaluation. The generated bus network can be used for diverse
analysis like traffic amount analysis or route performance simulation, and it is useful because of
flexible at modifying and rebuilding. This paper, moreover, has a contribution of proposal a new
quantitative index for evaluating the trajectory generating performance.
￭ Keywords: Public Transportation, Road Network, Bus Routes,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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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능한 버스 네트워크 궤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류장 위치정보로

디지털 산업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대량의

부터 인접 링크상에 가상 노드를 생성함으로써 도

정보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과학과 공학 분야를 넘어

로망 DB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지점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일반화 및 보편

궤적 생성이 가능하게 되어 구축된 표준 DB를 보

화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원시 자료는 전처리 과

다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정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며, 신뢰

객체 인식 성능 평가 지표를 응용한 정량적인 궤적

도 또는 자료의 무결성 등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정확도 도출 방법 또한 추가로 제시하였다.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사람의 개입이

이 후의 내용은 Ⅱ장에서 맵매칭과 유사도 측정

필요하다. 1980년대 Global Positioning System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고, Ⅲ장에서는 연구

(GPS)의 민간 개방 이후 2000년까지 GPS신호는 군

내용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 Ⅳ, Ⅴ

사적 활용을 우려한 고의잡음 추가로 인해 큰 오차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실험 결과를 설명하

가 발생하여 연구에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고

였으며, Ⅵ장에서는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방향에

의잡음이 제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GPS 신호의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다.

활용이

가능해졌다1).

맵매칭은 대기권, 다중경로, 위성시계 등의 영향
으로 인해 발생한 GPS 오차2)를 실제 도로망에 맞

Ⅱ. 선행 연구

추어 보정하는 기술로 내비게이션에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으나, 연구를 위한 궤적 정보를 얻기 위한

궤적 기반 연구에서 실제 도로망과 수집된 정보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경로의 궤적(Trajectory) 데

의 매칭은 가장 중요한 전처리 과정에 속하며, 지난

이터는 노선 네트워크의 분석, 개편 등에 이용되는

20년 이상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용한 맵매칭 연구

필수 기반정보로 중요성이 크며, 설계와 운용단계

가 지속되어 왔다 (Chao, P. et al., 2020).

모두에서 빈번한 수정이 동반되지만 자동화가 어려

연구 초기에는 거리기반의 매칭기법이 주로 사

운 분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맵매칭 분야의 연구

용되었고, 이후, 연결성에 중심을 둔 형상유사도 비

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교, 불확실성을 측정하여 매칭 확률이 높은 경로를

최근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찾는 확률론적 접근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었

각 기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주류를

다 (Quddus, M. et al, 2007). 한편, Osogami, T.

이루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정보의 갱신

와 Raymond, R. (2013)은 강화학습과 확률적 접근

주기도 매우 빨라졌다. 대중교통노선 운용 측면에

을 융합한 맵매칭에서 회전수를 보상으로 적용하면

서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노선 경로를 디

서 노드의 회전이 가능한 조건, 즉, 회전제약 정보

지털화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

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Li, J. Q. (2012)는 도로망

구에서는 노선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인 정류장 순

에 버스정류장을 매칭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서만을 이용하여 “표준노드·링크” 로부터 운행 가

최단경로 탐색을 이용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였다.

1) Selective Availability, GPS.gov
2) Wikipedia,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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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에서 경로 매칭시 회전제약이 중요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까지 4차에 걸쳐 구축된

변수로 작용하며, GPS 정보 없이 정류장 순서, 정

전국단위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한다(오성호·조지현,

류장 위치, 도로망 네트워크만으로 경로를 생성할

2005). 2007년 제정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86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두 개체간의 유사도를

을 따르고 있고 3년 주기로 기준의 재검토가 수행

결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방법이 있으며, 이를 노선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 변경

생성 평가에 응용할 수 있다. 일례로, Poletti, F. et

된 도로망의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l. (2017)은 Hausdorff distance (H)를 이용하여 노

표준노드·링크 DB에서 교차점에 해당하는 노드

선 생성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H 는 두 개

정보는 2차원상의 점 데이터로, 그리고 각 노드를

의 유한한 점들의 집합에서 유클리디언 거리가 가장

연결하는 도로정보인 링크 데이터는 링크를 구성

먼 값을 의미하며, 비교하려는 개체간에 H값이 작

하는 직선들의 양 끝점 정보 집합인 선 데이터로

을수록 두 개체가 유사한 모양을 가진다고 해석할

구분되며 메타정보를 포함한 형태로 구조화 되어

수 있다. 하지만, Huttenlocher, D. et al.(1993)은

있다. 노드와 링크 각각의 요약된 주요 속성은 <표

H값을 이용한 이미지의 유사도 평가시 결과가 근사

1>과 같다.

값으로 표현된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H값 외
에도 Cosine

<표 1>의 노드속성 중 TURN_P로 구분되는 회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

제한에는 전일제, 시간제의 운영구분 정보와 비보

기도 하는데 비교하려는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한 결

호, 회전금지, 직진금지, U-turn 가능 등의 회전 관

과가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서

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행가능한 경로

민지와 이기용(2019)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를 생성하는데 중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distance3)를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하여 추출한 이미지

의 특징 벡터간의 코사인 유사도 (cosine similarity)
를 계산하여 유사 이미지 검색에서 높은 정확도를

<표 1> 노드 및 링크 속성(일부)
구분

얻어냈다. 이 외에도 전체 영역과 공통영역의 비율
을 지표로 나타내는 Jaccard Index (Jaccard, P.,
1912)를 이용한 비교도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해

당 지표를 노선 생성 결과 평가에 이용하였고 Ⅲ.3.

노드
속성

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개념을 다루었다.

Ⅲ. 이론적 배경
1. 표준노드·링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는 2004년 ITS

3) Wikipedia, Cosine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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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속성

영문명

한글명

자료유형

NODE_ID

노드식별자

문자

NODE_TYPE

노드유형

문자

NODE_NAME

노드명칭

문자열

TURN_P

회전제한유무

문자

⁝

⁝

⁝

LINK_ID

링크식별자

문자

F_NODE

시작노드식별자

문자

T_NODE

종료노드식별자

문자

LANES

차로수

숫자

ROAD_USE

도로사용여부

문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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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값의 부호로부터 벡터 주변에 존재하는 임의의

2. 평면 공간에서 벡터와 점의 위치

점이 벡터 위에 위치하는지 양끝단 바깥에 있는지
점, 선 등 2차원 공간에 표현된 여러 값들의 위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치관계는 벡터를 이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상 노드는 벡터와 점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생성한다.

3. Jaccard Index

2차원 공간에서 벡터위의 점은 <그림 1>에서 나

Jaccard Index는 두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

타낸 것과 같이 상하 대칭을 제외하면 벡터 위, 벡

하는 지표로 Paul Jaccard(1912)에 의해 소개된 이

터 양쪽 끝 바깥 두 곳의 총 3가지 위치를 가질 수

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도 판정의 지

있다. 벡터의 내적(dot product)을 표현한 식(1)은

표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에 사잇각 θ 의 코사인 값을

객체인식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곱하여 구하는데, 코사인 값은 식(2)에 표시한 조건

지표의 기본 개념은 전체 집합에서 공통된 영역

과 같이 사잇각 θ 에 따라 0 ≤ θ ≤ π 구간에서

이 차지하는 비율을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표현한

π/2를 기준으로 각각 양수와 음수로 나누어진다.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
미하며 아래의 식(3)과 같이 표현된다.

 ∩  
      
 ∪  
 ∩  
 
       ∩  

(3)

<그림 1> 벡터와 점의 위치관계

한편, 대상 이미지로부터 목표 객체를 얼마나 잘

⋅
    
⋅   cos 

(1)

되는 Intersection Over Union (IoU) 라는 이름의




cos  ≥    ≤  ≤ 



cos        ≤ 






찾아내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림 2>과 같이 표현
지표도 사용되는데 이는 Jaccard Index와 같은 의

(2)

미를 가진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칼라 값은 항상 양수
이므로 벡터 내적값의 부호는 사잇각 θ 로부터 얻
는 코사인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림 1>의 (a),
(b)의 위치 관계에서 θ, θ′ 은 모두 π/2 보다 작으

므로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어 양의 내적 값, (c)의
θ″ 은 π/2 보다 크므로 음의 코사인 값을 곱하게
되어 음수 내적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그림 2> Intersection Over Union4)

4) Wikipedia, Jaccar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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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구조로 소개된 QuadTree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신유선, 2020), 각 노드 

1. 가상 노드의 생성
표준 노드·링크를 이용한 경로생성의 가장 큰 장

의 좌표쌍과 NODE_ID를 원소로 하는 투플(tuple)
을  , 전체 정류장의 개수를  로 정의했을 때 노
드맵  은 아래 식(4)와 같이 정의된다.

점은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회전제약 값을 이용하
여 실제 운행 가능한 노선에 가까운 궤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한편, 일반적인 정류장 정보
는 노드 정보와 무관한 자신의 이름과 좌표만 가지
고 있고, 각각의 표준 링크는 노드를 연결하는 개념
으로 자신과 연결된 표준노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정보를 매칭시키는 Key의 부재로 인해
정류장 정보만으로는 가까운 링크를 찾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류장과 링크가 매칭되어 있는 보조
정보의 생성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4)
노드링크

테이블

 는 링크의 속성값에서

F_NODE와 T_NODE을 얻어 <그림 3>와 같이 하

나의 문자열로 결합한 Unique key 값을 생성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LINK_ID 를 속성으로 가지는 테
이블 형태로 구성 하였다.

이 정보를 가상 노드(Virtual Node)로 명명하였다.
표준 노드·링크와 정류장 정보로부터 가상 노드
를 생성하는 절차는 아래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노드맵 구성
(2) 후보링크 생성
(3) 가상노드 생성
<그림 3> 노드링크 테이블

가. 노드맵 구성
<표 1>에 표시된 링크 속성 항목에는 NODE_ID

나. 후보링크 생성

와 연관지어 링크 진행방향을 표현한 F_NODE,

두 점사이의 거리와 NODE_ID를 반환해 주는

T_NODE 값이 존재한다. 각 링크는 자신의 궤적을

함수  를 식 (5)로 정의하고, 생성된 노드맵  에

구성하는 짧은 직선들의 양끝점 좌표를 가지고 있

서 대상 정류장 집합  의 원소  주변의 반경 

어 직접 비교도 가능하나, 정류장의 점좌표와 대상

내에 있는 모든 노드를 검색하여 식 (6)의 노드 목

링크의 모든 궤적 좌표들을 매번 비교하여 근접 링

록  을 만든다.

크를 찾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인 보조 정보의 생성을 위해 첫 번째로 노
드맵과 노드링크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이는 정류
장 좌표 주변에 존재하는 노드의 ID로부터 링크를
찾아내기 위한 준비 절차로 표준 노드·링크의 DB
구조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노드맵  은 2차원 공간에서 NODE_ID를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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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드링크 테이블  의 Key 속성 N_KEY는
집합  에서 임의의 값 2개를 꺼내어 만들 수 있는
순열의 형태(단방향 링크)이므로 집합  의 크기를

 라고 할 때,  으로부터 총 sP  개의 Key값  를
얻을 수 있다. 이어서, 집합  에서  의 값과 일치
하는 LINK_ID를 구해 식 (7)의 후보링크 집합  ′
을 얻는다.
 양 끝까지의 벡터
<그림 5> 점 Z에서 

  
  
  
  
 
    
 
 ′    ∣  ∩  


(7)

연결하는 벡터 
와 는 <그림 5의> 오른쪽에 표현
한 수식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그림 1>의

다. 가상노드 생성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위치관계 구분을 적용하

 ′ 의 각 원소는 대상 정류장  주변 링크들의

여 직선위에 교점이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ID이며, 이를 이용하여 DB의 노드속성으로부터 각

 가 교차하여
전술한 위치관계에서 점 Z와 

링크를 구성하는 단위벡터의 양 끝점 좌표 집합을

교점을 생성하는 관계에 있는지    으

얻을 수 있다. 이 집합을    로 정의한다.

로 각각 정의하고, <그림 4>의 직선거리(Norm)와
연관지어 다음의 조건(8)에 따라 함수 
 과 궤적 좌
표 집합   로부터 가상노드의 후보집합  ′  를
생성한다.

 

<그림 4>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min      if   
(8)
min    
if   


 →    

 ′       ≤   
가상 노드는 각 링크까지의 최단거리인 Norm
(Meyer, C. D., 2000)을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이

앞의 방법을 통해 <그림 6>의 예시에서 보는 것

는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와 점 사이의 법선벡터

과 같이 표준노드·링크 위에 존재하지 않는 정류장

를 구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하나의 점에서 벡

36365, 36366 과 주변 링크 사이의 최단거리 가상

터까지의 법선벡터는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

노드 A, B 대신 표준노드링크 상의 유효한 가상노

이 교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a)와 직선 밖에

드 A’, B’을 생성할 수 있다. 이로부터 표준 노드·

교점이 있는 (b)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를 구

링크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정류장까지 운행하는

분하기 위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먼저 알아내

노선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성된 노선이 정

야 한다.

류장 인근을 경유하는 궤적을 만들어 노선의 윤곽

점 A, B를 궤적을 구성하는 임의 벡터의 양 끝점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라고 할 때, <그림 5>의 점 Z에서 양 끝점 A,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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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직선과 점의 위치관계를 고려한
가상노드 선택 예시

경로 네트워크를 생성할 지역의 모든 정류장 
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노드의 집합  를
생성한다. 단, <그림 7>의 경우처럼 정류장의 위치
좌표와 노드링크간의 오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고려
하여 각 정류장별 양방향 링크 모두까지의 최단거
리 2개씩을 집합에 포함하고, 경로탐색을 수행할
때 이 중에서 유효한 노드를 선택한다.





      

 ′   for ∈ 

<그림 8> 가상노드 생성 프로세스

2. 경로탐색 및 궤적 생성
가. 경로탐색
두 지점간의 최단거리를 찾는 경로탐색 알고리
즘으로는 Dijkstra, Bellman-Ford, A*(에이스타) 등
의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된다.
<그림 7> 표준링크와 정류장 좌표간의 오차사례

일반적으로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를 찾아내기
위해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접근 가능

전술한 유효한 가상노드를 생성하는 전체 과정

한 모든 지점을 방문하게 되면 각 노드에 평균  개


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8>에 표현한

링크가 존재할 때 탐색 공간의 크기가 

흐름도로 정리하였다.

게 늘어나게 되어 탐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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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탐색 공간의 크기를 줄여 경로탐

에서 왼편의 31361로 진행 방향을 따라 경로를 생

색 효율을 높이고 오류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해야 하지만 두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는

서 노선의 정류장 순서에 따라 연속된 두 정류장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수 1의 링크로 이어져 있기

사이의 경로만을 탐색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하

때문에 최단거리만 고려했을 때 점선으로 표시한

였다. 구간의 시점노드에서 종점노드까지의 노드링

링크처럼 잘못된 노선경로를 선택하는 문제도 발생

크 관계를 정점과 간선을 가지는 그래프 형태로 해

하기 때문이다.

석하면 일반적인 깊이 우선 탐색 (DFS5))을 수행하

한편, 차로수 2이상의 링크만으로 경로를 선택할

여 종점노드까지 가는 다양한 경로 후보군  을 얻

경우 불필요한 운행거리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

어낼 수 있다.

로 궤적 선택 기준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도로망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상한선은 다를 수 있

나. 경로의 보정

지만 전주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115개 노선과의 비

<표 1>의 링크 속성 중 차로수가 1인 링크를 지

교 실험을 통해 얻은 상한선은 탐색된 후보경로 

나도록 탐색된 경로는 주로 중대형 차량으로 구성

의 최단거리대비 1.75배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값

된 대중교통의 통행 노선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할

을 상한선으로 적용하여 전주시의 경로 네트워크를

수 있다. 그러므로, 탐색의 시점과 종점이 되는 두

생성하였다.

노드 사이에 차선수가 1인 링크만 존재하는 경우를

앞에서 표준 노드·링크의 링크는 노드와 노드를

제외하면 차선수 2이상의 링크에 우선 순위를 두어

연결하는 정보로 구성되어있고, 정류장은 링크 내

경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존재하기 때문에 Ⅳ.1의 방법으로 가상노드를

또한, 실험의 경로 생성 과정에서 <그림 9>의 노선

구성하였다. 전체 노선의 궤적은 경로탐색 및 보정

은 오른쪽의 흰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정류장 31367

을 거친 링크의 궤적을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생성
하는데, <그림 10>과 같이 단일 링크 안에 여러개

<그림 9> 최단거리 선택시 생성되는 경로의 문제점

<그림 10> 길이가 긴 링크의 예(지도위의 ․ 표식은
정류장 위치)

5) Wikipedia, Depth-first search
39

교통연구 제28권 제4호

의 정류장이 존재하는 길이가 긴 링크에 기·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링크의 중간부분에서 궤적을 잘
라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의 점과 벡터의 위치관계를 이용하면 근

접 링크를 구성하는 궤적 벡터들 중 정류장 위치와
근접한 벡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기점의 경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선택된 단위벡터 이후의 궤적, 종

<그림 12> 두 개의 경로를 동일 공간에 사상

점의 경우 해당 벡터까지의 궤적을 연결하여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링크 궤적의 일부만을 잘라낼

구해 동일한 공간에 노선을 사상함으로써 합집합과

수 있다.

교집합을 구할 수 있다.
궤적의 생성은 기준 노선과 동일한 프로젝션 및
좌표계를 이용하였으므로 두 궤적의 기준은 동일하
다. 사상될 공간의 크기는  와  를 궤적  와  의
좌표 개수라고 할 때 두 집합 전체의 최대, 최솟값
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그림 11> 기점 링크의 일부 추출 결과
(그림 9 참고)

3. 정량 평가를 위한 궤적의 사상

   min  min   
max max  
        
한편, 두 궤적간의 미세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로 정의한 영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축

영역 또는 개체와 같이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소한 후 궤적 좌표를 사상시킨다. GIS등의 프로그

대상의 비교를 위해 Jaccard Index 에서는 IoU 값

램에서는 점 좌표들 사이의 빈 값들을 자동으로 채

을 수치화에 이용한다. 비교할 수 있는 정답이 존재

워주지만 본 논문에서는  와  의 빈 영역을 격자

할 경우 경로 궤적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여

의 크기에 맞추어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

생성된 노선이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수치화

여 채워줌으로써 상대비교가 가능한 상태의 미니맵

할 수 있다.

 ′ 과  ′ 을 생성하였다.

노선의 궤적은 전체 경로를 구성하는 짧은 직선

생성된 두 미니맵의 행렬 원소간 element-wise

들 양끝점 좌표의 연속적인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

합을 수행하면 교집합을 가지는 영역의 값이 원래

다. 비교할 대상이 되는 정답 노선 궤적을 A, 알고

값의 2배가 되므로 원래의 값을 가지는 단위격자의

리즘을 통해 생성된 노선을 G라고 할 때, <그림

개수와 2배의 값을 가지는 격자의 개수를 구하여

12>과 같이 두 노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을

IoU 값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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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노선 유형별 비교 예제 (무표시-공통궤적, ○-생성궤적, ×-기준궤적)

Ⅴ. 실험결과

1. 경로 형태 비교

노드가 많이 존재하고 복잡한 시내 노선, 장거리

경로의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 경로와 생성

를 직선 위주로 빠르게 운행하는 간선, 도심 외곽이

된 경로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고, <그림 13>

나 주거지 특화로 운영하는 마을버스 등 다양한 조

에 노선 유형별로 궤적의 비교 결과를 나타내었다.

건에서의 경로 생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노선형

표시가 없는 궤적은 기존 노선과 생성된 노선이 일

태를 골고루 갖춘 전주시의 2021년 개편노선 115

치하는 부분, ○표시는 생성된 노선, ×표시는 기준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노선유형별 구

노선의 궤적을 각각 의미하고, 각각의 수치값은

성은 <표 2>와 같다

IoU 값을 나타내며, 궤적의 색상과 수치값의 비교

총 소요시간은 인텔 i7 CPU를 사용하는 일반적
인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2,705개의 정류장으로부

를 통해서 각각의 궤적에서 일치하는 영역이 넓을
수록 IoU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터 가상노드를 생성 하는 시간 2.5분(143초), 115
개 전체 노선망 생성에 6분(356초) 가량이 소요되
어 총 10분 이하의 시간으로 전주시 전체의 노선망
을 생성할 수 있었다. 생성된 노선의 정확도는 이어
지는 내용에서 IoU 값을 이용하여 간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표 2> 노선 유형별 구성 (전주시 2021 개편)
유형

노선수

연장(평균, km)

정류장수(평균)

간선

16

19.2

44.3

시내

71

22.2

48.3

마을버스

28

16.8

31.4

<그림 14> 점선의 실제노드가 표준 노드·링크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 구간의 가상노드 위치(검정색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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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생성된 궤적을 비교해 보면 마을버스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간선과 시내버스의

노선에서 ○, ×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IoU 평균이 0.75 이상으로 전체평균 0.69보다 높은

<그림 13>의 1번 행에 표시된 마을버스 노선의 경

반면 마을버스의 IoU값은 생성된 궤적과 기준노선

우 기준노선의 경로는 ×로 표현된 1차로의 좁은

의 차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영향으로 평균보

외곽도로로 표준 노드·링크의 링크가 존재하지 않

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치로

는 구간이므로 이 경우 가상노드는 <그림 14>와 같

표현된 궤적의 정확도가 궤적 평가의 변별력이 있

이 최근접의 링크위에 만들어지게 되어 ○로 표시

음을 판단할 수 있다.

된 링크가 궤적으로 선택되었다. 외곽으로 깊이 들
어가는 마을버스 노선일수록 기준노선과 표준링크

<표 3> 노선 유형별 IoU 값

의 위치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IoU

유형

IoU 평균

값이 낮은 노선에서 많이 발견된다.

간선

0.774

시내

0.750

한 IoU값의 영향은 사상 과정에서 격자의 크기를

마을버스

0.500

조정하여 보정할 수 있으며, 앞의 실험 데이터는

전체

0.693

<그림 7>에서 표현한 도로망 데이터의 차이에 의

30m 격자에 사상하여 산출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격자에서 사상한 값과의 오차를 <그림 15>에
비교하였다.

<그림 16> 의 IoU 값 분포를 보면 0.7이상의 값

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Left skewed 형태의 분포

왼편의 궤적이 실제 산출된 GIS상의 궤적이며

를 보이며, 이 형태에서는 최빈값과 중앙값 모두 평

오른편에 거칠게 표현된 궤적은 IoU값 생성에 사용

균보다 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한 격자로 표시된 값을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우

높은 IoU값을 가지는(정확도가 높은) 궤적을 상대

측 궤적의 ○, ×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궤적과 비

적으로 더 많이 생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해 보면 30m 스케일에서도 두 궤적의 미세한 차
이를 잘 구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5> 사상된 결과값의 오차범위 표현
<그림 16> 생성된 노선의 IoU값 분포

2. Index를 이용한 정량평가
실험 대상 115개 노선에 대해 IoU값을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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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17> 바이올린 차트로 표현된 노선
유형별 분포에서는 마을버스 노선의 IoU 분포가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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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하는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로를 포함하지만
속성정보가 부족한 도로명주소DB 와 같은 다른 도
로망 정보와의 융합이 필요하나, 서로 다른 표준이
적용되어 ID 매칭문제 등의 어려움이 많다.
결과 해석에서 동일 기준으로 사상한 두 노선의
Jaccard Index 산출이 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방법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제시
된 인덱스는 격자의 크기를 얼마의 값으로 정하느
냐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어서 결과값이 1에 많이
<그림 17> 노선 유형별 IoU값의 분포

게 퍼져있데, 이는 표준 노드·링크의 도로망이 해
당 기준 노선의 운행경로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가 간선과 시내버스에 비해 마을버스에서 많이 나
타나기 때문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표준노드링크의 대상도로인 ‘중앙선이
존재하는 왕복 2차 이상의 도로’ 를 주로 포함하는
시내노선과 간선의 경우 생성된 노선의 일치도가
높다.
바이올린 차트는 분포와 Box plot을 동시에 표
현한 것으로 모양으로부터 분포를 확인하고 중앙의
흰점이 있는 사각형에서 중앙값과 사분위 값들의

못미치는 0.8이 나온 노선이라도 육안으로는 큰 차
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다
양한 실험을 통해 보정계수를 추가 하거나, 표준 격
자크기를 고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면 보다 유용한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대중교
통 노선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노선의 성능을 평가하
는 어플리케이션 등에 활용할 경우 신규노선 생성
혹은 기존노선 변경 등의 상황에 신속성과 유연성
을 제공할 수 있어 실제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용가치가 크다.

범위를 알 수 있다. 내부의 점들은 노선 유형별
IoU값들의 분포를 나타내어 각 그래프의 결과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추가된 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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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통대응형 신호제어는 개별 도로 차로의 대기행렬길이 및 개별 차량의 지체시간 등 도로상의
실제 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된 정보가 수집되어야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 기술
의 일환인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V2X 데이터를 활용한 Capacity
Waste Reduction(CWR) 신호제어 전략을 제시한다. 해당 전략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시간 V2X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의 개별 차로에서 차량대기행렬 정보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정된 도로 차로별 차량대기행렬 정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시의
녹색신호길이를 조절한다. 또한, BRT(Bus Rapid Transit) 차량에 대한 우선신호를 부여하는 부가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 VISSIM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세종시 주요 교차로들을 구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호제어 전략
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V2X 통신 차량 도입률(MPR: Market Penetration Rate)에서도 교차로 통행량
및 차량별 평균 지체시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주제어: 스마트교통, 교통신호제어, 우선신호, 자율협력주행, V2X 통신

The performance of adaptive signal control crucially depends on the reliability of real-time traffic
data,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reliability due to the current technological level of collecting them.
However, there is a high chance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upon the recent deployment of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 (CAVs) that uses V2X communication technology. Hence,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traffic signal control strategy that utilizes data obtained from CAV operations. The
proposed control strategy is called capacity waste reduction (CWR). The first step of the strategy is
to estimate vehicle queues in each lane of approaching road of an intersection based on real-time CAV
operation data. Then, the signal control algorithm decides the green time of the currently applied
signal phase upon the estimated vehicle queue information. In addition, this study has also proposed
an algorithm for active priority signal plan for BRT (Bus Rapid Transit) vehicles. Using intersections
in Sejong city as the test sit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control strategy is tested with a
simulation program. As result, the proposed strategy shows positive impacts on both increasing traffic
flow and decreasing vehicle delays even at a low level of market penetration rate (MPR) of CAVs.
￭ Keywords: Smart Transportation, Traffic Signal Control, Active Signal Priority, Connected
Autonomous Vehicle, V2X Communication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전략 연구

Ⅰ. 서론

세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류 제어 솔
루션 도출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신호제어 시스템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이에 본 연구는 V2X 통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

소통을 위하여 도로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통류

하고 이를 활용한 실시간 교차로 신호제어를 연구

에 통행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경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 신호를 운영함에

청, 2020). 수많은 교차로 및 합류도로가 공간적으

있어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로도 널리 존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의 교통류 역

고, 해당 방법에 대하여 V2X 통신 차량 보급화 단

학은 주어진 교통신호제어 체계에 의하여 주된 영

계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반 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김성훈 외, 2018). 이에 도

향후 스마트 교차로 운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부 교통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교통

자 한다.

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V2X 통신 데이터를 신호제어에 활용하는 기본

일환인 교통대응형 신호제어(traffic responsive

시작점에서 유사한 연구 사례들이 몇 있으나 본 연

signal control)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되

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KT 외(2020) 에서는

어왔다.

5G-V2X 기반의 V2I, V2V 통신기술 및 융합 서비

교통대응형 신호제어는 개별 도로 차로의 대기

스로 인공지능교차로 실증을 위하여 신호제어 운영

행렬길이 및 개별 차량의 지체시간 등 도로상의 실

을 계획하였으나 수집된 운행정보를 신호제어에 직

제 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된 정보가 수집되어

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

야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

였다. 한국교통연구원 외(2018)에서는 V2X 통신을

술적인 상황으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GPS 기반의

활용한 도시부 도로 네트워크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교통정보 수집이 주된 방법이며, 해당 교통정보의

개발하였으나, 차량의 위치 및 대기행렬길이를 차

신뢰도는 전체 교통량 대비 GPS 기반 서비스를 이

로가 아닌 도로 단위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신

용하는 차량수의 비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김성훈

호제어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도로 차로 단위 통

외, 2020). 그러나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항상 내비

행량 등의 상세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기존의 유사 연구(한음 외, 2016; Han et al.,

당 방법 외에도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 수집 체계를

2019)에서는 도로 차로별로 차량들의 대기행렬 길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데

이를 추정하나, 교차로 개별 현시(signal phase)의

이터 보정과 같은 다양한 방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순서와 각 현시에 대한 신호길이를 사전에 배정

장기적인 데이터 미수집 도로구간 산재 등의 문제

(assignment)하는 방법은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

로 이 또한 적용가능 범위가 한정적이다(Kim et

될 실시간 신호제어 방법 자체와 차이가 있다. Lee

al., 2020).

and Park(2012)에서는 Connected Vehicles(CV)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운영 환경에서 모든 차량이 자율화가 된다는 전제

는 현재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

하에서의 신호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한 바 있으나,

기술의 일환인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V2X 통신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의

이라 할 수 있다. 자율협력주행은 차량 주행 관련

현실성을 고려하여 V2X 통신 차량의 도입 비율에

정보들을 차량-차량 또는 차량-인프라간 상호교환

따른 시뮬레이션 기반 효과 평가를 수행한다.

함으로써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해당 정보들은 도
로의 차로별 차량들의 실시간 위치 및 속도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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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2X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제어 전략

Ⅱ. V2X 통신 데이터 활용 실시간 신호
제어 전략

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위치 정보 추출


현시별 차량 도착시간 추정: 차로별 차량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교차로까지의 차량 도착
시간 추정

1. 데이터 기반 신호제어 전략 구성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호제어 전략의 전



의 잔여 녹색신호길이를 계산하고, 이를 차량

체적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본 전략의 구성은

도착시간과 비교하여 차량의 대기행렬 상태에

1)도로 차로별 교통정보 수집(Lane-by-lane traffic

맞추어 적정 신호제어입력(control input) 결정

information)과 2)차로별 교통정보 기반의 신호제

어 전략(Traffic signal control)으로 구분된다. 이와

교차로 신호제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호현시



BRT 우선신호(부가 기능): BRT 차량 통행의 효

같이 제시된 구성은 교차로 신호제어에서 유발될

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BRT 우선신호를 추가적

수 있는 도로 용량의 낭비를 감소하기 위한 전략을

으로 운영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Capacity Waste Reduction
(CWR) 신호제어 전략으로 명명한다. 개별 모듈에 대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기반의 신호제어 파트
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 세부 제어방법 제시 및 이
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함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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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좌표 추출: V2X 통신 메시지 정보에서 개

둔다. 분석의 초점은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별 차량의 위치 좌표 추출

‘현시별 차량 도착시간 추정’ 기능과 ‘교차로 신호

차량 위치 정보 추출: 추출된 차량들의 좌표를

제어’ 기능을 포함한 교차로 신호제어 방법이다. 또

HDmap의 차로 정보와 매칭하여, 차로별로 통

한, 다양한 형태의 교통제어 솔루션을 향한 해당 방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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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확장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BRT 우선신호’ 기

3. CWR 기반 교차로 신호제어 방법

능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가. 기본 개념

2. 활용 대상 V2X 통신 데이터 검토

Capacity Waste Reduction(CWR) 제어 전략의

기본 개념은 용어의 이름과 같이 교차로 신호제어에
V2X 통신 데이터 활용을 고려하여, 한국교통연구

서 유발될 수 있는 도로 용량의 낭비를 감소하기 위

원 외(2018)에서 수행한 ‘대전-세종 C-ITS 시범사

한 전략이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업’에서 정리한 C-ITS 데이터 메시지 셋을 검토하였

예를 들면, 교통량이 현저히 낮은 부도로 차량들에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메시지 중 PVD(Probe

대한 녹색신호가 필요 이상으로 부여되었을 시, <그

Vehicle Data)와 BSM(Basic Safety Message) 셋에

림 2>의 왼쪽과 같이 부도로의 차량들이 모두 통과

서 공통 부문인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실시간 좌표

한 후에도 녹색신호가 적용되어 도로의 용량이 비효

(latitude, longitude), PVD의 차량 속도(speed) 및

율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차량ID(probeID)를 주요 정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

이러한 경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한다. 또한, 실시간 신호제어 수행을 목표로 하기

CWR 제어 전략의 기본 개념이다. CWR에서는 개

때문에 SPAT(Signal Phase And Timing) 데이터도

별 차로의 차량 대기행렬의 교차로 도착시간을 예

활용함을 가정하며, 교차로의 ID(intersection id),

측하여, 대기행렬이 감소하여 사라진 경우 그에 맞

해당 교차로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현시 구분을

추어 해당 신호현시의 녹색신호를 즉시 종료하여

위한 신호 상태(event state), 해당 현시의 잔여 시간

다음 신호 현시에 녹색신호를 부여하는 실시간 제

정보를 담은 남은 신호 시간(timing)을 활용한다.

어 방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림 2>의

신호제어 알고리즘의 계산 및 판단 주기인 1초

오른쪽과 같이,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단위로 수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본 연구

최소화하여 도로의 용량 낭비를 감소할 수 있으며

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목록은 <표 1>과 같다.

전반적인 도로의 통행량 증대를 도모한다. CWR 전
략은 독립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최소화

<표 1> 신호제어에 필요한 V2X 기반 데이터 정리
구분

하기 위하여 감응 수요에 따라 최소녹색시간을 동

상세 내용

비고

적으로 적용하는 감응식 제어로 볼 수 있다. 단,

차량위치

모든 차량들의 위치

1초 단위로
수집

V2X 통신을 기반으로 교통량 및 대기행렬 정보를

차량속도

모든 차량들의 속도

1초 단위로
현시 정보 추적

차량대수

5분간 해당구간 도로를
통과한 차량 대수

차로별로
구분하여 수집

평균 통행
시간

대상 지역 도로별 평균
통행시간

5분 단위 합계

교차로 ID

대상 지역 신호제어 적용
교차로 ID

일회성 정보

신호 변경
현시

교차로에서 현재 적용 중인
신호현시 정보

1초 단위로
현시 정보 추적

잔여 신호
시간

교차로에서현재 적용 중인
신호현시의 잔여 시간

1초 단위로
잔여 시간 추적

신호 변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가 변경된
시간 (매초 마다)

1초 단위로
변경 내역 추적

차로별로 수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현
시 변경 시 최소녹색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적용하
는 대신, 사전 정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
는 현시를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즉시 종료하는 방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부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
서 기존 감응식 제어와 차이가 있다.

나. V2X 데이터 기반 차로별 정보 추출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차로별 상세 교통정보는
V2X 통신 차량의 데이터와 정밀전자지도인 H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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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WR: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를 통한 통행량 개선

데이터간 정보 매칭 수행을 통하여 수집됨을 가정

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MBQ 소거와 함께 현시를

한다.

무조건 즉시 종료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다. 차량 도착시간 추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

도로상에는 V2X 통신 차량들이 일반차량들과 혼

하기 위하여 현시의 잔여 녹색신호 길이를 기반으

재되어 있으며, 이 중 V2X 통신 차량들에서 수집되

로 <그림 3>과 같이 도로의 붉은색 선인 Estimation

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녹색신호가 적용되고

Boundary Upon Remaining Green(EBURG)의 개

있는 현시에 해당하는 개별 차로의 대기행렬을 추

념을 제시한다. 후방에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차량

정한다.

들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차량들이 기존 녹색신호

도로상 차량들의 동적인 행태를 고려하면, 지속

범위의 밖에 있다면, 이 차량들은 이미 현재 녹색신

적으로 교차로로 다가오는 후발대 차량들이 존재

호에서는 통과가 불가한 차량들이기 때문에 현시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차량 도착시간을 추정할 때,

즉시 종료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후발대 차량들을 분리하여 교차로 대기행렬의 최

반대로, 후방 접근 차량들이 기존 녹색신호 범위의

후방을 선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이

안에 있으면, 해당 차량들의 접근을 고려하여 현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WR 신호제어의 개

를 즉시 종료하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해당 신호

념대로 현존하는 대기행렬 최후방(MBQ: Maximum

제어 방식의 부작용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본 연

Back of Queue) 소거 시 현시를 즉시 종료하게 된

구에서는 EBURG를 기반으로 대기행렬 추정 범위

후에도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후방 차량들이 있을

를 설정한 후, 대기행렬의 최후방 차량을 선별하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후방 차량들의 통

현시에 해당하는 교차로 차량의 도착시간을 최종적

행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교차로 운영에 더욱 효율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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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차로별 교차로 차량 도착시간 추정 개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CWR 신호제어 방법은 위

<표 2> CWR 신호제어 관련 변수

와 같이 추정되는 차량 도착시간을 기반으로 수행

Notation

되며, 이와 관련된 신호제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signal phase

-



lanes corresponding to  (in any
movement direction)

-

number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in  -th lane in 

-

vehicle order in  

-

<표 2>와 같다.

신호교차로의 현시(phase) 체계는 각 통행 방향
별 직진, 좌회전, 우회전과 같은 차량들의 움직임

 

Description

Unit

(movement) 행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



다. Single ring 또는 dual ring 현시 체계와 같이

max


s

개념적으로는 개별 현시에 하나의 movement를 배

maximum green of pahse 
(constant)

 

current green at time 

s

정하지만(조준한 외, 2004), 실제 신호 운영 시에는
개별 현시에 여러 movement를 동시에 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가 대
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실제 신호 운영 시 주로
접근로의 차로수와 교차로 형태 및 교통량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를 선택할지 또는 분리신호
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의
방법은 어떠한 현시 체계가 적용되어도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remaining green at 

max

(  -   )

s

 

new green to be applied at time 

s

  arrival time of vehicle  in  -th
lane in 

 

s

arrival time set of all queues in 

-

arrival time of tail of maximum
queue in 

s

stop line location in  -th lane in 

m

 

current location of vehicle  in
 -th lane in 

m

 

current speed of vehicle  in  -th
m/s
la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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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모든 자율협력주행 차량들의 현재 위

   max∀    

(4)

치      및 속도      정보를 기반으로 해
당 현시에 관련된 모든 개별 차량들의 도착시간인

라. 교차로 신호제어 알고리즘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WR에서는 차량 대기행렬의 교차로 도착시간을

추정하여, 대기행렬이 감소하여 사라진 경우 해당

  

     

     



(1)

  

현시를 즉시 종료하여 다음 신호 현시에 녹색신호
를 부여하는 실시간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 도착시간 추정의 시점은 해당 현시가 적용

대기행렬의 최후방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간

되는 시점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신호제어 정보체계에서 현시의 녹색신호가 적용된

V2X통신 기반 차량 위치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

시점부터

길이

을 경우에는 <식 1>은 성립될 수 없으며, 교차로 접

(current green)를 의미하는    를 수집한다. 수

근 도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까지

적용되어온

시간의



집된 정보를 해당 현시의 녹색신호길이 최대 허용
범위(maximum green)인  max
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녹색신호길이


교차로 접근 도로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
문에, <그림 4>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시에 변경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차량 도착시간이 수집된 경우에는 대기행렬의

(remaining green)인    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존재 유무를 추정할 수 있다. 대기행렬이 존재할

과 같다.

때,    의 값과      의 값은 상이하기 때문에

   
     max


차량 도착시간은 <식 1>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0을
(2)

초과한 값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녹색신
호길이 최대 허용범위(maximum green)까지만 현

잔여 녹색신호를 기준으로 <그림 3>의 EBURG의

시를 유지한다. 반대로, 녹색신호길이 최대 허용범

범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앞서 수집

위 이내에 대기행렬이 감소하여 사라졌다면, 이는

된 모든 차량들의 교차로 도착시간 값 중에서 해당

대기행렬의 최후방 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였다는

범위 이내의 차량들만 현재 적용 중인 현시의 대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 값과

행렬 추정 범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 범위 이내 차량들만의 도착시간 셋(set)인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형성한다.
                  (3)
도착시간 셋에서의 최대치가 현시에 해당하는
대기행렬의 최후방 차량으로 선별되며, 최후방 차
량 기준으로 해당 현시의 교차로 차량 도착시간인

  를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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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일하고 <식 1>에 의하여 차량 도착시
간은 값이 0이 되며, 대기행렬이 없는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현시를 즉시 종료한다. 각 경우에 대한
녹색신호 제어입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or     
 max

fo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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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WR 교차로 신호제어 알고리즘

4. BRT 차량 우선신호 부여 방법
가. BRT 차량 도착시간 추정
본 연구에서는 BRT 노선의 차량들이 V2X 통신

<표 3> CWR 기반 BRT 우선신호 관련 변수
Notation

Description

Unit



signal phase

-



lanes corresponding to  (in any
direction)

-

number of vehicle information
collected in  -th lane in 

-

vehicle order in  

-

기반으로 운영됨을 가정하여, CWR 전략의 추가기
능인 BRT 차량 우선신호를 제시한다. 우선신호는

 

수동식 우선신호(passive priority)와 능동식 우선



신호(active priority)로 분류되며(김민지 외, 2021;

max


maximum green of pahse 
(constant)

s

 

current green at time 

s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BRT 차량 우선신호 부여

 

remaining green at time 

s

방법은 BRT 차량의 교차로 도착시간을 기반으로

 

new green to be applied at
time 

s

 

arrival time of vehicle  in  -th
lane in 

s

 

arrival time set of all queues in 

-

 

arrival time of tail of maximum
queue in 

s



stop line location in  -th lane
in 

m

 

current location of vehicle  in
 -th lane in 

m

 

current speed of vehicle  in
 -th lane in 

고은정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능동식 우선신호
를 적용한다.

수행한다. 적용되고 있는 녹색신호 현시에 대한
BRT 차량 도착시간 추정 방법은 앞서 제시된 교차

로 V2X 통신 차량 도착시간 추정 방법과 유사하다.
관련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수집되는 모든 BRT 차량들의 현재 위치 값을

      , 현재 속도를       로 정의하며, 이
두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현시에 관련된 모든 개별
BRT 차량들의 도착시간인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수집된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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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RT 차량 우선신호 부여 알고리즘

Notation

Description

Unit



BRT lanes in  (in any direction)

-

  arrival time of a BRT shuttle in

일반차로의 대기행렬이 감소하여 사라진 경우

s

그에 맞추어 해당 신호현시의 녹색신호를 즉시 종

  dwell time of BRT shuttle

s

료할 수 있으나, BRT 노선에서 차량이 교차로에 접



근할 때, 이에 대한 우선신호 부여 가능 여부를 판

arrival time of latest BRT shuttle
in 

s

max

maximum allowed time for
priority

s

신호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우

 

required time for priority

s

선신호 부여 판단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



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부여가 가능하다면 우선

할 수 있다.

   

우선신호 부여 판단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현재

      

            (6)


   

적용되고 있는 현시의 잔여 녹색신호의 길이이다
(<표 4> 참조). Case 1과 같이 BRT 차량이 교차로

여기서,      는 BRT 정류장 승객 승하차 시

접근 중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잔여 녹색신호의 길

간(dwell time)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

이가 0이면 우선신호 적용이 불가하여 우선신호를

수의 값을 교차로 근처에 정류장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신호 부여 판단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현재

에는 20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초로 입력하여

적용되고 있는 현시의 잔여 녹색신호의 길이인

계산한다.
BRT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

   와 BRT 차량 도착시간인   간의

량들의 도착시간 셋이 형성되며, 이 중 최대치가

비교가 된다. Case 2와 같이 BRT 차량이 교차로

BRT 접근 차량들 중 최후방 차량으로 선별한다. 최

접근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잔여 녹색신호의 길이

후방 차량의 교차로 도착시간을 기반으로 해당 현

가



시의 교차로 BRT 차량 도착시간인  

 를

BRT

도착시간보다



   ),

(  

 ≤

크거나

같을

경우

우선신호 적용이 불필요하

여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잔여

추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녹색신호의 길이가 BRT 도착시간보다 작을 경우




  max∀        

(7)



(  

     ), 우선신호 적용이 필요하나,

<표 4> BRT 우선신호 부여 판단 조건
Case

Active Priority Signal
Applicability

Decision

Condition 1

Condition 2

COndition 3

1

non-applicable

do not apply

   

-

-

2

applicable
(but unnecessary)

do not apply

   

 ≤  

-

3

applicable

apply

   

   

  ≤ max

4

applicable

do not apply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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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기서 우선신호 적용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내 BRT 축을 중심으로 실제도로 환경과 동일하게

우선신호 적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지는 세종시 1생활권

우선신호

부여를

위한

최소필요

시간

(required time for priority)인    와 우선신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효과분석을 위한 교차로
지역은 교차로의 종류별로 구분 및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호의 최대 허용범위(maximum allowed time for
max

priority)인  

의 개념을 제시한다. 우선,



앞 성금교차로

  는 BRT 차량 도착시간과 잔여 녹색신호길


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대상 지역 1(일반교차로): 세종시 인사혁신처
대상 지역 2(BRT 노선 포함 교차로): BRT 노선
이 통과하는 정부청사 남북측 정류장 사이 교

     

차로

(8)


위와 같이 계산된    는 도로 상황에 의하

대상 지역 3(BRT 정류장 포함 교차로): 정부청
사 남측 정류장이 위치한 인근 교차로

여 정해질 수 있는  max 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
선신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ase 3과 같이 BRT 차량이 교차로 접근 중이며,

이때    가  max 보다 작다면,    만
큼의 신호길이를 현재의 잔여 녹색신호길이에 추가
하여 BRT 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를 적용한다. 이와
는 반대로 Case 4와 같이 BRT 차량이 교차로 접근
중이며, 이때    가  max 를 초과한다면,
현재의 잔여 녹색신호길이를 그대로 수행함으로써,

<그림 5> VISSIM 기반 신호제어 효과 분석 환경

BRT 차량을 위한 우선신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호제어 효과 분석 환경 구축
1. 시뮬레이션 기반 효과 분석 체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용화된 교통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인 VISSIM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호제
어 전략 및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에서의 신호제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림 6> VISSIM 도로 네트워크-세종시 1생활권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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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2X 통신 운영 환경 설정

2. 효과 분석용 교통 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평가에서는 시뮬레이션상

가. 교통량 설정

전체 교통량 대비 V2X 무선통신이 가능한 OBU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 교통량 설정은 첨두

(On Board Unit)를 장착한 차량들의 비율을 V2X

시간대 2시간 동안의 실제 교통량을 적용하였다.

통신 차량 도입 비율(MPR: Market Penetration

세종시 교통정보현황에서 제공하는 VDS 기반 15분

Rate)로 정의한다. V2X 기반 정보 수집 측면에서

간 교통량(지점/총량)을 30분 단위로 환산하여 반

다양한 조건에서의 교차로 신호제어 운영 효율성을

영하였다(<표 5> 참고).

분석하기 위해, MPR 환경(전체 교통량 대비 V2X
통신 차량 비율)을 0%, 25%, 50%, 75%, 100%로

<표 5> 대상지역 첨두시간 교통량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였다.

지점

0~30
min

30~60
min

60~90
min

90~120
min

성금교차로
(남향)

540

582

744

698

성금교차로
(서향)

535

590

732

681

성금교차로
(동향)

540

578

735

688

청사 남북측사이
정류장(서향)

516

575

717

622

청사 남북측사이
정류장(동향)

505

562

798

607

청사 남측정류장
(북향)

500

575

750

638

라. BRT 우선신호 환경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CWR 방법론에서 제시된
max

‘우선신호 최대허용 범위’인  

를 설정하여,

다양한 허용범위에 따른 교통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신호 허용범위의 set을(0초,
20초, 40초, 60초) 총 4개로 설정하였다.
BRT 차량들의 배차간격은 세종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B2(반석역~오송역)노선의 실제 배차
간격인 5분~10분으로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상
에서 BRT의 공간적인 범위는 전체 노선 중 1생활
권에 해당되는 세종청사 남측 정류장 ~ 세종충남대

나. 기본 신호제어 설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3종류 교차로의 신호제어
정보는 관련하여 세종시 교차로 운영 데이터베이

병원 정류장까지 약 2.2km 이며, 시뮬레이션에 적
용된 BRT 운영 차량 수는 총 64대(오송역 방향 32
대, 반석역 방향 32대)이다.

스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서 제공받았다. 제공 받은 신호제어 데이터는 본

3. 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 CWR 적용 전후 비교를 위
한 기존 신호제어 방식(default method)으로서 적

본 연구에서 선정한 CWR 기반 교차로 신호제어

용하였다. 기존 신호제어는 교통량 패턴 분석에 기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교차로

반을 둔 TOD(Time of Day)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행량 및 지체시간과 같이 일회성이 아닌 시계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호제어가 비실시간 제

(time series) 지표들은, 실시간 신호제어 변경이 빈

어 환경에서 최적에 근접한 방법임을 가정하고, 이

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특성상 그에 대

를 실시간 제어인 본 연구의 방법론의 비교군으로

한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5분 단위로 산

선정하였다.

출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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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차로 통행량 (Flow)

다. 평균 지체시간

해당 교차로의 각 접근도로에서 5분간 교차로를

평균 지체시간(Average Vehicle Delay)은 교차

통과한 모든 차량 수의 합을 1시간 단위 교통류율

로의 각 접근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모든 차량

로 산출하며, 단위는 vph (vehicles per hour)이다.

의 지체시간을 5분단위 평균으로 산출하며, 단위는
초(seconds)이고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산출한다.

  




   ∙ 

(9)

라. BRT 차량 통행시간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전체 구간에서 모든 BRT

 : 일반도로의 교차로

차량의 통행시간을 의미하며, CWR의 BRT 우선신

 : 교차로  에 접근하는 일반도로

호 적용 전후 비교를 위한 지표이다. 단위는 초

   : 5분 단위 시간  에 수집된 일반도로 

(seconds)이며,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산출한다.

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 수

  :  교차로를 통과한 1시간 단위 교통류율

마. 신호 현시 변경 횟수
신호 현시 변경 횟수(Number of Phase Change)
는 시뮬레이션 실행 시간 중 교차로의 현시가 변경

나. 누적(Cumulative) VHT
누적 VHT(Cumulative Vehicle-Hours-Traveled)
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전체 도로 구간에서의
VHT 누적량이며, 전체 구간의 교통 혼잡도 평가를

위한 지표이다(단위 : veh․hr).

된 총 횟수이다. 특정 단위는 없으며, 시뮬레이션에
서 직접 산출한다.

바. Saved Capacity (SC)
CWR 알고리즘에 의하여 현시의 신호길이가 최

  






   ∙    

(10)

           (11)

대범위로 적용되지 않고 다음 현시로 즉시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용량의 낭비가 감소되는 양을
의미한다. 단위는 vph (vehicles per hour)이며, 개
별 현시의 기존 교통용량과 CWR 적용 후의 교통용

 : 일반도로의 교차로

량 차이로 계산한다.

 : 교차로  에 접근하는 일반도로
   : 시간  에 수집된 일반도로  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 수

   : 시간  에 수집된 도로의 평균 통
행시간 (단위: hour)

  : 시간  에서 전체 도로 구간에서
의 VHT

  : 시간  에서 전체 도로 구간에서

 max

   ∙ 




   



   
 max

   ∙ 






   






(12)





(13)


  

  


(14)

의 VHT 누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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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의 현시

 : 교차로  의 모든 현시에서 CWR에 의
하여 감소된 교통용량

 : 교차로  의 기존 주기길이(cycle length)

   : CWR에 의한 교통용량 절감의 효율성

 max
: 현시  의 최대 녹색신호길이

  : 현시  에 해당하는  차로의 포화교통
류율(saturation flow rate)

 : 현시  가 적용된 순번 (예: 시뮬레이션
중  번째 적용된 현시  )

해당 지표는 현시를 즉시 종료하는 본 연구의 제
어 방법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지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유사한 제어 방법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 현시  가 적용된 총 횟수
   : CWR에 의하여 변동된  번째 현시 
의 녹색신호길이

  : 교차로  현시  의 기존 교통용량


  : 교차로  의  번째 현시  에서 CWR에

의하여 감소된 교통용량

 : 교차로  의 모든 현시에서 CWR에 의
하여 감소된 교통용량

Ⅳ. 신호제어 효과 분석
1. 교통 개선 효과 분석
가. 일반교차로
일반교차로에서는 MPR 조건이 25% 이하에서는
통행량 및 지체시간 모든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CWR 신호제어 전략 효과를 볼 수 있다. MPR 50%

이상에서는 더욱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해당 지표는 현시를 즉시 종료하는 본 연구의 제
어 방법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지표이기 때문에

50~100% 사이에서 해당 전략의 효과 차이는 미비

하다.

본 연구와 유사한 제어 방법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표 6> CWR 기반 신호제어 효과: 일반교차로

사. CWR Efficiency
CWR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Saved Capacity
(SC) 대비 교차로 통행량의 실제 향상된 정도를 의

미하며, CWR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척도이다. 특
정 단위는 없다.






(15)

 : CWR 적용 전 교차로  에서의 통과교
통량(throughput)
: CWR 적용 후 교차로  에서의 통과교

통량(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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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
25%

MPR
50%

MPR
75%

MPR
100%

Cumulative
flow (%)

10.1

27.2

27.9

28.9

Average vehicle
delay (%)

14.8

48.0

56.3

59.8

CWR
Efficiency

7.7

20.8

26.1

26.8



    

    





Improvement

신호 현시 변경 횟수는 CWR이 적용되면서 기존
112회에서 200회 내외로 증가하였다. 이는 CWR

전략이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대기행렬을 추정하
여 불필요한 녹색신호의 길이를 감소하여 다음 현
시로 넘어가도록 조기 신호 변경을 더욱 자주 발생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MPR 25%~50%에서는 더
욱 높은 MPR 조건 대비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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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기행렬을 추정하기 때문에 현시 변경이 더욱

다. BRT 정류장 포함 교차로

자주 발생(230회 이상)하였다. MPR 75%~100%에

BRT 정류장 교차로에서도 기존 교통량의 차이

서는 보다 높은 수집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대기행

때문에 타 교차로들과 정량적인 차이는 있으나, 효

렬을 더욱 정확히 추정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현

과 증감 패턴은 유사하다. MPR 조건 25% 이하에서

시 변경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는 일정 수준의 CWR 신호제어 전략 효과를 볼 수

이와 같은 현상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있으며, 50% 이상에서는 더욱 커다란 효과가 예상

Saved Capacity (SC)와 CWR Efficiency를 지표를

된다. 타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MPR 50~100% 사이

산출하였다. SC는 신호를 조기에 변경할 때마다 그

에서 해당 전략의 효과 차이는 미비하다.

에 따라 감소된 교통용량의 정도이다. 그리고 CWR
Efficiency는 CWR 전략이 불필요한 용량을 감소한

대비 교차로 전체 통행량이 증가된 비율이다. 즉,

<표 8> CWR 기반 신호제어 효과: BRT 정류장 교차로
Improvement

MPR
25%

MPR
50%

MPR
75%

MPR
100%

Cumulative flow
(%)

17.1

23.4

20.7

29.4

율성이 7.7이며, 50% 이상에서는 20 이상으로 매

Average vehicle
delay (%)

36.3

58.4

57.8

51

우 높은 결과가 나왔다.

CWR Efficiency

1.0

1.5

1.2

2.2

해당 지표는 교차로 통행 방향별 교통용량을 변경
하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지표산출 결과, MPR 25%에서는 효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CWR 전략은 첨두 시
간대 일반교차로에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크며, 특
히 MPR 50% 이상에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일 수

라. 대상지역 도로망의 전반적 효과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신호제어가 적용된 MPR 0%의 사례에 대
비하여 CWR 신호제어 전략이 적용된 사례들(MPR
25~100%)에서 모두 VHT 누적량이 감소되었다.

나. BRT 노선 포함 교차로
BRT 노선 교차로에서는 기존 교통량의 차이 때문

에 일반교차로와 정량적인 차이는 있으나, 효과 증감
패턴은 유사하다. MPR 조건 25% 이하에서는 일정 수
준의 CWR 신호제어 전략 효과를 볼 수 있으며, 50%
이상에서는 더욱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50~
100% 사이에서 해당 전략의 효과 차이는 미비하다.
<표 7> CWR 기반 신호제어 효과: BRT 노선 교차로

MPR 25%의 경우는 21.6% 혼잡도가 감소하였으며,
MPR 50%의 경우는 28.7%의 혼잡도가 감소, 나머

지 사례들은 40%대의 비슷한 감소율을 보였다.
차량별 평균 지체시간의 경우에는 CWR 신호제
어 전략이 기존 신호제어 대비 지체시간을 전반적
으로 감소시켰다. MPR 25%는 31.6%가 감소하였
고, MPR 50%에서는 55.8%가 감소하였으며, 나머
지 조건들에서는 6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호 현시 변경 횟수는 CWR이 적용되면서 기존

Improvement

MPR
25%

MPR
50%

MPR
75%

MPR
100%

384회에서 600회 내외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Cumulative flow
(%)

18.5

42.3

41.1

43.6

이는 CWR 전략이 불필요한 녹색신호의 길이를 감

Average vehicle
delay (%)

47.0

61.0

68.6

62.3

CWR Efficiency

4.8

10.6

9.8

10.8

소하여 다음 현시로 넘어가도록 조기 신호 변경을
더욱 자주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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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T 차량 우선신호 효과 분석
가. BRT 구간 통행시간 개선
MPR 25%의 경우에는 우선신호 최대허용 범위인

max 가 20초와 40초 일 때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

나는 역효과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조
건에서는 평균 통행시간이 1.3~4.4%의 감소율을 보
였다. 이는 차량 통행정보의 수집율이 비교적 높은
MPR 조건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신호의 긍정
<그림 7> CWR 신호제어 적용 시 VHT 누적 변화

적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CWR 기반 BRT 우선신호 알고리즘은 낮
은 MPR 조건에서도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표 10> 우선신호 적용시 BRT 통행시간 개선도(%)
Conditions

<그림 8> CWR 신호제어 적용 시 지체시간 변화

max = 20 max = 40 max = 60
sec

sec

sec

MPR 25%

-1.0

-0.3

0.3

MPR 50%

3.7

2.8

3.8

MPR 75%

2.4

4.4

2.8

MPR 100%

1.3

2.4

2.4

<표 9> CWR 기반 신호제어 효과: 구간 전체
Improvement

MPR
25%

MPR
50%

MPR
75%

MPR
100%

나. BRT 차량 우선신호 영향

Cumulative VHT
(%)

21.6

28.7

43.9

44.5

BRT 우선신호 적용에 의한 일반도로의 평균 지

Average vehicle
delay (%)

31.6

55.8

61.6

61.7

CWR Efficiency

3.6

9.2

9.1

10.8

체시간을 살펴보면, 일부 조건에서는 영향이 역효
과를 보이지만 그 정도는 지체시간 감소율이 –1.0%
내외이며, 이는 우선신호에 의하여 일반도로가 받
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머지 조건에서는 오히려 일반도로의 지체시간

CWR Efficiency 산출 결과, MPR 25%에서는 효

을 소량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선신호를 부여함으

율성이 3.6이며, 나머지 MPR 조건은 효율성이 9.0

로써 추가된 녹색신호에 해당되는 도로를 통행하는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CWR Efficiency

일부 일반 차량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의 정량적 수치를 보면 제시된 CWR 기반 신호제어

결과로 추정된다.

전략은 V2X 통신 데이터 활용 시 교통 개선에 높
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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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신호 최대허용 범위에 따
른 일반도로 지체시간 변화의 명확한 패턴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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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PR 25%

(b) MPR 50%

(c) MPR 75%

(d) MPR 100%

<그림 9> BRT 우선신호에 의한 일반도로 평균 지체시간 변화

보이지 않았다. 또한, V2X 통신 차량들의 MPR 조

급화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반 효과 분석을 수

건에서도 명확한 패턴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Capacity Waste

이는 BRT 우선신호의 효과는 우선신호 최대허용

Reduction (CWR) 신호제어 전략은 V2X 통신 데이

범위 또는 주변 차량들의 통행정보 수집 수준에 크

터를 활용하여 개별 차로의 차량 대기행렬의 교차

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현상

로 도착시간을 예측하고, 대기행렬이 감소하여 사

은 향후 연구에서 더욱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진 경우 그에 맞추어 해당 신호현시의 녹색신호
를 즉시 종료하여 다음 신호 현시에 녹색신호를 부
여하는 실시간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BRT 차

Ⅴ. 결론

량 우선신호 기능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시뮬레이션 기반 CWR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 결

본 연구에서는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교

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 통행량 및 평균 지

차로 신호제어 전략을 제시하고, V2X 통신 차량 보

체시간 등 교통 개선 측면에서는 일반교차로, 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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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교차로, BRT 정류장 교차로에서 기존의 교통

통행정보 수집 수준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량 수준 때문에 CWR 신호제어 효과의 정량적 수치

의미하며, 이에 대한 현상은 향후 연구에서 더욱 깊

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효과 증감의 패턴은 교차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CWR 신호제어 방법은 다양

왔다. MPR 조건 25% 이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CWR 신호제어 전략 효과를 볼 수 있었고, 50% 이

기초 연구인 만큼 여러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상에서는 더욱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50~

는 도로상 개별 차로의 차량대기행렬을 추정할 때,

100% 사이에서의 효과는 유사했다. 개별 교차로에

V2X 통신 데이터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통신이

서의 결과는 평가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효과 평

불가능한 차량들에 대한 위치 정보는 생략되었다.

가에도 반영되어, 전체 도로망의 교통은 MPR 50%

따라서 V2X 통신 보급률(MPR)이 낮은 환경에서는

이상인 조건에서 최적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차량 대기행렬길이에 대한 추정 정확도가 낮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신호제어 전략은 자율

을 수 밖에 없으며, 연구 결과에서도 MPR 조건이

협력주행 차량의 도입 비율이 최소 25% 이상일 때

낮은 경우 신호제어의 효과도 비교적 적었다.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50% 이상일 때는

서, 향후 연구에서는 MPR이 100% 아닌 환경에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도 수집된 통신 정보만으로도 차량대기행렬을 추정

결과는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도입 비율이 50% 정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활

도만 되어도,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실시간 도로교

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통 정보가 실제 도로 상황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향후 해당 신호제어전략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조사는 향후

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보급률 외에도 LV(Legacy

깊이 다뤄볼 만한 연구 주제로 보인다.

Vehicle), AV(Autonomous Vehicle), CV(Connected

BRT 차량 우선신호 영향 측면에서는, 우선신호

Vehicle), CAV(Connected Autonomous Vehicle)

적용시 대부분의 조건에서 BRT 차량의 통행시간이

등 차량의 종류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주행 행태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통행시간 개

(driving behavior)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또한 필

선의 정략적 수치 자체는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요하다. 도로교통 운영의 개별 정책에 대하여 차량

CWR 기반 BRT 우선신호 알고리즘은 효과 증대를

의 종류별 순응도(compliance level)에 차이가 있

위하여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한, BRT 차량 우선

을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향후 시뮬레이션 기반

신호 적용시, 일반도로가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분석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으로 결과를 보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일반도로 지

필요하다.

체시간을 소량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선신호를 부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CWR 신호제어 알고

여함으로써 추가된 녹색신호에 해당되는 도로 방향

리즘 부분에서는 개별 신호 현시의 녹색신호길이

을 통행하는 일반차량들의 일부가 오히려 BRT 우

최대 허용범위를 60초로 가정하고 상수(constant)

선신호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변 도

더불어 우선신호 최대허용 범위에 따른 일반도로

로 인프라의 환경을 비롯한 신호제어의 현실적인

지체시간 변화의 명확한 패턴 차이는 없었으며,

운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V2X 통신 차량들의 MPR 조건에서도 명확한 패턴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BRT 우선신호의 효

에 대한 최적화 문제까지 다루어 볼 수 있다. BRT

과는 우선신호 최대허용 범위 또는 주변 차량들의

우선신호에서의 정류장 승객 승하차 시간(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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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도 상수가 아닌 변수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는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승객수의 정보를 기반으
로 예측이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는 V2X 통신뿐만 아니라 향후 개별 정류장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연계 체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
문에 후속 연구에서 깊게 살펴볼 만한 주제이다.
이에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 BRT 우
선신호 적용시 BRT 차량들의 통행시간 감소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통행시간 개선의 수
치 자체는 낮은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에 대한 효과 증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 4>에서 제시한 BRT 우선신호 부여 판단
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표의 4번째
Case에서도 우선신호 적용이 가능토록 추가 조치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Case 외에도 다양한 교통
상황을 반영한 개선된 조건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BRT 우선신호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다양한 접근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BRT 우선신호 자체에 집중한 연구는 다양한 측

면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선신호를 최적화하
게 된다면, 기존의 부도로에서 낭비되는 용량이 감
소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CWR 적용의 효율성
이 향상되거나 또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CWR 제어 범위 안에서 BRT 우선신호를 적용하는

절차 자체를 재고하여, 우선신호를 먼저 적용한 후
CWR 제어를 수행하는 등 신호제어 절차에 대한 다

양한 접근법 적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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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
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
상으로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인과추론 방법론인 매칭방법
론을 적용하여 소비지출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
비지출이 받지 않은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약 12-15% 정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별 연도
의 분석 결과는 연도에 따라 두 집단의 가계소비 격차가 다소 상이하였으며 외부충격이 존재하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및 선택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지하철 운임보조는 준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에 미약한 효과가 존재하며 선택재
소비지출 증가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
론에 도달하였다. 지하철 운임보조를 통해 가계소득의 여력이 증대되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
으며 이는 거시적인 민간소비지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지하철 운임 보조, 가계소비지출, 평균처리효과, 매칭방법론, 노인가구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subsidizing subway fares, on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microdata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1990-2016 from the Statistics Korea, we identify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the old-aged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nd the old-aged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For the elderly households, we apply the matching methodologies,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investigate the gap in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the households
receiving and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re about 12-15%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year show that
the effect of househol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each
year, and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after external shocks and then display a increase trend again.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mi-essential goods, semi-optional
goods, and optional goods, the subway fare subsidy has a weak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semi-essential goods and a strong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optional goods. In addition, similar conclusions were reached by analyzing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year. Since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through subsidies for subway fares,
the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has increased, which can be linked to a in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 a view of marcoeconomy.
￭ Keywords: Subway Fare Subsidies,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verage Treatment
Effect, Matching Method, The Old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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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3%라고 한다(서울특별시
교통 새소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손실에 대해 중앙정
부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수도권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전철 운임보조로 인한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손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

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

가 전체 인구의 15.7% 수준으로 고령사회1)에 진입

다. 또한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를 아예 폐지하거나

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3%를 65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

세 이상 고령인구가 점유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한다.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 급격한 고령화 진

이러한 반대 견해와 달리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

행은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이해해

있는데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야 하며 다른 국가와 달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

로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가 있다. 이 제도는 1980

가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

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

는 제도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

하철 운임 50% 할인으로 시작되었는데 1984년 노

장도 존재한다.

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한 효

에게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제도로 변화되어 오늘에

과를 다른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이르게 되었다.

지하철 운임보조는 해당 노인들의 소득 여력을 증

노인복지법 제26조 제①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

대시켜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 수송시설

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는 집

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단의 소비지출을 비교하여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비지출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별표1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서 수

이를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도권 전철과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한다고

integrated service, MDIS)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하였다.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65세

이러한 노인에 대한 지하철 운임보조에 대해 다

이상 가구주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철 운임보

양한 찬반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지

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로 구분하여 가계

하철 운임보조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이 압

소비지출을 비교하였다. 최근 사회과학에서 크게

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현재 전국 도

주목받고 있는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

시철도 총승객 약 25억 3천만 명 중 무임승객이

인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약 4억 4천 3백만 명으로 약 17.5%가 무임승객비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

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

하여 지하철 운임보조 정책의 소비지출 증대 효과

1)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14% 및 2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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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소비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시학·정은혜(2012)는 노인들

항목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정책효과에 따른 두 집

을 대상으로 지하철 이용 행태와 무임승차 제도에

단의 기대되는 이질적인 효과도 흥미로운 관심사이

대한 인식 및 무임승차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등을

다. 이를 위해 소비항목을 소득탄력성에 따라 준필

조사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재, 준선택재, 선택재로 구분하여 지하철 운임보

박종철·여차민(2021)은 서울시의 경영적자를 최

조가 이들 소비재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지도 분석하였다.

다양한 정책조합을 ARIMA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

본 연구는 기존의 지하철 운임보조 정책의 긍정

다. 구체적으로 연령 상향조정, 시간대별 차등할인,

적 효과를 노인 복지 혹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할인율 조정 등의 대안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할인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 증

율 50% 대안이 서울시의 경영적자를 최소화하는

대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차별점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인가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소비지출의 유형과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옥금(2011)은 노인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을

빈곤가구의 이전소득의 비중이 비빈곤가구보다 높

시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지하철 노인

으며, 주거비지출과 의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

운임보조의 지역적 차별 혹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

재정적 부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인주거지원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다. 석재은 외 3인(2005)은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용 현황과 외국의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 현황을

이성림(2015)은 2013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

비교하면서 현행의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교통수

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독신가구와 부부가구의 소

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득 규모에 따라 빈곤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

최진석(2014)은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에 따른 편

여 소득 계층별 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익으로 자살, 우울증, 교통사고 감소, 경제활동에

분석하였다. 빈곤 노인가구의 주요 지출원인으로

의한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절감, 관광산

의료 및 건강관련비용, 중산층은 돌봄 및 가사서비

업 활성화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2012년 현재 이들

스 비용의 부담이 높고, 상위층은 교통비와 사회적

편익의 합계가 약 3,361억 원 수준이라고 하였다.

지출 수준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김채만 외 3인(2017)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가계부문의 소비지출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해당 계층에 대한 교통복지로 인식하여 지하철 노

차지하는 변수이며, 소비자 후생과 소비 증가는 경

인 무임승차에 따른 수도권의 연간 수혜비용을 약

제성장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

4,002억 원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를

다. 가구 수준의 미시소비연구는 경제학뿐만 아니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정책으로 인한 통행비

라 사회과학에서 큰 흐름으로 여전히 활발히 연구

용 절감액도 추계하였다.

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손경현(2015) 및 김상길(2016)은 도시철도 노인

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은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경영에 어떠한 영향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또

을 미쳤는 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

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무임승차제도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개선

지원을 목표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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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배경하에 관련 연
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는 대부분 지하철 노인 운임보
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손실에 대해 분석하거나 기
존 이용자 혹은 지하철 이용 노인에 대한 인식조사
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
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소득여력을 통해 소비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
하여 소비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여 지하철 운임보조

<표 1>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도 연혁
구분

시행내용

1980. 5

70세 이상 노인 요금 50% 할인

1982. 2

65세 이상 노인 요금 50% 할인

1984. 6

서울메트로 운영구간 요금 100% 할인

1991. 1

도시철도 무임승차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

1997. 8

수도권 전철 경로운임승차 시행
(서울, 인천, 의정부 및 안산 구간 포함)

자료: 최진석,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지출
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등으로 구분하여 지
하철 운임보조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약 3억 4,501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4억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절에는 지

839만 명으로 연평균 약 5.78% 증가하고 있으며

하철 노인 운임보조 현황과 본 연구에 이용되는 자

금액(비용) 기준으로는 2016년 약 4,507억 원에서

료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Ⅲ절에서는 이론적 고찰

2019년 약 5,479억 원으로 연평균 약 6.72% 증가

로서 처리효과, 매칭방법론 및 본 연구에서 이용되

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기타 할인이 존

는 공변수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Ⅳ절에서는 실증

재하고 있지만 노인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승차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Ⅴ절에서는 연구

인원 및 금액 기준으로 2019년 현재 약 82.3%를

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표 2>에 나타난 도시철도는 노인 무임승
차에 따른 재정보전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않고

Ⅱ.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 현황 및 자료
설명

있으며 일부 수도권 민자도시철도 및 경전철은 통
합환승제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1.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 현황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운임보조는 앞에서 제시
한 것처럼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광역전철
1, 3, 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 분당, 경춘, 경강선

전 구간의 무임손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지
원을 하고 있다.

의 고령자에게 50%의 요금을 할인하면서 시작되었

이는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제도(public service

다.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obligation, PSO)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사

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하여 지금에 이르

업적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 떠맡거나 시행하지 않

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의

을 범위나 조건의 운송사업을 하였을 때 원인제공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서 새마을호와

자가 요구한 서비스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

무궁화호의 노인 할인율은 30%이며, 통근열차의

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할인율은 50%, 그리고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제32조).

할인율은 100%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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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철도 무임승차 현황
단위: 천명, 백만 원

2016
구분
서울교통공사

2017

노인

소계

노인

소계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

-

-

-

208,466

283,059

258,250

350,647

서울메트로

121,979

165,984

151,738

206,478

-

-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81,162

109,756

102,912

139,184

-

-

-

-

서울메트로 9호선㈜

9,337

11,671

12,037

15,045

9,746

12,182

12,440

15,550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

987

1,234

1,233

1,544

1,103

1,379

1,350

1,688

부산교통공사

72,059

91,450

87,557

111,118

77,631

103,710

93,418

124,801

대구도시철도공사

33,297

36,654

40,725

44,831

36,211

45,264

43,796

54,745

인천교통공사

9,498

11,873

12,776

15,970

14,109

19,047

18,500

24,975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4,830

6,206

5,933

7,622

5,092

6,936

6,202

8,470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6,823

8,880

8,960

11,695

7,081

9,176

9,212

11,974

부산-김해 경전철(주)

-

-

1,051

1,410

-

-

1,072

1,514

의정부 경전철(주)

3,244

4,380

4,273

5,768

3,556

4,801

4,585

6,190

용인 경량전철㈜

1,796

2,604

2,345

3,400

2,001

2,901

2,552

3,700

-

-

0

0

1,195

1,494

1,406

1,757

345,012

450,692

431,540

564,065

367,005

491,168

453,712

607,407

우이 신설경전철(주)
합계

2018
구분
서울교통공사

2019

노인

소계

노인

소계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무임승차

무임비용
370,926

212,843

288,617

261,047

353,974

225,094

304,929

273,841

서울메트로

-

-

-

-

-

-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

-

-

-

-

-

-

-

10,156

12,694

12,824

16,030

11,024

13,780

13,750

17,188

서울메트로 9호선㈜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

1,387

1,734

1,668

2,086

3,559

4,449

4,319

5,399

부산교통공사

79,920

109,126

95,673

130,636

85,759

117,118

102,236

139,620

대구도시철도공사

37,933

47,416

45,559

56,949

41,228

51,535

49,140

61,425
29,653

인천교통공사

15,522

20,955

20,057

27,077

17,259

23,300

21,965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5,262

7,367

6,325

8,856

5,440

7,616

6,551

9,172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7,188

9,297

9,296

12,062

7,607

9,822

9,742

12,623

-

-

1,041

1,499

-

-

1,041

1,498

부산-김해 경전철(주)
의정부 경전철(주)

3,796

5,125

4,843

6,538

4,207

5,772

5,293

7,262

용인 경량전철㈜

2,226

3,228

2,777

4,026

2,641

3,829

3,236

4,692

우이 신설경전철(주)

4,030

5,037

4,720

5,900

4,569

5,712

5,316

6,645

380,263

510,596

465,830

625,633

408,387

547,862

496,430

666,103

합계

주: 1. 2017년부터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었음. 서울메트로 9호선(주)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회사
이며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주)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을 담당하였던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이었는데 2018년 11월 28일
청산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에서 동사업을 맡고 있음
2. 노인 할인 이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타 할인이 존재하며 소계는 노인 할인과 이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무임승차 대상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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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코레일의 노인무임승차는 PSO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보전하지만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
차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고 있다.

2. 자료설명

<표 3> 지하철 운임 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표본 구성
구분

1990

1995

2000

2005

운임 보조

18

47

85

148

운임 비보조

61

145

120

316

소계

79

192

205

464

구분

2010

2015

2016

전체

운임 보조

132

58

62

550

도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 1995, 2000, 2005,

운임 비보조

512

615

561

2,330

2010, 2015, 2016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소계

644

673

623

2,880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MDIS의 가계동향조사 연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하기 위하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

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 MDIS 자

택재 그리고 선택재로 구분하여 지하철 운임보조

료에는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은 액수에 대한 정보

가 이들 소비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

가 없으며 주거지(특별시 혹은 광역시 주거 여부)

석하였다. 손연정 외 2인(2019)에 따르면 소비재를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탄력성이 0.5 미만, 0.5-1.0, 1.0-1.3, 그리고

그래서 최소한 가구원 1인이 65세 미만인 2인

1.3 이상인 경우에 필수재, 준필수재, 준선택재, 그

하였

리고 선택재 등으로 구분하였다. 소득탄력성의 크

다. 가계지출 중 지하철 운임 지출이 있는 가구는

기에 따라 소득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필수재의 성

이상 가구원을 포함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2)

특별시 혹은 광역시나 이들 주변 지역의 도시철도

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탄력성이 가장 높은 재화

(혹은 국철) 운행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하철

는 선택이 가능하여 선택재로 정의된다. 노인가구

운임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가구를 지

에 대해서는 필수재를 따로이 구분하지 않고 준필

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만약 해

수재, 준선택재, 선택재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손연

당 지출이 없다면 그 가구는 지하철 운임 보조 대

정 외 2인(2019)의 연구는 노동패널을 대상으로 하

상이 아닌 지역에 사는 가구로 운임보조를 받지 않

여 본 연구의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항목상의 차이

는 가구로 정의한다. 노인가구가 아니더라도 65세

가 다소 존재한다. <표 4>에서 묘사되는 바와 같이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의 경우에는 지하철운임

본 연구에서는 준필수재를 식비, 주류 및 담배, 주

보조로 인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

서 이러한 가구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통, 통신 등으로 구분하였고 준선택재를 의류 및

렇게 구분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 연도에서 지하철

신발과 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택재를 오락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가구의 숫자는

문화,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내구

<표 3>과 같다.

재 등으로 구분하였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
건, 교통, 통신 등의 내구성 재화 구입은 선택재의
내구재로 정의하였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하철 운임 보조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노인 1인 가구
의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보조 수령 여부와 액수에 대한 정보가 MDIS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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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비재 구분
구분
준필수재

<표 5> 운임보조 및 비보조 가구 주요 변수 통계량

손연정 외 2인(2019)

본 연구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통신비

식비,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준선택재

공교육비, 사교육비

의류 및 신발, 교육

선택재

외식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문화비,
내구재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내구재

준필수재

준선택재

1,912,101

1,070,906

213,804

1,125,297

541,034

271,538

1,674,041

975,274

102,927

인원

550

550

550

평균

1,556,018

934,656

134,359

1,201,969

707,763

205,812

1,328,983

827,978

69,453

인원

2,330

2,330

2,330

평균
운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운임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자료: 손연정·강동우·정성미,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
동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 이용될 주요 변수로는 가계소비지

가계소비
지출

구분

소계

출,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가계소득, 가구주

평균

1,624,020

960,676

149,531

표준편차

1,195,742

681,116

222,041

중위수

1,380,342

861,170

74,584

인원

2,880

2,880

2,880

성별(남성 여부), 가구주 학력, 가구 구성원수, 가
구분

구 취업인원 수, 가구주 연령, 자동차 보유대수 등
이다. 가계소비지출,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가계소득 등은 월평균 금액이며 2015년 기준 소비
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다. 가구주 성별

평균
운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변수는 가구주가 남성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
며 가구주 학력은 가구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
20의 수치를 부여하였다. 가계 구성원 수, 취업인

원수 및 가구주 연령도 해당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소계

수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
동차 대수도 주요 변수에 포함하였다.
량을 묘사한다.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가계소비
지출은 평균 1,912 천 원으로 운임비보조 가구의

가구주
남성

가구주
학력

589,687

2,955,462

0.9

13.3

649,151

2,024,295

0.3

4.7

405,602

2,472,754

1.0

12.0

550

550

550

550

평균

448,261

2,513,716

0.8

11.9

696,344

2,017,941

0.4

5.8

292,644

2,017,514

1.0

12.0

인원

2,330

2,330

2,330

2,330

평균

475,269

2,598,077

0.8

12.2

표준편차

689,717

2,026,260

0.4

5.6

중위수

313,116

2,103,056

1.0

12.0

인원

2,880

2,880

2,880

2,880

구분

<표 5>는 분석 대상의 두 집단에 대한 기초통계

가계소득

인원
운임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사 학위를 가질 경우에 각각 6, 9. 12, 14, 16, 18,

선택재

평균
운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가족
구성원수

취업
인원수

가구주
연령

자동차
대수

2.9

1.1

68.9

0.5

1.0

1.0

4.1

0.6

3.0

1.0

68.0

0.0

1,556 천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

인원

550

550

550

550

득은 2,955 천 원으로 운임비보조 가구의 2,514

평균

2.7

1.0

69.7

0.5

0.9

1.0

4.7

0.6

2.0

1.0

68.0

0.0

인원

2,330

2,330

2,330

2,330

평균

2.7

1.1

69.6

0.5

표준편차

0.9

1.0

4.6

0.6

중위수

2.0

1.0

68.0

0.0

인원

2,880

2,880

2,880

2,880

천 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소득 격차만큼 비례적으로 가계소비지출 차이가

운임비 표준편차
보조 중위수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소비지출
차이를 살펴보면 준선택재에서 가장 큰 격차가 발
생하고 선택재 및 준필수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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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가구주는 거의 남성이며, 가구 구성원

y2라고 하면 이는 관찰된 결과(observed outcome)

수는 평균적으로 2.7명, 취업인수는 1명, 가구주의

이다. 가상의 결과(counterfactual outcome)로서

평균 연령은 69.6세로 나타났다. 운임보조를 받는

운임보조를 받은 가계가 만약 운임보조를 받지 않

가구는 운임비보조 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학력수

았을 때 예상되는 소비지출을 y3라고 하면 운임보

준을 보이나, 보유자동차 대수는 평균적으로 다소

조를 받지 않는 가계가 만약 운임보조를 받았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임보조를 받는 가

예상되는 소비지출을 y4로 정의한다. 평균처리효과

구가 지하철이 운영되는 특별시 혹은 광역시에 거

(average treatment effects, ATE)는 (y1-y3)와 (y4-y2)

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족 구성원

를 합산하여 평균한 것으로 E[(y1-y3)+(y4-y2)]로 정

수 및 취업인원수에서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가 받

의할 수 있는데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한 소비지출

지 않는 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변화효과이다. 또한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average

있어서 운임보조 가구의 가계소비지출과 가계소득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ATET)는

이 운임비보조 가구의 그것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E[y1-y3]로서 운임보조를 받은 가계가 운임보조를

을 알 수 있다.

받지 않았을 때에 비해 변화된 소비지출 효과이다.

Ⅲ. 이론적 고찰
1. 처리효과(treatment effects)

<표 6> 평균처리효과(ATE) 및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ATET)
구분

지하철 운행지역
거주

지하철 비운행지역
거주

관찰된 결과

운임 보조, y1

운임 비보조, y2

가상 결과

운임 비보조, y3

운임 보조, y4

정책(실험) 시행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

ATE

E[(y1-y3)+(y4-y2)]

는 집단을 각각 처리집단(treatment group) 및 통

ATET

E[y1-y3]

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는 처리집단이 지하철 운임 보조를 받는 집단이며

이러한 평균처리효과 및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통제집단은 지하철 운임 보조를 받지 않는 집단이

를 산정할 때 문제는 처리 및 통제집단의 가상의

다. 달리 표현하면, 처리집단은 특별시 및 광역시

결과(y3와 y4)는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은 주변의 지하철 운행지역 가계이며 통제집단

즉, 추정 및 산정에서 자료누락(data missing)문제

은 지하철 비운행지역 가계이다.

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

을 통해 가상의 결과 혹은 잠재적 결과(potential

철 운임보조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의 가계

outcome)를 구축하여 자료누락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지출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지하철 운임보

한다.

조 정책의 효과를 왜곡하는 것이다. 지하철 운임보
조를 받는 가계는 특별시 및 광역시 혹은 주변 지

2. 매칭방법론(matching method)

역에 위치하여 소득수준이 높아서 소비지출수준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가

정책 및 실험 시행으로 인한 효과(혹은 결과)를

지 처리효과(treatment effects)를 고려할 수 있다.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학 및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

현재 운임보조를 받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y1이

과학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다. 관련하여

라고 하고 운임보조를 받지 않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Heckman et al.(1997, 1998), Imbens and 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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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mbens and Wooldridge(2009), Rosenbaum

(혹은 통제)집단에 속한 가계와 유사한 통제(처리)

and Rubin(1983) 등을 주목할 만하다.

집단에 속한 가계를 Mahalanobis 거리에 따라 선

평균처리효과와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산정에

정한다. 처리집단에 속한 가계의 관찰된 소비지출

서 가상 및 잠재적 결과의 자료누락문제를 해결하

(y1)과 이 가계와 유사한 통제집단에 속한 가계의

기 위하여 회귀분석 조정(regression adjustment,

소비지출을 처리집단에 속한 이 가계의 가상의 소

RA), 역확률 가중(inverse-probability weighting,

비지출(y3)로 정의하여 이것들의 차이를 산정한다.

IPW) 및 매칭(matching) 방법론 등이 사용된다. 회

또한 통제집단에 속한 가계의 소비지출 차이도 동

귀분석 조정 방법론은 회귀분석 방법론에 근거하

일하게 산정할 수 있다.

고 있어서 결과방정식(outcome equation)의 함수
형태(functional form)를 특정해야 하는 단점이 존

3. 가구특성 공변수(covariates) 선택

재한다. 또한 역확률 가중 방법론은 처리방정식
(treatment equation)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확률

두 가지 매칭방법론에서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의

값의 역수를 가중치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 확률값

처리방정식(treatment equation)과 최근접이웃매칭

이 작을 경우 가중치가 과도하게 커서 추정에 문제

의 가계특성을 비교하는 공변수(covariates) 선정을

가 발생할 수 있다. 매칭방법론은 그러한 단점이 없

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여부는 임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칭방법론을 선택할 것

의배정(random assignment)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이다. 매칭방법론은 처리방정식(treatment equation)

변수인 가계 소비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의 형태 혹은 변수선택에 유의하면 되고 결과방정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여부를 임

식(outcome equation)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의배정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특성을 나타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매칭방법론은 성향점수매

내는 공변수(covariates)를 선택해야 한다. 지하철

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론과 최

운임보조를 받는 여부 및 소비지출과 관련이 있는

근접이웃매칭(nearest-neighbor matching, NNM)

가계특성 변수를 적절히 선택하면 정책시행 혹은

이다. 성향점수매칭은 개별 가계가 처리집단이 될

선택(지하철 운임보조 여부)이 임의배정에 근접하

확률을 로짓함수(logit function)를 이용하여 추정

게 된다(조건부독립(conditional independence),

하고 이 확률의 예측치(fitted value)가 유사한 처

Wooldridge, 2019).

리 및 통제집단을 매칭하는 방법이다. 즉, 통제집

결과변수인 가계소비지출과 지하철 운임보조 여

단에 속한 가계의 관찰된 소비지출(y2)과 이 가계와

부를 나타내는 처리방정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

유사한 확률 예측치를 가지는 처리집단에 속한 가

수로 가계소득,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

계의 관찰된 소비지출을 통제집단에 속한 이 가계

구 구성원수, 가구 취업자수, 가구주 연령, 자동차

의 가상의 소비지출(y4)로 정의하여 차이를 산정한

보유대수 등이 될 것이다. 현재 지하철 운임보조를

다. 그리고 처리집단에 속한 가계의 소비지출 차이

받는 이들은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하는 이들로 볼

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두 개 집단의 차

수 있는데 이러한 거주지역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이를 평균하여 산정한 것이 평균처리효과(ATE)이

소득변수, 가구주 특성변수, 가계의 특성 변수 등

며 처리집단의 차이만을 평균한 것은 처리집단 평

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균처리효과(ATET)이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결과변수인 가계소비지출과도

최근접이웃매칭은 개별 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변수(covariates)들의 가중함수를 산정하고 처리
74

2021. 12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향점수매칭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공변수들을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설명변수로 하여 가계가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앞서 처리방정식 및 가계특성을 설명하는 공변수

지를 로짓회귀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지하철 운임보

로 가계소득,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

조를 받을 확률값을 산정할 것이다. 이러한 확률값

구성원수, 가구 취업인수, 가구주 연령, 자동차 보

이 비슷한 가계들을 대상으로 소비지출 비교를 할

유대수, 연도로 모형 (1)을 구성하며, 모형 (2)는 동

것이다. 최근접이웃매칭에서는 Mahalanobis 거리

일한 설명변수에 연도 대신 연도더미변수를 고려

함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유사한 가계들을

하여 구성한다.

선정하여 소비지출 비교를 하는 것이다. k개의 공
변수(X)가 존재할 때 개별 관측치 h와 i에 대해
Mahalanobis 거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는 k개의 공변수(X)의 분산-공분산 행
이때 
렬(variance-covariance matrix)이다(Wooldridge,
2010).

매칭방법론 적용을 위해서는 처리집단과 통제집
단간의 공변수(covariates)의 분포가 중첩(overlap)
되어야 한다(Stata, 2015). 만약 처리집단의 가계소

<그림 1> 중첩(overlap) 여부-연도변수

득이 상위 50%를 점유하고 통제집단의 가계소득이
하위 50%를 점유하여 완전히 구분된다면 중첩

<그림 1>은 모형 (1)에 대한 처리 및 통제집단인

(overlap)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첩조

두 집단의 성향점수에 따른 분포함수를 묘사한다.

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집단(혹은 통제

그림에서 묘사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분포

집단)의 매칭 대상을 찿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

는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 <그림 2>는 모형 (2)의 실

라서 매칭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
첩(overlap)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첩조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처리 및 통제집단의 성
향점수 분포함수(density function)를 비교하여 확
인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중첩여부 판정
매칭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처리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공변수의 중첩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2> 중첩(overlap) 여부-연도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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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묘사한 분포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가 서로 많
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표 7> 전체 표본의 평균처리효과와 처리집단 평균처리
효과
구분

NNM

ATE

0.120***
(0.030)

0.118***
(0.026)

ATE 준탄력성

12.7

12.6

ATET

0.068**
(0.033)

0.107***
(0.026)

ATET 준탄력성

7.0

11.3

같이 두 집단의 분포는 서로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
으므로 중첩조건이 만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매칭
대상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의미한다.

2. 전체 소비지출 분석

(1)
PSM

가. 전체 연도 분석
<표 7>은 전체표본에 대한 평균처리효과와 처리

집단 평균처리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설
명변수의 결합에 따라 두 모형이 분석·비교되고 있
는데 첫 번째 모형 (1)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소득,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
준, 가구 구성원수, 가구 취업인수, 가구주 연령,
자동차 대수, 연도를 포함한다. 모형 (2)는 모형 (1)
과 비교하여 연도변수 대신 표본 연도에 대한 연도
더미변수를 고려한 모형이다. 그리고 가계소비지출

구분

(2)
PSM
***

NNM

ATE

0.110
(0.030)

0.139***
(0.027)

ATE 준탄력성

11.6

14.9

***

ATET

0.103
(0.035)

0.159***
(0.026)

ATET 준탄력성

10.8

17.3

주: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
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을 비교할 때 자연로그를 취하여서 비교하였다. 관
측치 개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변수를 이

모형 (2)에 대한 PSM과 NNM을 이용한 평균처

용하여 분석하면 이상치(outlier)에 의해 효과가 좌

리효과는 각각 0.110과 0.139로 모형 (1)과 비교하

우될 수 있는데 로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그

여 유사한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

러한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추정치

매칭방법론은 앞서 설명한 성향점수매칭(PSM)

의 해석은 처리집단의 소비지출이 통제집단의 그

과 최근접이웃매칭(NNM)의 두 방법론을 모두 적

것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1.6%와 14.9% 더 높다

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1)에 대한 PSM과 NNM

는 것을 의미한다.

의 평균처리효과 추정치는 각각 0.120과 0.118으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는 모형 (1)의 PSM과

로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NNM에서 각각 0.068과 0.107로 추정되었으며, 모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의 해석은 처리집단(운임보

형 (2)의 두 매칭방법론에서 0.103과 0.159로 각각

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통제집단(운임비보

추정되었다. 두 모형 추청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

조 가구)의 그것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2.7%와

의하였으며 처리집단(운임보조 집단)이 운임보조로

12.6%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3)

인하여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3) 주요 변수가 로그 가계소비지출이므로 운임보조에 따른 추정치(  )를 이용하여 준탄력성을 계산하면  ×     % 이
며 이는 운임보조를 받는 처리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가계소비지출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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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또한 평균처리효과와 비교
하여 두 모형과 두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강건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나. 개별 연도 분석
본 절에서는 전체 연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연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연도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료수를 이용하여 처리집단과

구분

2000
PSM

NNM

PSM

NNM

ATE

0.114***
(0.062)

0.064
(0.061)

0.137***
(0.045)

0.186***
(0.046)

ATE
준탄력성

12.1

6.6

14.7

20.4

ATET

0.092
(0.063)

0.057
(0.079)

0.120**
(0.051)

0.157***
(0.049)

ATET
준탄력성

9.6

5.9

12.7

17.0

PSM

NNM

PSM

NNM

ATE

0.063
(0.052)

0.113**
(0.050)

0.157**
(0.078)

0.149**
(0.073)

ATE
준탄력성

6.5

12.0

17.0

16.0

통제집단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개별 연도로 분할하여 분석함으로써 과거
부터 현재까지의 특징을 묘사하고자 한다. 연도별
분석에서도 PSM과 NNM의 두 매칭방법론을 적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표 8>에 나타나 있다.
첫째, 연도별 평균처리효과는 PSM인 경우
2016년의 0.020의 추정치를 제외하고 0.110~

구분

2010

2015

ATET

0.076
(0.060)

0.112
(0.048)

0.205
(0.106)

0.180**
(0.082)

ATET
준탄력성

7.9

11.8

22.8

19.7

0.157의 범위에서 추정되었다. 추정치의 유의성은
1990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유의한 것으로 나

2005

구분

**

2016
PSM

NNM

ATE

0.020
(0.080)

0.098
(0.064)

ATE
준탄력성

2.0

10.3

출이 운임보조를 받지 않은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ATET

-0.018
(0.082)

0.097
(0.063)

최소 12.1%부터 최대 18.3% 더 높다는 것을 의미

ATET
준탄력성

-1.8

10.1

타났다. 2016년의 추정치는 0.020으로 상대적으
로 작은 크기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탄력성으로 살
펴본 처리집단인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

한다.
<표 8> 개별 연도의 평균처리효과와 처리집단 평균처리
효과
구분

1990

1995

PSM

NNM

PSM

NNM

ATE

0.110
(0.135)

0.343**
(0.166)

0.168*
(0.099)

0.290***
(0.072)

ATE
준탄력성

11.6

40.9

18.3

33.6

ATET

0.519***
(0.135)

0.632***
(0.151)

0.045
(0.064)

0.045
(0.064)

ATET
준탄력성

68.1

88.1

4.6

4.6

*

주: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
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NNM의 추정 결과는 0.064~0.343의 범위에서

추정되었으며, 2000년과 2016년을 제외한 모든 연
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준탄력성
의 경제적 해석은 처리집단인 운임보조를 받는 가
구의 소비지출이 최소 12.0%에서 최대 40.9%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PSM의 결과와 비교하
여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는 1990년과 2016
년을 제외하고 PSM은 0.045~0.205의 범위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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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며, 개별 연도의 유의성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NNM의 추정결과는 0.045~0.180의 범

<표 9> 전체 표본의 소비항목별 평균처리효과와 처리
집단 평균처리효과
준필수재

위에서 추정되었는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매칭되는 관측치
의 개수는 증가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
일 수 있었다. 1990년의 결과는 분석된 관측치가
가장 적고 두 매칭방법의 평균처리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혼재되어 있어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속적인 연도분

구분

(1)
PSM

(2)
NNM

***

***

및 1998년과 2008년을 전후로 평균처리효과의 방
향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를
전후로 1995년과 2000년에는 평균처리효과가 감
소하였다가 2005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두 집단의 소비지출 차이
의 크기가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5년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보다 더 크게 증

0.085
(0.030)

0.077
(0.024)

0.074
(0.026)

0.091***
(0.025)

ATE
준탄력성

8.8

8.0

7.6

9.5

0.028
(0.029)

0.033
(0.025)

0.067
(0.031)

0.086***
(0.025)

ATET
준탄력성

2.8

3.4

6.9

8.9

3. 소비항목별 분석
가. 전체 연도 분석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소비지출에 대해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평균처

**

준선택재
구분

(1)

(2)

PSM

NNM

PSM

NNM

ATE

0.498***
(0.099)

0.478***
(0.101)

0.540***
(0.100)

0.558***
(0.106)

ATE
준탄력성

64.5

61.3

71.7

74.7

ATET

0.352***
(0.134)

0.276**
(0.110)

0.184*
(0.104)

0.305***
(0.111)

ATET
준탄력성

42.2

31.7

20.2

35.6

선택재
구분

다시 두 집단의 소비지출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성
을 띠고 있다.

***

ATET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두
집단의 소비지출 차이가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NNM

ATE

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일한 방법론에 근거
하여 살펴보면 대외 거시경제 충격이 컸던 1997년

PSM

(1)

(2)

PSM

NNM

PSM

NNM

ATE

0.214***
(0.047)

0.217***
(0.040)

0.224***
(0.052)

0.255***
(0.045)

ATE
준탄력성

23.8

24.3

25.1

29.0

ATET

0.132**
(0.058)

0.239***
(0.044)

0.216***
(0.059)

0.297***
(0.044)

ATET
준탄력성

14.1

27.0

24.2

34.6

주: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
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리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존
재한다. 즉,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해 개별 소비지

준필수재가 가장 낮은 크기로 나타난 것은 일반

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인 예측과 부합되지만 준선택재가 선택재보다

이들 소비지출의 평균처리효과 크기는 준선택재

큰 것은 다소 예측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다. 이

가 제일 높고, 선택재 그리고 준필수재 순으로 나

는 준선택재 소비지출 항목 및 크기가 선택재에 비

타났다.

해 작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
이며 정책효과가 크기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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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는 준선택재와 선택재 소

역 가계의 선택재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비지출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존재한다. 평균처리효과 및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존재하며 준필수재 소비지출에는 연도더미 변수를

모두 준선택재가 가장 크고 준필수재가 가장 작은

적용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도별 분석과 일치한다.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
해 광역권 노인가구의 부문별 소비지출 증대효과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평균처리효과와 마찬가지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로 준필수재의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가 가장 작
게 나타났고 준선택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한 소득

결국 지하철 운임보조는 준선택재 및 선택재 소

여력의 증대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

비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0-2016년의 통계

며 주로 여가 및 문화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청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노인

로 볼 수 있다. 이는 지하철 운임보조가 서울 및 6

가구 중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대 광역시와 주변 지역 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단순히 두 집단의 비교가 아

들 가계들이 여가 및 문화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유

닌 대표적인 두 가지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집

리한 형편인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의 가계소비지출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개별 연도 분석

첫째, 매칭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연도별로 준필수재, 준선택재, 선택재 소비지출

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간의 공변수의 중첩정도를

에 대해 지하철 운임보조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면

확인한 결과, 두 집단인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분

준필수재의 평균처리효과는 2000년, 2010년 및

포가 서로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2016년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다. 따라서 중첩조건이 만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타났다. 준선택재의 평균처리효과는 2000년과

이에 매칭 대상의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확

2010년을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고

인하였다. 둘째, 두 집단의 평균처리효과와 처리집

선택재의 평균처리효과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통

단 평균처리효과를 분석하고자 PSM과 NNM의 두

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결국 지하철 운임보조

가지의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로 인해 선택재 소비지출 즉 오락문화, 음식숙박,

평균처리효과의 추정치의 경제적 해석은 처리집단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서 증가효과가 완연한 것

인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평균적으

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위기(외환 및 금융위기)

로 약 12-15% 정도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

이후에 준필수재 및 준선택재 소비에 지하철 운임

리집단 평균처리효과는 보조를 받음으로 인해 받

보조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 않을 때에 비해 가구 소비지출이 약 7-17% 더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는 준필수재 및 준선택재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견하였다.

의 경우에는 일관된 양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셋째, 시계열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개별 연

선택재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처리집단 평균처리효

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존재한다. 지

매칭되는 관측치의 개수는 증가하여 실증분석 결

하철 운임보조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그 주변 지

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외부 경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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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개별 연도의 소비항목별 평균처리효과와 처리집단 평균처리효과
준필수재
ATE

1990

1995

2000

2005

PSM

NNM

PSM

NNM

PSM

NNM

PSM

NNM

0.072
(0.145)

0.375***
(0.112)

0.088
(0.092)

0.230***
(0.076)

0.021
(0.051)

-0.043
(0.056)

0.092*
(0.050)

0.123***
(0.041)

ATE 준탄력성

7.5

45.5

9.2

25.9

2.1

-4.2

9.6

13.0

ATET

0.228
(0.170)

0.458***
(0.108)

-0.034
(0.086)

0.128
(0.101)

0.009
(0.062)

-0.082
(0.070)

0.073
(0.050)

0.082*
(0.046)

ATET 준탄력성

25.6

58.1

-3.4

13.7

0.9

-7.9

7.5

8.5

준필수재
ATE

2010

2015

2016

PSM

NNM

PSM

NNM

PSM

NNM

0.038
(0.048)

0.057
(0.043)

0.154*
(0.081)

0.110
(0.069)

0.011
(0.080)

0.055
(0.055)

ATE 준탄력성

3.8

5.9

16.6

11.6

1.2

5.7

ATET

0.028
(0.047)

0.099**
(0.049)

0.135
(0.097)

0.161**
(0.068)

0.009
(0.069)

0.057
(0.057)

ATET 준탄력성

2.8

10.4

14.5

17.5

0.9

준선택재
ATE

1990

1995

5.9
2000

2005

PSM

NNM

PSM

NNM

PSM

NNM

PSM

NNM

0.779**
(0.322)

0.932*
(0.555)

0.500**
(0.219)

0.628***
(0.228)

0.276
(0.180)

0.107
(0.193)

0.373*
(0.202)

0.376**
(0.146)

ATE 준탄력성

117.9

154.0

64.9

87.3

31.8

11.3

45.2

45.6

ATET

1.780**
(0.760)

1.290
(0.817)

-0.122
(0.204)

0.411
(0.279)

0.064
(0.217)

0.178
(0.233)

0.304*
(0.178)

0.207
(0.156)

ATET 준탄력성

492.8

263.2

-11.5

50.9

6.6

19.4

35.6

23.1

준선택재
ATE

2010

2015

2016

PSM

NNM

PSM

NNM

PSM

NNM

0.140
(0.271)

0.396
(0.258)

0.940*
(0.552)

0.877***
(0.304)

0.410*
(0.216)

0.740***
(0.164)

ATE 준탄력성

15.0

48.6

156.0

140.3

50.7

109.5

ATET

0.042
(0.279)

-0.074
(0.279)

1.498**
(0.597)

0.868*
(0.464)

0.452
(0.278)

0.693**
(0.297)

ATET 준탄력성

4.3

-7.1

347.1

138.3

57.2

선택재
ATE

1990

1995

99.9
2000

2005

PSM

NNM

PSM

NNM

PSM

NNM

PSM

NNM

0.387**
(0.153)

0.426*
(0.245)

0.415
(0.271)

0.421**
(0.178)

0.286***
(0.100)

0.322***
(0.103)

0.183**
(0.081)

0.244***
(0.075)

ATE 준탄력성

47.3

53.1

51.5

52.4

33.1

38.0

20.0

27.7

ATET

0.848**
(0.404)

0.976***
(0.270)

0.294***
(0.112)

0.386***
(0.140)

0.230**
(0.102)

0.313**
(0.124)

0.215**
(0.084)

0.240***
(0.091)

ATET 준탄력성

133.5

165.4

34.1

47.1

25.8

36.7

23.9

27.2

선택재
ATE

2010

2015

2016

PSM

NNM

PSM

NNM

PSM

NNM

0.099
(0.091)

0.174**
(0.087)

0.204**
(0.090)

0.268**
(0.123)

0.077
(0.106)

0.251**
(0.097)

ATE 준탄력성

10.4

19.0

22.6

30.7

8.0

28.5

ATET

0.167
(0.115)

0.184**
(0.094)

0.341**
(0.153)

0.255*
(0.140)

-0.019
(0.130)

0.258**
(0.107)

ATET 준탄력성

18.2

20.2

40.6

29.0

-1.8

29.4

주: ***, **, *는 각각 1%, 5%, 10% 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괄호안의 수치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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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있게 되면 두 집단의 소비지출 차이가 감소하

실제 가구별 지하철 운임보조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의 소비지출 격차

분석하였으면 연구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

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

었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 공통의 횡단면 변수를 사용했음에도 개별 연도

또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에 초점을 맞

별 분석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의 차이는 대외적인

추고 있으므로 소비지출의 증대효과가 어느 요인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에 기인하고 있는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넷째 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및 선택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조효과를 통한 소비자 후

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연도 분석에서 지하철

생관점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운임 보조가 이들 소비지출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

기대한다.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필수재 소비지출
증가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해하여 분석하면 지하철 운임 보조로 인해 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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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음, 지역단절 등 도시부 지상 도로의 사
회적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 지하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지하화로 기대되는 소음, 서식지 피해, 지역단절, 상부 공간 활용 관련 4가지
신규 편익을 발굴하였다. 소음과 지역단절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으로 계량화하였
다. 서식지에 대한 악영향은 시공간 보정을 거친 원단위 이전법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은 메타분석 기반 가치이전법으로 화폐가치화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4가지 편익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실증사례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편익 항목
들의 자료 요구량이나 평가 난이도가 기존 타당성평가에서 고려되는 통행시간 절감편익 등의 자
료 요구량이나 평가 난이도와 대동소이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은 비교통 편익
이며 다른 편익 항목들과 중복되므로 신중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도로 지하화, 소음 피해, 서식지 피해, 지역단절, 상부 공간 활용

As the personal income has increased and people’s quality of life has been emphasized even more
widely than before, the concerns about social costs of urban roads such as noise and community
severance have also been grown. Mega-projects that build tunnels to reroute roads have actively been
planned and constructed to mitigate these social costs. This paper identified four new benefits that
are expected from the rerouting: Noise costs, habitat damage, community severance, and uses of
pavement areas. The damage cost approach was applied to quantify the costs of noise and urban
separation. The negative effects of transport on habitat was evaluated using the unit value transfer
with spatio-temporal adjustments. Lastly, the benefit of uses of pavement areas was monetized
employing a meta-analysis. The appraisal of four new benefits was illustrated based on the
Seoul-Incheon tunnel road project. This case study shows that the data requirements and assessing
difficulties of the new benefits are similar in general compared to those of the existing benefits such
as travel time savings. However, the item “uses of pavement areas” should cautiously be interpreted
because the benefit is non-transport and runs the risk of doubling-counting.
￭ Keywords: Rerouting Roads to Tunnels, Noise Costs, Habitat Damage, Community Severance,
Uses of Paveme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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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의 첫출발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 위
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약 10년 주기로 갱

교통 투자사업의 편익은 교통시설 이용자에게

신·발간하는 교통비용 편람(Van Essen et al.,

발생하는 ‘직접편익’과 교통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2019)을 참고하여 이 비용의 분류기준과 추정법을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살펴본다.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도로 투자사업
의 편익은 모두 네 가지이다. 직접편익으로 차량운

1. 비용의 분류

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
소편익의 세 가지를, 간접편익으로 환경비용(대기
오염과 소음) 절감편익을 반영하고 있다.

비용은 사회적비용/이용자비용(또는 사적비용)/
외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비용(Social

한편,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costs)은 교통시설의 제공과 이용으로 해당 사회에

높아지면서 소음 등 지상도로의 사회적 비용에 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이용자비용(Private costs)

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은 교통시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외부

나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에서처럼

비용(External costs)은 사회적비용이지만 이용자가

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하지 않는 비용, 즉 사회적비용과 이용자비용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스

의 차이를 각각 의미한다.

턴 빅딕(Big Dig)이나 파리 A86 사업에서 확인할

한편 비용은 총비용/평균비용/한계비용으로도

수 있듯이, 교통시설의 지하화는 주요국의 현안이

분류할 수 있다. 총비용(Total costs)은 평가 대상

기도 하다(Chang et al., 2014).

지리적 경계 내의 모든 비용을, 평균비용(Average

도로 지하화가 국내외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costs)은 교통성과 단위(인, 대 등) 당 비용, 즉 총비

전술하였듯이 지하화를 통해 지상도로의 사회적

용을 총교통성과로 나눈 값(예, 원/대)을, 한계비용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존 4대 편익 외에 지역단

(Marginal costs)은 추가 교통활동으로 인해 추가로

절 해소, 서식지 훼손 감소, 상부공간 활용 등 다양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의미한다.

한 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본 연구는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영향권 내에 발

만 이러한 신규 편익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렇게

생하는 사회적 편익, 즉 전체 사회적비용의 감소분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도로 지하화 사업

을 정량화하므로 총사회적비용 접근법을 채택한다.

의 신규 편익을 발굴하고, 화폐가치화 방안을 제시
하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사례로 실증하

2. 비용 추정법

고자 한다.
비용 추정법은 크게 피해비용 접근법(Damage
cost approach), 회피비용 접근법(Avoidance cost

Ⅱ. 이론적 배경

approach), 대체비용 접근법(Replacement cost
approach)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익 항목을 식

먼저 피해비용 접근법은 교통활동으로 발생하는

별(identification)해야 한다. 항목이 식별되고 나면

모든 피해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교통비용(또는

해당 항목의 기회비용(혹은 가치)을 계산하여 편익

가치)의 평가 대상이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으

을 추정하게 된다. 이처럼 비용에 대한 이해는 편익

므로, 현시선호조사는 대리시장 접근법(예, 헤도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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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법 등)을, 진술선호조사는 가상시장 접근법(예,

3. 가치 이전법

조건부가치추정법, 선택실험법 등)을 적용한다. 피해
를 피하려는 개인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가치 이전법은 원단위 이전법(Unit value transfer)

WTP)나 피해를 받아들이려는 의향(Willingness to

과 함수 이전법(Function transfer)으로 구분할 수

accept, WTA)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WTP

있다. 여러 연구들로부터 공통 경향을 도출하는 메

접근법이 권장된다(Chang and Jung, 2017). 피해

타분석도 함수 이전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비용 접근법은 이론적 강건성으로 인해 가장 선호

먼저 원단위 이전법은 기존 지역·시점의 원단위

되나(Botzen and Van den Bergh, 2012), 피해 자

를 다른 지역·시점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이다.

체가 불확실하고, 모든 피해를 망라하기 어려우며,

다만 원단위를 직접 이전하되, 단순 이전(Simple

식별된 피해를 측정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unit transfer)보다는 시공간 보정(Unit transfer with

다음으로 회피비용 접근법은 특정 정책 목표(예,
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평가한다.

spatio-temporal adjustments)을 거쳐야 가치이전

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피비용함수를 구성하여 정책 목표 달

공간 보정은 소득 보정을 의미하며, 통상 식 (1)과

성에 필요한 최소 가격을 산정하며, 이 정책 목표가

같이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집단적 선호도를 반영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 GDP,  가 적용된다.

최소 비용이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집단적 지불의
사의 좋은 대안이라고 가정한다. 회피비용 접근법
은 피해비용 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


   


 



(1)

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비용
을 산출할 수 있어 유용하다. 반면 설정된 정책 목

여기서,  는 정책 지역(policy site), 즉 이전될

표가 개인이나 집단의 지불용의액 또는 기회비용과

지역을,  는 원단위가 추정된 지역(study site)을,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은 지불용의액(  )의 소득 탄력성을 각각 나타

마지막으로 대체비용 접근법은 어떤 사회적비용
발생 요인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낸다. 일반적으로  값으로 0.8이 적용(Van Essen
et al., 2019; 29)된다.

평가한다. 하지만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동등 수준

시간 보정은 공간 보정된 원단위를 현행화하는

의 대체/보완이 현실에서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과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분

다/과소 추정 가능성이 큰 방법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적용된다. 필요할 경우 공간 보정에서와 마찬가

(정동재·장수은, 2017). 따라서 대체비용 접근법은

지로 보정시점 사이 지불용의액의 소득 탄력성을

통상 피해/회피비용 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통상 생략된다.

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함수 이전법(Function transfer)은 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도로 지하화 사업의 총사

단위가 추정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원단위의

회적비용을, 이론적 강건성이 인정되는 피해비용

관계를 함수로 구성하여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방

접근법을 적용하여 화폐가치화한다. 다만 피해비용

식이다. 함수 이전법은 원단위 이전법에 비해 더 많

접근법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직접 추정하기 어려울

은 정보를 고려하기에 이론적으로 우수할 수 있지

경우, 가치이전법(Value transfer methods)을 적용

만, 고려되는 특성(예, 소득, 인구, 연령 등)이 많을

한다.

수록 적용하기 어려워 덜 선호된다.
본 연구는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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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법을, 그렇지 않으면 원단위 이전법을 각

간 활용은 도로 지하화에 따른 공원 등의 조성으로

각 적용한다. 다만 원단위 이전법을 적용할 경우,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며, 거주

시공간 보정을 거치며 지불용의액의 소득 탄력성은

자 또는 방문객에게 여가·생활 공간 등을 제공할

공간 보정에만 적용한다.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나 비 교통편익이며 다른 편
익 항목과 중복(double-counting)된다.
<표 2> 유럽 위원회 교통비용 편람의 편익 항목

Ⅲ. 신규 편익 항목 식별
도로 지하화 사업은 일반 도로사업과 달리 사업

항목

내용

비고

교통사고

인적피해, 의료비용, 행정비용, 생산
손실, 물적피해 등

기존

대기오염

인체피해, 작물손실, 건물피해, 생태계
훼손 등

기존

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가치도 상
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역 추론보다는
국내외 도로 지하화 사업 사례와 유럽 위원회의 교
통비용 편람을 귀납 추론해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
규 편익을 식별하고자 한다.
<표 1> 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언급된 사회적 가치
도로 지하화 사례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기존

혼잡

차량운행비용, 시간비용 등

기존

소음

성가심, 건강악화 등

신규

에너지
생산

연료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외

서식지
피해

서식지 손실, 서식지 분절, 서식지 질
저하 등

신규

기타

토양 및 수질오염, 차량과 시설 운영
및 폐기 비용, 민감 지역 비용, 분리
비용, 상류공정 토지이용 및 서식지
피해, 핵 위험 비용 등

신규
(분리
비용)

사회적 가치

보스턴 빅딕
(Alrawi, 2018)

혼잡 감소, 대기오염 감소,
지역단절 해소

파리 A86
(Broere, 2016)

그린벨트 및 문화재 보존,
혼잡 감소, 대기오염 감소

마드리드 M30
(Perez-Prada and
Monzon, 2017)

지역단절 해소, 혼잡 감소,
교통사고 감소, 소음 감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김상기 외, 2017)

지역단절 해소, 소음 감소,
혼잡 감소

사의 편익 분류와 일부 차이를 보이나 큰 틀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최정호, 2016)

혼잡 감소, 상부 공간 활용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생산 등 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시, 2019)

서식지 피해 감소, 혼잡 감소,
지역 균형발전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시, 2021)

혼잡 감소, 대기오염 감소,
지역단절 해소

<표 2>는 유럽 위원회 교통비용 편람에서 식별하

고 있는 도로사업의 편익 항목을 8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우선 기존 편익 항목은 우리나라 타당성조

로 지하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항목들을 제외하
면, 서식지 피해와 분리 비용을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분리 비용은
<표 1>의 지역단절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다만,

소음은 통상적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고려되
<표 1>은 국내외 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언급되고

는 항목이지만, 도로 지하화 사업에서 언급하는 소

있는 사회적 가치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교

음 피해가 우리나라 타당성조사에서 전제하는 단위

통사고, 대기오염, 혼잡 등은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

소음량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보다는 성가심

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기존 편익이다. 다음으로 서

이나 건강 위해와 더 가까울 것이므로 신규 편익

식지 피해, 지역단절 등은 지하화 사업으로 기대되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항목을 기존 소

는 신규 편익 항목이나, 대부분 식별 수준이며 계량

음 비용 절감 편익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음 피해

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부 공

저감 편익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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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규 편익 항목 계량화

피해 인구 추정식,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를 각각 제
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을 간소화하여 식 (2)와 같

국내외 도로 지하화 사례조사(<표 1>)와 유럽 위

이 소음피해 비용을 인구밀도(영향권 내 균일 가정)

원회 교통비용 편람 검토(<표 2>로부터 소음 피해

와 소음도의 관계식으로 구성한 간편식을 제시하여

저감, 서식지 피해 저감, 지역단절 해소, 상부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활용의 4가지 신규 편익 항목을 식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항목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를 검토하

   ×log 

   × 

(2)

며, 국내 실정에 맞는 화폐가치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는 링크  의 소음피해 비용(원/km/

1. 소음 피해 저감

년),  는 링크  주변 인구밀도(인/km2),   는 링
크  의 기준거리(도로는 10m, 철도는 7.5m)에서

가. 편익 정의

측정되는 등가 소음도이다.

소음 피해 저감 편익은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성
가심과 건강악화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편익을 말한

다. 화폐가치화 방안

다. 여기서 성가심은 소음 때문에 특정 활동을 방해

본 연구는 정동재·장수은(2017)의 간편식을 활용

받아 생기는 심리적 피해를, 건강악화는 심장병, 뇌

해 소음피해 저감 편익   을 산정한다. 이 간편식

졸중, 당뇨병, 수면장애 등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

은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해 이론적 보편성

는 신체적 피해를 각각 의미한다(Van Essen et al.,

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정보만을 필요로 해 적용

2019; 204-205).

이 편리하다. 무엇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피해비용
원단위에 기반을 둔 장점이 있다.

나. 관련 연구
소음의 사회적비용이나 가치는 교통학의 오랜

 

   ×     










(3)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Chang and Kim (2013)의 예에서처럼 부동산시장

에 내재된 소음의 가치를 추정해 왔고, 본 연구가
주목하는 소음에 의한 심리적·신체적 피해비용을
정량화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여기서,   는 링크  의 연장(km),  와 는 도로
지하화 전·후를 가리키는 지시변수이다.
식 (3)에서 평가대상 도로 단위가 링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지하화 대상 도로가 복수의 링크로 구

한편 유럽 위원회 교통비용 편람에서는 피해비

성될 수 있고, 각 링크는 차로수, 교통량 등 교통체

용 접근법을 활용하여 EU 28개국의 성가심 비용과

계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링크 기

건강악화 비용 원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피해발생

반 평가는 통행시간 절감 편익 등 기존 편익 산정

최소 소음도를 50dB로 적용하고 5dB 간격으로 연

과정에서도 이용되고 있고, 본 연구의 소음 피해 저

간 인당 평균 원단위를 제시하였으며, 차종과 제한

감 편익,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 상부 공간 활용

속도에 따른 가중치를 별도로 적용하였다.

편익 산정과정에도 적용되었다.

국내 사례로 정동재·장수은(2017)도 피해비용 접

다만, 정동재·장수은(2017)의 간편식에 적용된

근법을 적용하여 도로와 철도의 소음피해 저감 편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가 2014년 기준이므로, 특정

익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음도 예측식, 소음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 (3)의 추정 결과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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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평가년도 가격으로 환산

여기서,  는 서식지 피해 비용 원단위,  는 서식

해야 한다.

지 손실과 서식지 분절을 나타내는 지수변수이다.

2. 서식지 피해 저감

<표 3> 서식지 피해 비용 원단위 이전
(단위: 천€, 천₩)

가. 편익 정의

구분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은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서식지 손실, 서식지 분절, 서식지 질 저하 비용이

€2016/km/년

₩2016/km/년

₩2020/km/년

고속

고속

고속

기타

기타

기타

손실

78.9

1.90

100,486 2,420 104,915 2,526

분절

14.6

2.20

18,594 2,802 19,414 2,925

절감되어 발생하는 편익이다. 여기서 서식지 손실
비용은 교통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교통수단을 이용

유럽 위원회의 원단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함으로써 동·식물 생태계가 손실되는 피해 비용을

서는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공간 보정을 거쳐야

말한다. 서식지 분절 비용은 도로 등으로 인하여 동

한다. 먼저 공간 보정을 위해 2016년 EU 28 개국의

물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피해 비용을 의미한다. 마

PPP 기준 1인당 GDP 평균과 우리나라의 PPP 기준

지막으로 서식지 질 저하 비용은 대기오염 물질 및

1인당 GDP를 비교하며, 이때 지불용의액의 소득탄

중금속 물질 배출로 인한 생태계 악화 비용이다.

력성은 0.8을 적용하였다((39,575/40,970)0.8). 다음
으로 <표 3>에 정리하였듯이, 2016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나. 관련 연구
동식물의 서식지 비용을 교통투자사업의 편익과
연결해 추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 위원
회의 교통비용 편람에서도 편익 추정 맥락보다는
교통 활동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금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식지 손실과 분절 비용 원단위
를 고속도로와 기타 도로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보정지수 1.044) 2020년 가격으로 현행화하였다.

서식지 피해 비용은 특정 사업의 주변 환경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표 3>과
같이 서식지 비용 원단위를 ‘고속도로’와 ‘기타도
로’로 나눠 제시했지만, 주변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표 3>의 분류
수준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환경편
익의 상세도와 대동소이하다. 예컨대 예비타당성조

다. 화폐가치화 방안

사에서 소음 비용 절감 편익 원단위는 도시부와 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시행되면, 서식지 손실과 분

방부로만 나뉘고, 대기오염 비용 절감 편익은 주변

절의 원인이 소멸해 동식물의 서식지가 복원된다.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단일 원단위를 적용하

이 복원의 생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를 타당성

고 있다. 향후 서식지 피해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조사 단계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타당성조사에 적용할 정도의 보편성이 확보되면 주

는 유럽 위원회 교통비용 편람의 서식지 손실 비용

변 환경을 고려한 평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과 서식지 분절 비용 원단위를 이전하여 식 (4)와
같이 도로 지하화 전·후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  
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3. 지역단절 해소
가. 편익 정의

 

 


  ×






 





(4)

교통시설과 동력 차량에 의해 지역이 물리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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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단절된다. 지역단절로 인해 통행자, 특히

<표 5> 지역단절 해소 편익 산정 단계

비동력 교통 이용자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제한된다
(Anciaes et al., 2016). 그 결과 토지이용이 왜곡되

단계
1단계

보행 수요
추정

교통DB를 활용하여 보행 수요를 추
정함

2단계

보행 시간
산정

사업 시행 전·후 보행자 통행시간을
산정함

3단계

지역단절
해소 편익
산정

사업 시행 전·후 절감된 보행 시간에
보행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지역단절
해소 편익을 산정함

고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단절 해소
편익이란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우회하던 보행자의
통행시간이 절감되어 발생하는 편익을 말한다.

내용

나. 관련 연구
<표 4>는 지역단절 관련 연구에 언급된 사회적비

1단계에서는 보행 수요를 추정한다. 보행 수요는

용을 요약한 것이다. 공동체 결속 저하와 같은 지역

영향권 내 거주자 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설

단절의 결과보다는 보행 시간의 증가와 같은 원인

문조사를 시행하거나, 교통DB를 활용하여 추정할

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

수 있다. 설문조사가 개별 지하화 사업의 특성을 반

은 비용편익분석의 주된 평가 대상이 1차 시장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향권 등 여러 편의

(primary markets)의 직접 효과(direct effects)임을

요인을 통제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

고려할 때(Boardman et al., 2006; 112), 합리적인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TDB의 주수단 O/D를

접근으로 이해된다.

활용한다. 주수단 O/D는 행정동 단위의 통행량 자
료이므로, 필요할 경우 존세분화를 시행할 수 있다.

<표 4> 지역단절 관련 연구의 편익 식별
연구
Guo et al.
(2001)

편익 식별
보행자 통행시간 증가

Chang et al.
(2014)

비동력 교통수단 이용자 통행시간
증가

Nimegeer et al.
(2018)

통행량 감소, 공동체 결속력 저하

Anciaes et al.
(2018)

보행 횡단 시설 부재

Van Essen et al.
(2019)

보행자 통행시간 증가

Van Eldijk et al.
(2020)

통행시간/거리 증가

<그림 1> 보행거리 산정 방법

다. 화폐가치화 방안
<표 4>에서 확인하였듯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단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후 보행자 통행시간

지역단절에 의한 통행시간 증가, 특히 보행 시간 증

을 산정한다. 보행 시간은 보행거리를 보행속도로

가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피해비용 접근

나눠 계산할 수 있다. 보행속도는 보행자 평균 통행

법을 채택하여 <표 5>의 3단계로 지역단절 해소 편

속도 1.1m/초(한상진·장수은, 2009)를 적용한다.

익을 산정한다.

문제는 보행거리를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는 보행 출발지와 도착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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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본 연구가 KTDB의 주수단 O/D를 활용하므로,

여가·생활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개별 보행자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를 의미한다.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은 비교통 편익이

본 연구는 주수단 O/D 각 존의 중심점(Centroid)

며 공원 조성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야 한다. 무엇

을 발생/도착지점으로 가정한다. 또한 보행자는 일

보다 서식지 피해 저감 등 이미 고려된 편익과 중

반적으로 최단 거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복되므로, 신중히 적용·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상진 외, 2019; 43-44), 사업 시행 전 보행거리

는 네트워크 최단 거리로, 사업 시행 후 보행거리는

나. 관련 연구

중심점 사이 직선거리로 각각 가정한다(<그림 1>

유럽 위원회의 교통비용 편람 등 교통 편익과 직

참조). 다만 본 연구가 사업 시행 전·후 가상적

접 연관된 분야에서는 상부 공간 활용을 독립적 편

(virtual)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보행거리를 산정

익으로 식별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원 조성, 생태

하므로, 네트워크 최단거리와 직선거리는 실제 토

계 복원 등 국내 관련 분야에서 <표 6>과 같이 다

지이용을 고려한 보행거리가 아니라 가상 경로의

양한 사회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주로 조건부

개념적(conceptual) 보행거리이다. 따라서 실제 보

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행경로 및 거리와의 오차는 불가피하며, 본 연구의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 식별된 편익들은 대부분 이

한계이기도 하다.

미 고려된 편익과 중복됨을 알 수 있다.

지역단절 해소 편익  는 식 (5)와 같이 사업 시
행 전·후 절감된 보행 시간에 보행 시간가치를 적

다. 화폐가치화 방안

용해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 기반 가치이전법을 적용하

 

  




 ×  ×

  ×  

(5)

여기서,   는 기종점  사이 보행량(인/일),

여 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활용 편익   를
식 (6)과 같이 산정한다.
 

 ×  ×  








(6)

 는 기종점  사이 보행 시간(시/인),  

는 보행 시간가치이다. 보행 시간가치는 장수은·박

여기서,  는 링크  의 면적(㎢), 즉 공원 면적,

경욱(2010)의 결과를 2020년 가격으로 환산한

 는 영향권 인구(인),  는 공원 이용에 대한 지불

6,649원/인·시를 적용한다. 이 보행 시간가치는 서

용의액(원/인/㎢)이다.

울시 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보행 시설 유형별 경제

먼저 공원 면적은 개별 지하화 사업별 실계획 면

성 분석방안(권용훈 외, 2015)에 적용되는 등 공신

적을 적용한다. 예컨대 도로부지 전체가 공원으로

력을 평가받고 있다.

조성된다면 도로 연장과 도로 너비의 곱으로 공원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4. 상부 공간 활용

다음으로 조성될 공원의 영향권 인구를 추정한
다. 영향권에 따라 편익 양이 큰 폭으로 변하지만

가. 편익 정의

영향권 설정에 관한 공신력 있는 연구는 매우 제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이란 도로 지하화에 따라 기

한적이다(Chang et al., 2014). 이에 본 연구는 상

존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 공원 영향권을 인접 행정동으로 가정하되, 행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며, 거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정시/구 기준 편익도 함께 산정해 참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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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만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불용의액 사이

마지막으로 상부 공원 이용에 대한 지불용의액

의 분산이 상당히 크다. 편차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은 메타분석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사업들의 규모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일 수

2000년 이후 공원 및 녹지조성, 생태계 복원 등의

도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 적용된 조건부 가치추정

분야에서 수행된 26개의 연구사례를 수집하였다.

법의 불확실성이 원인일 수도 있다. 다만 참고할 수

다만 이 지불용의액은 공원 면적에 영향받을 것으

있는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과소표본 문제가 영향

로 판단되어, <표 6>과 같이 부지 면적이 제시된

을 미친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17개

17개 연구만을 추렸다. 개별 연구에서 추정된 지불

사업에 대한 추가 분류 없이 사례 전체를 산술평균

용의액에 평균 가구원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한 11,544원/인/㎢/연을 상부 공원 이용에 대한 지

하여 2020년 기준 지불용의액을 산정하였다. 하지

불용의액 원단위로 적용하였다.

<표 6> 상부 공간 활용 관련 연구의 편익 식별과 지불용의액(2020년 가격)
연구

연구대상

편익 식별

지불용의액
(원/km2/가구/년)

이준구·신영철(2000)

수도권 그린벨트

생태계 복원, 환경개선, 경관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1,577

곽승준 외(2003)

광교산 보존 프로그램

생태계 복원, 여가·생활 공간 제공

585

이영성 외(2004a)

청계천 복원

생태계 복원, 환경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4,479

이영성 외(2004b)

시화호 자연환경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3,459

임융택·이재영(2005)

대전천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교통혼잡 완화

25

임혜진 외(2006)

성북천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경관개선

4,363
5,926
36,616

김재홍(2007)

도시공원(울산)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경관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978,261

허석균(2007)

천수 및 녹지공원

여가·생활 공간 제공, 교통혼잡 완화

10,325
27,105

김재홍(2010)

태화들생태공원(울산)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온누리 외(2010)

용산공원(서울)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경관개선

54,572
47,791
61,086

이원석(2010)

낙동강(경상남도 일부 지역)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4,638

김종원 외(2011)

양재천

생태계복원, 여가·생활 공간 제공

112,679

이윤호 외(2011)

국회담장 개방

경관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70,838

김도일(2014)

생태환경용지

생태계복원, 여가·생활 공간 제공

1,669

박선영(2016)

가야선 철도터널 상부 입체
도시공원(부산)

경관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교통혼잡 완화

125,954

양용현(2016)

광주천

생태계복원, 환경개선, 교통혼잡 완화

12

용봉천

생태계복원, 경관개선, 여가·생활 공간 제공,
교통혼잡 완화

249

한성민(2016)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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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 분석

도를 추정하고 영향권 내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소
음피해 저감 편익을 계량화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 항목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적용해 실증한다. 이를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간략히 살펴본
후, Ⅵ장의 방법에 따라 4가지 신규 편익을 추정한다.

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핵심적인 간선도로이
다. 구간 대부분이 서비스수준 E~F로 혼잡한 상태
여서 시설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과
부천 도심을 단절하고 있으며 3~15m 이상의 방음
벽과 축대가 도시 미관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표 8> 고속도로 소음도 추정 입력 변수
입력 변수

신월IC~서운JC

서운JC~서인천IC

소형차 혼입률

0.853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0.798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대형차 혼입률

0.147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0.202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평균 차속

60.4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50.3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도로단과 수음점
사이 거리

27.89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27.89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첨두 교통량

11,306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9,110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링크 연장

6.3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6.7
(경기도교통정보센터,
2017년)

<표 7>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내용
고속국도 제120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건설 기간

2022년 ~ 2028년

사업 규모

L=13km
지상 왕복6차로 일반도로화
지하 4~6차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

총사업비

20,241억 원

자료: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미발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표 7>과 같이 서
인천IC~신월IC 사이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지상 도로는 일반도로화 및 공원녹지 등을 조
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의 도

<표 9> 일반도로 소음도 추정 입력 변수
입력 변수

신월IC~서운JC

서운JC~서인천IC

등가 교통량

9,982
(고속도로 대형차
혼입률 적용)

12,199
(고속도로 대형차
혼입률 적용)

평균 차속

26.4
(인천교통정보센터,
2017년)

26.4
(인천교통정보센터,
2017년)

가상주행 중심선
에서 도로단까지의
거리+기준거리

16.1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16.1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기준거리에 대한
도로단에서 예측
지점까지의 거리비

2.2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2.2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주: 등가 교통량(대/시)=소형차(승용차) 통과대수 + 10×대형차(버
스 및 트럭) 통과대수

시재생을 지원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물론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소음도 예측을 위해 <표 8> 및 <표 9>와 같이 경
기도교통정보센터와 인천교통정보센터의 구할 수

2. 신규 편익 추정

있는 최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음점까지의 거
리 등 일부 자료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참

가. 소음 피해 저감 편익

고하였다. 다만 지하화 후 일반도로의 교통류 특성

사업 시행 전(고속도로)과 후(일반도로)의 소음

을 특정할 수 없어, 국토연구원 내부자료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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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식지 피해 저감

<표 10> 소음 피해 저감 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 원/년)

링크
신월~
서운

인구
밀도

소음도

편익
편익
도로
물가
(2014
(2020
연장
보정
미시행 시행
가격)
가격)

16,323 82.8 62.8 6.3

284

서운~
11,331 81.5 62.2 6.7
서인천

154

합계

438

301
1.061
164
-

465

편익은 <표 11>과 같이 연간 약 15억 원이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지역단절 해소 편익
지역단절 해소 편익은 사업 시행 전·후 절감된
보행시간에 보행시간가치를 적용해 산정하였다. 먼
저 KTDB의 주수단 O/D자료를 활용해 보행 수요
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림 2>에서 보듯 부

교통량에 인근 일반도로인 봉오대로의 2017년 기

천시 오정동과 성곡동을 경인고속도로가 가로지르

준 일평균 교통량 대비 첨두시간 교통량 비율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를

(0.094)을 적용해 등가 교통량을 산정하였고, 역시

기준으로 면적 비율(<표 12>)에 따라 해당 존을 남

봉오대로의 2017년 평균속도(26.4km/h)를 평균

북으로 세분화하였다.

차속으로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신월IC~서운JC 구간은 부천시의 2017
년 인구밀도(16,323명/km2)를 적용하고, 서운JC~
서인천IC 구간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2017년 인구
밀도 평균(11,331명/km2)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소음 피해 저
감 편익은 <표 10>과 같이 시행연도(2025년) 기준
약 465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림 2> 지역단절 해소 편익 영향권

나.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은 서식지 피해 원단위를

<표 12> 존세분화 기준(면적 비율)

도로연장에 적용해 계량화하였다. 다만 도로 지하
화 후 상부에 개설될 일반도로에 얼마나 많은 진출

행정동

전체
면적
(㎢)

오정동

12.40

성곡동

7.64

입 램프가 개설될지 특정할 수 없어, 사업 시행/미
시행 모두 단일 링크로 가정 후 서식지 피해 저감

경인고속도로 남쪽
면적
(㎢)

경인고속도로 북쪽

비율

면적
(㎢)

2.03

0.16

10.37

0.84

4.61

0.60

3.03

0.40

비율

<표 11>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 추정 결과
(단위: 백만 원/년)

구분

원단위
(백만 원/km/년)
시행 전

시행 후

서식지 손실

105

2.5

서식지 분절

19

2.9

합계

12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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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장
(km)

행 후 직선거리에 보행속도 1.1m/초를 적용해 보
편익
1,331

13

다음으로 사업 시행 전 네트워크 최단거리와 시

214
1,545

행시간을 각각 산정하였다. 여기에 보행 시간가치
6,649원/인·시를 적용해 <표 13>과 같이 지역단절

해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 발굴

Ⅵ. 결론

<표 13> 지역단절 해소 편익 추정 결과
(단위: 억 원/년)

행정동

통행시간(분)
시행 전 시행 후

통행
(인/일)

편익

청천1

27.27

18.94

112.86

0.38

효성2

청천2

34.85

27.73

125.15

0.36

가지이다. 첫째, 피해비용 접근법을 적용해 소음

효성1

청천2

34.85

31.21

198.99

0.29

피해 저감 편익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유

작전1

갈산1

25.76

20.76

170.01

0.34

럽 위원회 교통비용 편람의 원단위를 시·공간 이전

작전2

갈산1

31.82

21.97

220.91

0.88

작전서운

삼산1

34.85

17.73

250.59

1.74

오정

오정

28.79

25.00

1,167.81

1.79

셋째, 보행시간 피해비용을 정량화해 지역단절 해

오정

부천

78.79

61.67

2,134.96

14.79

소 편익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메타분석

오정

성곡

54.55

46.52

4,262.28

13.84

기반 가치이전법을 적용해 상부 공간 활용 편익 산

성곡

성곡

40.91

31.82

1,498.02

5.51

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월3

신월7

30.30

22.58

425.97

1.33

북

남

효성2

합계

41.25

본 연구에서는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을
식별·발굴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편익은 모두 네

해 서식지 피해 저감 편익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발굴된 편익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
업에 적용하여 지하 고속도로 개통 첫해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신규 편익 추정 과정이 차량운행비용

라. 상부 공간 활용 편익

절감 등 기존 4대 편익 추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은 영향권 인구에 지불용의

않아 다른 지하화 사업에 적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

액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Ⅳ장에서 언급한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편익 평가기간도 통상

바와 같이 영향권 설정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기 위

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대로 소음 피해 저감,

하여 행정구/시 단위의 편익을 함께 추정하였다.

서식지 피해 저감, 지역단절 해소는 30년을, 상부

다만 부천시는 2019년 행정동을 통폐합 및 광역화

공간 활용은 5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였으므로, 행정구 단위의 편익을 산정할 때 부천

상부 공간 활용 편익의 경우, 비 교통편익이고 다

시 인구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른 상부 공간 활용

른 편익 항목과 중복되므로 신중하게 평가·해석되

편익 산정 결과는 <표 14>와 같다.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편익 고려에 따른 전체
편익의 증가 정도나 B/C 영향 등을 살펴보는 추가

<표 14> 상부 공간 활용 편익 추정 결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단위: 억 원/년)

영향권

공원
면적
(㎢)

행정동 효성1동 등

영향권
인 구
(천인)

원단위
(원/인·
㎢/연)

523

편익

부천시

❙감사의 글
2,064
0.28925

68.93
11,544

서울시
양천구
행정시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합리적 타당성평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7.47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행정구

도로 지하화 등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투자사업의

이 논문은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한 “지하도로 신
규 편익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발췌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13,430

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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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대상 : 제한 없음

및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

2. 논문 종류 : 학술논문, 정책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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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문 분량

￭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정본 1부와 원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지 18매 내외로 작성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접수 및 제출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 접수 : 수시

15매(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이지 이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표·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

5. 학술지 논문접수 마감일 및 발간일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마감일

1. 31

4. 30

7. 31

10. 31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이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
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6. 유의 사항

￭ 원고 내용은 교통 관련 모든 분야로 다른 학회
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원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기준을 참조
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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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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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본원에 귀속된다.

￭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ti.re.kr)
의 공지사항에서는 논문작성스타일(아래한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담당자
￭ E-mail : likeaugust@koti.re.kr
￭ 전화 : 044-211-3035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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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한다.

10. ‘수정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② 항목별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해 ‘매우

11. ‘수정 후 게재가’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평가한다.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

1. 독창적이며 학술적 기여가 있는가?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

2. 기존 이론과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3. 사용된 자료와 문헌은 적절한가?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

4.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과 논문심사

5. 분석방법은 합리적이며, 과정에 일관성이 있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

는가?
6. 제목은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12.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

7. 기존 유사연구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③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4.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다. 수정 후 재심에서 수정에 상당기간이 소요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될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학술지에 연기

는 간사가 담당한다.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저자

하여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
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

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한다.
6.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심사판정 결과

및 수정사항을 규정양식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

13.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
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의 경우 논문심사서(1차)

14.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와 종합의견서를, 재심의 경우 논문심사서(2차)

종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

와 종합의견서를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7.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는 차악(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예1) 심사위원 A : 수정없이 게재가, 심사위원
B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 C : 수정

8.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가 차악(次

9. 초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惡)의 판정결과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
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
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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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게재가’
15.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16.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논문 발간 안내 사항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
하고,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예) 홍길동 Hong, Gil-Dong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

17.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로 작성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

‘ABSTRACT’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

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공

재한다.

개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1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

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

며,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

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

도록 한다.

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
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

7)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8)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한다.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

9)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인 경우 이에 대한

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사항을 제목 페이지의 주석으로 명시한다.

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10)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공동저

자·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한다.

없다.

11) 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표기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
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
한다.

1. 논문의 체제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영문초록, 본문(서

2. 사용어 및 표기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안에 병기한다.

방법,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장번호 : Ⅰ. 절번호 : 1.

모색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 ①, -, ․

항번호 : 가). 목번호

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제목 :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및 저자명(영

문 포함), 소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

3. 번호수식의 표시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로 작성한다.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영문저자명의 표기는 다음의 예에 준한다.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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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
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해

1995. p. 35.
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 y = aχ²+ bχ+ c

1. 이건영·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사,

(1)

4. 도표 및 그림
1) 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표1> 제목, <그

림1>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Industrial Divide, 1984. p. 255
예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게
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도. 인
용면.

같이 <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법

제목은 해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리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연구, 제22권, 2000.

표기하고, 그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

pp. 81-96.

기’로 표기한다.
2) 도표와 그림은 백지에 흑색으로 선명하게 제도

하여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글자 크

2. Coffey, W. J. and Baily, A. S., “Producer
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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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최소 6포인트가 되어야 하며 지도에는 반
드시 축척과 방위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3)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4)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학회 발행의 교통용어집을

예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체),
게재지(주기), 출판년도. 인용면.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어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 안에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쓴다.

University, 1977. p. 100.

5. 각주 및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아래 형식

에 따르도록 한다.
2)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예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년
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사발전연구원, 198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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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5) <심포지엄(세미나) 발표논문> 저자, “논문명”,
주최자, 세미나명(영문은 이탤릭체), 장소, 발
표년월일.

문헌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

1. 김관호·김준동, “MAI 협상의 전망과 주요쟁점”,

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다자간투자

과 같다.

협정(MAI) 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서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1997. 7. 15.

예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탤릭
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104

2021. 12

2. Kim Chengho and Kim Kyunghwan, “Regulation
of Size Distribution of New Apartments in

논문 발간 안내 사항

Korea : Consequences and Social Costs”,

7. 논문진행일자

Proceeding of the AsRES/AREUEA, Joint

1)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2.

차 등), 게재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예1) 접수일(2007년 3월 20일)

예6) <일반잡지> 저자, “기사명”, 잡지명(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발행년도, 수록면.
1, 이영희, “인터뷰조사기법: 질적 연구를 위한 인

수정일(1차: 2007년 6월 4일, 2차: 6월 13일)
게재확정일(2007년 6월 20일)
예2) Received September 15, 2007.

터뷰 성공기술”, 국토, 1월호, 2007. pp. 109

Revised October 21, 2007.

-116.

Accepted November 15, 2007.

2. Tsai, “Quantifying Urban From: Compactness
versus Sprawl”, Urban Studies, vol. 4, no. 1,

7. 주저자/교신저자<신설 09.06.18>

2005. pp. 141-161.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공동저

자·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그 구
예7) <신문기사> 저자, “기사명”, 신문명(영문은 이
탤릭체), 발행월일자.
1. 조광호, “미래문화와 짝퉁문화”, 경향신문, 2007.
2. 14.

분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주저자 이외의 공동저자들은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도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주저자는 공동저자들이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

2. David Jackson, “Bush Insists that Iran Provides

정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

Weapons for Iraq”, USA TODAY, 2007. 2.

자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

14.

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

예8) <인터넷자료 > 검색자료명, 사이트명 (주소 ),
[검색연월일].

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
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1. 안양시 인구현황, 안양시청(http://www.anyang.
go.kr), [2007. 2. 14].
6. 인용문 작성방법
1) 인용문: 논문내용 중에 인용문장이 있을 경우 인

용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인용논
문의 저자 및 논문의 발행년도를 기입한다.
예)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Cervero, 1982).
2) 논문내용 중에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설명하

고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이름 뒤에 괄호
를 하고 논문 발행년도를 기입한다.
예) Dewecs(1994)는 13마을에 달하는 토론토의 지
하철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105

교통연구 제28권 제4호

교통연구 논문 관련 서식
[제1호 서식] 논문투고신청서

접수 일자

논문투고신청서
제1연구자 성명

접수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부 서
소속

(직위)

주 소
전 화

자택

(fax)

e-mail

주 소
전 화

(휴대폰)

연 구 진
성
명
논문 제목

(영문)

(영문)

(영문)

(영문)

(한글)
(영문 외국어)

작성
언어

논문 주제
특기 사항
전자파일 원문
제공 동의

투고 논문이 교통연구에 게재 되면 같은 내용을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및 전
문 학술정보 사이트에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 동의합니다. (
)
*동의시 심사가 진행됩니다.

원고 요약

* 원고내용 요약은 원고작성언어와 상관없이 국문으로 작성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되, 신청서를 포함해
2장을 초과할 수 없다.
* 투고시 원고(그림, 표, 사진, 영문초록 포함) 1부와 컴퓨터 파일을 함께 제출.

106

2021. 12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KOTI 연회원제 안내
• KOTI 연회원제

交通硏究

• 회원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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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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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논문집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정책문제 및
이론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게재합니다. 본지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및 학술연구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구분
내용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전문가 및 연구자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연회비

특별회원

정회원

100,000원

30,000원

1.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계간 「교통연구」

회원혜택

정기간행물 제공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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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 성낙문(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회비납입처

김익기(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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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집 위 원 : 김성수(서울대 교수)
김원규(항공대 교수)

•회원가입문의

문진수(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KOTI 연회원 담당자

배상훈(부경대 교수)
심대영(가톨릭관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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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석(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교수)

인쇄일자 | 2021년 12월 30일

윤대식(영남대 교수)

발행일자 | 2021년 12월 31일

윤일수(아주대 교수)

발 행 인 | 오재학

이선하(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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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은(서울대 교수)
최창호(전남대 교수)

전

화 | 044-211-3035

하헌구(인하대 교수)

팩

스 | 044-211-3231

홍석진(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교수)

인 쇄 처 | 호정씨앤피

추상호(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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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께 드리는 발간물 안내
■

『교통』 (연 12회, 5,000원)

『KOTI Brief』 (주간)

■  

교통분야에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4-5편의 논문, 해외통신원이

최근 이슈가 되는 교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소개한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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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서 (특별회원에 한함)

■  

등록번호 | 세종바 00007 (1994. 6. 14 등록)
편 집 간 사 : 김선철(한국교통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장)

보 급 가 | 10,000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 단위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교통연구』 (연 4회, 10,000원)

■

분야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우수 논문을 수록한 교통 전문
학술지

수시연구 보고서 (50% 할인)

■  

정책적 현안에 대한 단기 연구보고서

제
28
권

2021. 12.

| 제28권 제4호

ISSN 1738-4028

제
4
호
K

o

r

e

a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Vol. 28, No. 4 / December 2021

01	
Fare Elasticity Analysis for Predicting Changes in the Rail Freight Transportation Marke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oad Safety Tariff
Park, Minchoul·Lee, Jang-Ho

Journal of Transport Research
K o r e a

02

 Study of Estimating the Alighting Stop Considering Bus Trip Type Characteristics
A
Lee, Soong-Bong·Lee, Jongwoo·Kim, Geon-Hu·Cheon, Seung-Hoon

03

 us Network Generating Based on Route Sequences - From Standard Node/Link B
Shin, You-Sun·Woo, Wang-Hee·Jang, Dongik

04

 Study on Real-time Traffic Signal Control Strategy using V2X Communication Data
A
Park, Hyung-Geun·Kim, Sunghoon·Kim, Taehyung

05

 nalysis of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ue to Public Transportation
A
Policy: Focusing on Fare Subsidy for the Elderly in the Subway
Seol, Youn·Lee, Jaimin

06

 enefits of Rerouting Urban Trunk Roads to Tunnels
B
Chang, Justin S.·Eom, Kijong·Kim, Sunhwa·Bae, Yunkyung·Kim, Sangrok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Tel: 044-211-3035
www.koti.re.kr

Fax: 044-211-3231

2
0
2
1
.
12

T r a n s p o r t

I n s t i t u t e

01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시 철도화물 운송시장변화 예측을 위한 운임탄력성 분석
박민철·이장호

02

버스 통행유형 특성을 고려한 하차정류장 추정연구
이숭봉·이종우·김건후·천승훈

03


가상노드를
이용한 정류장 좌표기반 버스네트워크 생성 - 표준 노드링크 활용 신유선·우왕희·장동익

04

V2X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신호제어 전략 연구
박형근·김성훈·김태형

05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설윤·이재민

06

도로 지하화 사업의 신규 편익 발굴
장수은·엄기종·김선화·배윤경·김상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