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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고속철도 이용객수(KTX, SRT)와 주요 요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SRT 이용객수는 국내총
생산과 인과관계가 있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KTX 이용객
수는 국내총생산과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
수와 KTX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과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RT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만 인과관계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 KTX 이용객수, SRT 이용객수 모두 좌석공급량과
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가중평균 유류가격
간에는 가중평균 유류가격이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고속철도 이용객수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속철도
운영사의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주제어: 고속철도 이용객수, 국내총생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좌석공급량, 가중평균 유류가격

This study conducted a Granger causality test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high-speed railway users (KTX, SRT) and the main factors. First, the total number of users
on the high-speed railway and the number of SRT users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gross domestic
product, but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in the opposite case.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KTX users did not have a correlation with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the total number of
users and KTX users of high-speed railways had a correlation with disposable income per household.
However, the number of SRT users was found to be causal only to disposable income per household,
and there was no causal relationship in the opposite case. Third, the number of high-speed railway
users, KTX users, and SRT users were all correlated with seat supply. Fourth, the weighted average
oil price had a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total number of users on the high-speed railway between
the total number of users and the weighted average oil price. Meanwhile, this study will be a valuable
reference for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for high-speed railway operators by analyzing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number of high-speed railway users dynamically
￭ Keywords: High speed railway number of users, Gross domestic product, Disposable income
per household, Seat supply, Weighted average oil prices

고속철도 이용객수와 주요 요인 간 인과관계 분석 - 울산역과 부산역 이용객수를 중심으로

Ⅰ. 서론

으로 KTX보다 10%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은 지역
의 특혜를 준다는 시비까지 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2004년 4월에 개통된 경부 1단계(서울-부산) 한

그동안 코레일은 영업적자 기업이었으나 SRT가

국형 고속철도 KTX (Korea Train eXpress)는

운행되기 직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KTX

2010년 경부2단계(동대구-부산) 개통, 2015년 호

의 성장세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영업흑자를

남고속철 개통(서울-목포) 이후 동해선, 강릉선 등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6년 SRT가 본격 운행된

점차 고속철도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균형적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4,699억 원,

인 국토 발전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었다.

△339억 원 그리고 △1,08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

특히 서울의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권의 철도 이용

록하였다(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의 수혜 확대와 철도산업의 매출액 증대 목적으

반면 ㈜ SR은 2016년 12월 SRT 개통이후 초기년

로 2016년 12월에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이하

도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각 419억 원,

수서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 새로운 운영회사인 ㈜

456억 원, 그리고 327억 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하

SR이 설립되었다.1) 현재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

여 코레일과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ALIO : 공공기

은 코레일이 서울-평택 간 KTX를, ㈜SR이 수서-평

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택 간 SRT(Super Rapid Train)를, 평택이남부터

SRT는 KTX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조차량으로

부산과 목포까지는 KTX와 SRT가 동일한 노선을

제작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KTX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KTX는 2004년 개통이후

운임보다 10% 싸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어 경쟁

현재 개통 17년을 맞이하고 있고, SRT는 2016년

면에서 KTX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개통이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고속철도에

연구는 고속철도 경쟁체제로 6년이 다 되어 가는

관한 연구는 KTX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선

작금의 현실에서, 시발역이 각각 다른 KTX와 SRT

행연구를 보면 고속철도 개통이 국민경제나 지역

이용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요인에 주목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과 일

하였다.

부 부정적인 영향이 상반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속철도 이용객수에 미치는 변수는 운임, 경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후 KTX와 SRT와 관련하

환경, 브랜드, 서비스 질 등이 여러 변수가 있으나

여 운임할인, 수요 등 비교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소득변화(국민, 개인)나 대체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이론적 고찰에서 다루

교통수단 등 주요 요인들이 고속철도 이용객수에

기로 한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

한편 SRT가 2016년 12월에 개통되어 현재 KTX

울러 KTX와 SRT 이용객수를 구별하여 분석함으로

와 평택이남부터 동일한 노선(경부, 호남고속선)을

써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SRT 개통으로 늘

운영하고 있는 경쟁체제에 대하여 여전히 고속철

어난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대해서도 상호 인

도의 운영 효율성을 주장하는 통합론과 서비스 차

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별화와 철도산업의 개혁을 주장하는 경쟁론이 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SRT 개통(2016. 12)이

로의 주장을 펴는 등 아직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진

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유행 전인

행 중이다. 특히 강남권을 주축으로 하는 알짜노선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경부고

1) 수서고속철도 비전선포...‘SR’로 간판교체, 2014. 6.11. 머니투데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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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선을 운영하는 KTX와 SRT 구간인 수도권과 부

127,647석이다. KTX가 SRT보다 좌석 공급량이 많

산, 울산지역이며 내용적 범위는 시계열 분석을 통

은 이유는 KTX는 대부분이 KTXⅠ차량(일부는

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이다. 특히 단기적인 측면

KTX-산천)으로 1편성이 20량으로 공급좌석이 935

에서 KTX와 SRT 이용객수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석이고, SRT의 경우에는 KTX-산천 1편성과 동일

고속철도 이용객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추후

한 차량으로 1편성이 10량으로 공급좌석이 410석

고속철도 이용객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귀중

이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선 고속철도 운행현황은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1>과 같다.

SRT 호남고속선 구간의 SRT 이용객수 자료획득의

고속철도 운임을 보면 특실 포함하여 SRT는

어려움으로 KTX와 SRT의 호남고속선 구간은 연구

KTX보다 8.8~12.5%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2)

수서고속철도 구간(수서-평택)이 서울-평택 구간보
다 다소 거리가 짧다고는 하나 공용구간을 포함하
여 최고 19.8%에서 최저 6.7%4)사이에서 KTX 운

Ⅱ. 이론적 고찰

임보다 저렴하다. 한편 코레일은 마일리지 적립,
공공할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1. 고속철도 운영 현황
우선 고속철도 운영 현황은 경부고속선에 한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속열차 중 KTX는 서울역에

SR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

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로 한다. 서울(수서)
와 울산, 부산역 간 고속철도 운임 비교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서, SRT는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역에 도착하
며, KTX 경우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수원역 또는

<표 1> 고속철도 운영현황
2019.12.31. 기준

구포역 경유하여 부산역에 도착하는 경부선 KTX
열차가 있는데 이 열차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3)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중 KTX와
SRT는 모두 왕복 80회로 같은 횟수가 운행 중이

구분
KTX
운행
횟수

다. 주말의 경우에는 KTX가 총 92회로 SRT 80회
보다 12회가 더 많다. 즉 주중에는 고속열차가 총
160회, 주말에는 총 172회가 운행되고 있다. 고속

열차별 공급 좌석(특실 포함)을 보면 주중은 KTX
가 71,049석, SRT가 32,800석으로 총 103,849석,

주중

좌석
공급량

80

주말
92

SRT

80

80

합계

160

172

KTX

71,049

84,187

SRT

32,800

43,460

합계

103,849

127,647

주: 철도운영기관 내부 자료를 근거로 재작성

주말은 KTX가 84,187석, SRT가 43,460석으로 총

2) SRT는 수서역에서 호남고속선과 호남선을 이용하여 광주송정역과 목포역을 운행하고 있으나, ㈜ SR의 기업 영업정보 비밀
사유로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경부선 KTX는 경부고속선과 경부 일반선을 혼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경부 일반선을 이용할 경우 운행 속도가 시속 200km
미만으로 완전한 고속철도 운행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부고속선만을 운행하는 SRT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일반실을 기준으로 KTX 서울-천안 구간은 14,100원, SRT 수서-천안아산 간은 11,300원으로 할인율 차이는 19.8%, KTX
동대구-울산 구간은 10,500원, SRT 동대구-울산 구간은 9,800으로 할인율 차이는 6.7%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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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KTX 개통

<표 2> 고속철도 운임비교
구분
서울
(수서)
부산
서울
(수서)
울산

일반실

특실

만으로는 지역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KTX

KTX

59,800원

83,700원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SRT

52,600원

76,300원

고 하였다.

차액

7,200원(12%)

7,400원(8.8%)

KTX

53,500원

74,900원

SRT

46,800원

67,900원

차액

6,700원(12.5%)

7,000원(9.4%)

주: 철도운영기관 자료를 근거로 재작성

국외 연구를 보면 Chen and Silva(2011), Zhang,
Wu, Wu and Zhao et al.(2014) 등은 고속철도 개

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지
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Wardman

2. 선행연구 검토

(2006)은 철도수송수요 연구에서 철도 티켓 판매량

과 국가통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변

고속철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국내연구와

수가 있지만 철도수송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외연구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연구를 보면 이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며 이외 차량보유 여부,

재민외(2012)는 여객 운임 탄력성 연구에서 KTX

연료비용, 인구, 차량통행시간 등이라고 하였다.

와 새마을호의 수송수요함수 추정을 통하여 수송

한편 최근에는 KTX와 SRT를 비교 분석한 논문

수요 변화와 수송수입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운임

이 발표되고 있다. 손진용(2019)은 고속철도 경쟁

인상은 코레일의 수송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체제 도입이후 KTX와 SRT의 운임할인이 고속철도

이미라(2013)는 고속철도(KTX)의 적정 운임수준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 손진

연구에서 철도운영기관의 관점에서의 적정운임과

용(2019)은 이용객수와 매출액 관점에서 구분하여

사회적 관점에서의 적정 운임수준을 제시하였다.

분석하였는데 KTX는 주중·주말 모두 할인에 유의

연구결과 현재의 운임은 사회적 적정 운임보다 높

한 영향은 없었고 공급량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

은 수준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훈외

며 SRT 경우에는 주중·주말 모두 할인에 유의한

(2020)는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정민(2020)은 고속철도

할증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고속철도 수요 대체 방

고객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KTX와 SRT의 시

안으로 고속철도(KTX, SRT) 주말 첨두시의 요금을

종착역이 동일할 경우 서비스 질과 이용목적에 따

15%, 30%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속철도

라 10% 저렴한 SRT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과 유의

의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용래(2021)는 KTX

나영외(2016)는 KTX 개통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

와 SRT이용객의 VECM 모형을 통한 장기균형 관

향 분석에서 KTX 개통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 분석에서 경기변동시 SRT 이용객이 KTX 이용

등 4개의 KTX 정차지역의 가계 최종소비지출의

객 보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탄력적이라

증감에 서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박미

고 하였다.

숙외(2015)도 KTX 개통으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

지금까지 고속철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내외

비율이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 변동에 유의미한

연구를 통하여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선행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KTX 개통이 지역소비에 긍

연구의 결과를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고

첫째, 국내외 모두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촉진

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효과를 주지

및 지역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못했다는 연구도 있다. 홍순호(2010)는 고속철도

둘째, 철도수송수요에는 운임, 소득(GDP), 차량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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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체교통수단) 등 주변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부산역과 울산역의 월 승·하차인원이다.5) KTX 이

있고, 셋째, KTX와 SRT 관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용객수와 SRT 이용객수의 자료는 코레일과 SR(주)

KTX보다는 SRT를 더 선호하고 우호적이다는 것이

의 내부 자료를 인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SRT가

다. 특히 앞서 김용래(2021)의 연구결과처럼 SRT

개통된 2016년 12월 이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는 경기 변동시 등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변동성이

12월까지 36개월의 시계열자료이다.

적으나 KTX는 상대적으로 수요 탄력적이 크고 변

본 연구에 있어서 고속철도 이용객수 변수는 크

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게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Total Number of User),

바탕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수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KTX 이용객수(KTX Number of User), SRT 이용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에

객수(SRT Number of User)로 구분6)한다. 다음으

있어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KTX와

로 고속철도 이용객수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SRT와의 비교분석에 있어서 설문이나 가상 상황을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

통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이용객수를 연구자료에

다. 물론 고속철도 이용객수에 미치는 변수는 여러

활용하였으며 둘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지가 있다. 고속철도 운임, 운행횟수, 브랜드 인

시계열 모형을 적용하여 본격적으로 고속철도 경

지도, 서비스 질, 경제환경, 차량보유 여부, 인구 등

쟁체제하에서 고속철도 이용객수를 운영사별로 분

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밀접하게 영

리하여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 KTX 및 SRT 이

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용객수에 미치는 세부 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주요 요인에 대한 변수로는 고속철도 좌석공급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경제변수 등에 미치는 영

량, 국내총생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그리고 가중

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는 그

평균 유류가격이다. 좌석공급량은 KTX는 서울과

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

울산·부산 간, SRT는 수서와 울산·부산 간 월 좌석

속철도 이용객수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동태

공급량의 합계이다. 이재민외(2012)는 열차운행횟

적인 분석은 경쟁체제로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 시

수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김용래(2021)는 좌석공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급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좌석공급량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는 KTX는 대
부분 KTX-1 (1편성이 20량) 차량이 편성되고 SRT

Ⅲ. 분석의 틀

는 KTX-산천 (1편성이 10량)차량이 편성되어 열차
운행 횟수보다는 좌석공급량이 더 적합하다고 판

1. 분석자료 및 변수

단되었다(김용래 2021).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
활용된 좌석공급량 변수는 크게 고속철도 전체 좌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 중 경부고속선 고속

석공급량 (TSS:Total-Seat-Supply), KTX 좌석공급

철도 이용객수는 KTX와 SRT 이용객수의 합계로

량 (KSS: Ktx-Seat-Supply), SRT 좌석공급량 (SSS:

5) 코레일과 ㈜SR의 2019년 월 평균 정차역별 승·하차인원 내부자료 확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KTX와 SRT의 월 전체
승·하차인원 중 수도권 역사(KTX는 서울·광명역, SRT는 수서·동탄역) 승·하차인원은 전체 73~75%를, 부산과 울산역 승·
하차인원은 전체 49~50%를, 동대구역 승·하차인원은 약 18~2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중간 정차역의 승·하차인
원 10% 미만 또는 10% 정도였다.
6) 본 연구에 활용된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 중에서 KTX 이용객은 66.4%, SRT 이용객은 33.6%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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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Seat-Supply)이다.

을 선정하였으며, 분기별 자료를 월로 변환하여 분

경제와 관련된 변수는 소득과 관련된 변수를 선

석하였다.

정하였는데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미시적 경제활동

고속철도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항공기나 승용차

소득(DIH7))

를 들 수가 있으나, 항공기는 접근성 면에서 열위

을 대표하는 변수인 가구당 처분가능

과 거시적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변수인 국내총생

에 있고, 선행연구(Wardman 2006, 이재민외 2012)

산(GDP)으로 선정하였다. 이재민외(2012)는 철도

에서 승용차의 대리변수로 유류가격을 선정한 사

여객 운임탄력성 연구에서 설명변수에 국내총생산

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가중평균 유류가격을 변

을, 이미라(2013)는 고속철도 적정 운임수준 추정

수로 선정하였다. 가중평균 유류가격도 이재민외

연구에서 1인당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하였고

(2012)의 산정방식에 따라 휘발유, 경유, 부탄,

김용래(20121)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변수로

LPG 사용량을 월 가중평균하여 월별 소비자물가지

선정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가구당 처분가능

수(2015=10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소득 자료는 분기별 자료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월별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반영하여 월 가



월별  분기별  × 


 

구당 처분가능소득으로 변환하였다(김용래 2021).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총생산(GDP)8)

(식 1)





  특정분기  특정월 의 산업생산지수

자료도 분기별로 제공되는 관계로 이재민외(2012)
의 변환과정에 따라 다음 <식 1>과 같이 월별 국내

한편 주요 요인에 대한 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총생산으로 변환 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고속철도 운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KTX와

분기별 GDP는 실질 GDP이며, 실질 GDP와 산업

SRT 운임은 이미 SRT 운임이 KTX보다 평균 10%

생산지수는 모두 200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약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시계열상 변동성이 없어 본 연

하면 본 연구의 미시적 경제활동 변수는 가구당 처

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변

분가능소득을, 거시적 경제활동 변수는 국내총생산

수의자료는 로그(Log)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표 3> 기술통계량

(단위: Log)

변수

Total
Number of
User

KTX
SRT
Number of Number of
User
User

Mean

14.49

14.08

Total-Ses

Ktx-Ses

Srt-Ses

GDP

DIH*

WOP**

13.40

15.70

15.38

14.40

11.92

15.16

7.23
7.23

Median

14.49

14.08

13.41

15.71

15.38

14.39

11.92

15.17

Maximum

14.59

14.19

13.50

15.74

15.43

14.46

11.94

15.18

7.34

Minimum

14.37

13.97

13.24

15.58

15.24

14.33

11.89

15.10

7.14

Std. Dev.

0.054

0.056

0.063

0.034

0.038

0.030

0.009

0.025

0.052

주: * Disposable Income per Household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 Weighted Average oil Price (가중평균 유류가격).

7) Disposable Income per Household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의 약자이며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이란 소득에서
세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부담금과 비영리단체, 타 가구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비소비 지출을 빼
고 남은 금액. 즉 가구에서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출처 : 다음 백과사전-매경시사용어사전).
8) 2020년 기준 국내 GDP는 1,838,944십억 원이며, 서울 GRDP는 413,700십억 원, 경기 GRDP는 467,282십억 원, 부산
GRDP는 86,499십억 원, 울산 GRDP는 66,837십억 원으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의 GRDP는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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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고속철도

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향상은 정차역 주변 지역의

전체 이용객수(Total Number of User)의 평균은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호간

14.49, KTX 이용객수(KTX Number of User)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

평균은 14.08이고, SRT 이용객수(SRT Number of

가설은 크게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주요 변수

User)의 평균은 13.40이다.

(국내총생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좌석공급량, 가

중평균 유류가격)간 상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다
음으로 KTX와 SRT를 구분하여 각각 주요 변수와

2. 연구가설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속철도 개통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연구가설
구분

내용
<1-1>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는 국내총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
고속철도 이용객수 ⇔
국내총생산(GDP)

➊ KTX 이용객수는 국내총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SRT 이용객수는 국내총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국내총생산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국내총생산은 KTX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국내총생산은 SRT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고속철도 이용객수 ⇔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DIH)

<2-1>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KTX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SRT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KTX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SRT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는 고속철도 좌석공급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고속철도 이용객수 ⇔
좌석공급량(Seat-Suppy)

➊ KTX 이용객수는 KTX 좌석공급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SRT 이용객수는 SRT 좌석공급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고속철도 좌석공급량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KTX 좌석공급량은 KTX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SRT 좌석공급량은 SRT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는 가중평균 유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고속철도 이용객수 ⇔
가중평균 유류가격(WOP)

➊ KTX 이용객수는 가중평균 유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SRT 이용객수는 가중평균 유류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가중평균 유류가격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➊ 가중평균 유류가격은 KTX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➋ 가중평균 유류가격은 SRT 이용객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석법은 계량경제학에서 주로 활용되는 시계열 분
석법으로 시계열 쌍에 포함되는 변수는 고속철도

분석방법은 시계열 모형인 그랜저 인과관계 검

이용객수, 국내총생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좌석

정(Granger causality test)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

공급량, 가중평균 유류가격이다. 먼저 그랜저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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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하기 위해서

로 단위근 검정 방법에는 ADF(Augmented Dickey

는 시계열자료 특성상 단위근 검정 또는 공적분 검

and Fuller)검정과 PP(Philips Perron)검정이 있는

정 등 일련의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시계열 자료

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ADF

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

검정방법을 활용하였다(김용래 2021).

며 이러한 시계열 자료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불

한편 ADF(Augmented Dickey and Fuller)검정

안정 시계열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은 최소자승법을 추정하고 t검정 통계량을 활용하

러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전환을 해

며 시간적 변동을 고려한 시간적 추세와 상수항을

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할 수 있다. 즉 불안정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3가지 모형으로

한 시계열 자료는 안정적 시계열 자료와 달리 평균

구분할 수 있다. 김용래(2019)는 시계열에 추세가

또는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존재하면 상수항과 시간적 추세를 포함하고, 추세

나타낸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

는 없으나 평균이 0이 아니면 상수항만 포함, 그리

석 등 전통적인 계량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고 시계열이 평균 0을 중심으로 변동하면 상수항

변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 시간적 추세를 포함하지 않고 검정하는 모형이

외견상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성적 회귀 현상

있으며 이는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발생하게 된다(김용래 2019). 만약 가성적 회귀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이란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분석에 이

시계열 자료간 선형결합이 안정적인 시계열인지 검

용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용래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불안정 시계열 자료에 대

2019; 남준우외 2016). 그래서 기초 시계열 자료가

해서도 회귀분석을 비롯한 전통적 계량분석을 적용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

단위근 검정(unit root)과 공적분 검정이다.

정 시계열 사이에 안정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시계열 쌍에 포함되

형결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적분

는 변수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통하여 안정적 시

검정은 2개 이상의 불안정적 시계열 자료에 대하여

계열 자료인지 확인해보고, 단위근 검정시 불안정

실시하는 것이며 만약 각각의 시계열이 안정적이라

한 시계열자료로 판명시 2차적으로 공적분 검정을

면 공적분 검정은 사실상 필요치 않다(김진유,

통하여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2006). 공적분 검정방법은 크게 엥글&그레인져 공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안정적 시계열 자료로

적분 검정(Engle and Granger Cointegration Test)

확인되면 변수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과 요한슨 공적분 검정(Johansen Test)9)이 있다.

상호 인과관계 여부를 검정한다(김용래 2019).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선형모형에 적용되는
엥글&그레인저 공적분 검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

가.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수의 변수 간 시차 구조 설명에 유용한 요한슨 공

앞서 언급한대로 자료가 안정적 시계열자료인지

적분 검정(Johansen Test)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아니면 불안정적 시계열 자료인지 판단은 단위근

(김용래 2021).

검정(unit root)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통상적으

9) 요한슨 공적분 검정법은 요한슨이 1991년에 개발한 검정법으로 VAR(Vector AutoRegressive)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적
분계열간 안정적인 장기 균형관계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t통계량이나 F통계량이 아닌 최우도검정법
(likelihood ratio:LR)을 이용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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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통계량으로 계산되며 p값이 5% 유의수준에서 귀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있어서 어느 일방(독립

가설을 기각한다.

한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t-검정이 아닌 F-

변수→종속변수)이 아니라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느 변수가 종속변수이고
독립변수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Ⅳ. 실증분석

럴 때 상호 변수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
는 검정 방법이 바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법

1.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Granger Causality Test)이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시계열 변수 간의 선후

본 연구에 있어서 단위근 검정은 앞서 언급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안정적인 시계열

대로 ADF 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우선 먼저 시계열

또는 공적분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불안정적인 시계

자료를 상수항만 포함하는 경우와 시간적 추세와

열 중 하나의 자기회귀항이 다른 하나의 시계열을

상수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2개 모형으로 검정

통계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김진

하였다. 최적 시차(lag)의 결정은 데이터가 월별 자

유 2006). 즉 X와 Y라는 두 개의 안정적인 시계열

료임을 감안하여 최대시차를 12로 두고 SC

(stationary time series)이 있을 때 두 시계열의 자

(Schwarz Criterion)가 최소인 시차를 최적시차로

기회귀항(AR항: auto regression terms)을 설명변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단위근 검정 결과는 <표 5>

수로 하는 이변량 시계열모형에서 Y의 AR항이 X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수준변수(Total Number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X의 AR항이 Y

of User, KTX Number of User, GDP)에서 단위근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다(이용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

만·이상한, 2004).

이 필요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록 수준변수에

<표 5> ADF 단위근 검정결과
상수항만
수준변수

상수항과 시간추세 포함

시차

T통계량

임계치
(5%)

P값

시차

T통계량

임계치
(5%)

P값

Total Number of User

12

-0.0514

-2.9981

0.9439*

10

-8.5861

-3.6032

0.0000

KTX Number of User

0

-6.0949

-2.9484

0.0000

12

-2.2356

-3.6220

0.4494*

SRT Number of User

0

-3.5151

-2.9484

0.0134

0

-4.7065

-3.5443

0.0031

Total-Ses

0

-7.4426

-2.9484

0.0000

0

-7.6206

-3.5443

0.0000

Ktx-Ses

0

-6.3574

-2.9484

0.0000

0

-6.8496

-3.5443

0.0000

Srt-Ses

11

-3.6003

-2.9919

0.0136

10

-4.1669

-3.6032

0.0156

GDP

0

-3.7665

-2.9484

0.0071

1

-3.0865

-3.5485

0.1256*

DIH

11

-3.1922

-2.9919

0.0331

8

-5.9249

-3.5875

0.0002

WOP

1

-3.0765

-2.9511

0.0380

1

-3.6302

-3.5485

0.0420

주: 1. Total Number of User :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 KTX Number of Userr : KTX 이용객수, SRT Number of User : SRT
이용객수, Total-Ses : 고속철도 전체 좌석공급량(ktx+srt), Ktx-Ses : ktx 좌석공급량, Srt-Ses : srt 좌석공급량, GDP : 국내
총생산, DIH :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WOP : 가중평균 유류가격.
2. 검정에 사용된 시차는 SC(Schwarz Criterion)가 최소인 차수, 임계치는 Mackinnon(1996)임. *:유의수준 5%에서 단위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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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Category

Total Number of User

KTX Number of User

SRT Number of User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Percent
Critical Value

Prob

Hypothesized
NO. of CE(s)

0.7212

89.5325

69.8189

0.0006

None*

0.5084

47.3781

47.8561

0.0554

At most 1

0.4361

23.9443

29.7971

0.2028

At most 2

0.1288

5.03690

15.4947

0.8049

At most 3

0.0146

0.48788

3.84147

0.4849

At most 4

0.6055

85.7838

69.8189

0.0016

None*

0.5538

55.0903

47.8561

0.0090

At most 1*

0.5125

28.4589

29.7971

0.0707

At most 2

0.0982

4.74962

15.4947

0.8348

At most 3

0.0397

1.33816

3.84147

0.2474

At most 4

0.8322

92.1198

69.8189

0.0003

None*

0.3569

33.2093

47.8561

0.5453

At most 1

0.2493

18.6383

29.7971

0.5191

At most 2

0.2271

9.17469

15.4947

0.3495

At most 3

0.0201

0.67158

3.84147

0.4125

At most 4

주: 귀무가설은 R(공적분위수) ≤1, * p < .0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있음

서 단위근이 존재하지만 각 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따라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본 연구에

이 존재하면 별도의 차분없이 그랜저 인과관계를

서는 VAR 모형의 1~6차시 중 SC 정보기준에 의거

수행할 수 있다. <표 6>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

하여 적정시차를 결정하였다. 이는 AIC가 SC보다

KTX 이용객수, SRT 이용객수와 각 변수간 요한슨

파라미터의 수를 과대 식별하는 경향으로 있기 때

공적분 검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개 모형(Total

문이다.

Number of User, SRT Number of User)에서는 1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표 7>에 정리되

개의 공적분이, 1개 모형(KTX Number of User)에

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

서는 2개의 공적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준변

객수(Total-User)와 SRT 이용객수(SRT-User)는 국

수에서 그랜저 인과관계가 가능하였다.

내총생산(GDP)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앞서 언급한 대로 수준변수에 대한 단위근 검정

반면

KTX

이용객수(KTX-User)는

국내총생산

(GDP)과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

둘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KTX 이용객수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는 가구당 처분가능소득(DIH)과 상호 인과관계가

검정시 적정차수의 결정은 크게 2개의 정보 기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RT 이용객수는 가

아케이드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구당 처분가능소득(DIH)에만 인과관계가 있고 반

AIC)과 슈워츠 정보기준(Swartz Information Criterion:

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SC) 중 최소인 차수로 결정한다. 연구자의 선택에

KTX 이용객수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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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좌석공급량(TSS)과

대하여 열차이용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KTX

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 경우 업무출장이 18%, 관광이 11%, 출퇴근이

KTX 이용객수와 KTX 좌석공급량(KSS), SRT 이용

2%로 조사되었고, SRT 경우 업무출장이 24%, 관

객수와 SRT 좌석공급량(SSS)도 마찬가지로 상호

광이 7%, 출퇴근이 10%로 나타났다. 위 설문조사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속철도

를 토대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 열차별

전체 이용객수와 가중평균 유류가격(WOP) 간에는

이용 목적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업무출장은 KTX

가중평균 유류가격이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에

보다는 SRT가 많고, 관광은 SRT보다는 KTX가 많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TX 이용객

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고속철도 이용객 중 KTX

수와 가중평균 유류가격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이용객이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어 비즈니스 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SRT 이용객수의 경우에는

용객이 SRT 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설문

가중평균 유류가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조사와 시발역 주변 경제적 환경과 접근성을 고려

타났다.

해 볼 때 SRT 이용자의 경우에는 업무출장이 다른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소득측면 (국내총생

이용목적보다 많으며 이는 GDP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서 보면 고속철도 전체

또한 KTX 이용객수가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

이용객수가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영향을 주는 것은, 즉 KTX 이용객수가 증가하면

SRT 이용객수의 영향으로 보이며, 실제 SRT 이용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음과

자가 비즈니스 출장이 개인용무 등 다른 이용 목적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부산, 울산 등 동남권에 KTX

보다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이용객 등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변 유동인구와 지

는 고속철도 시발역 주변의 경제적 환경과 접근성

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가처분소득(처분당 가능

차이를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KTX는 시발역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와 구

서울역이고 SRT는 수서역이다. 시발역의 주변 경

매력의 원천으로 KTX 개통이 유동인구 증가를 가

제적 환경과 접근성을 살펴보면 수서역이 강남도

져오고 이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이다는 선행연구

물리적으로 가깝고 수서역 주변에 많

결과와 동일하다(박미숙외 2016). 또한 처분당 가

은 산업단지(동남권물류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

능소득은 다시 KTX 이용객에 영향을 주는 즉 소비

가 밀접해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인구나 규모면

는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이 되는 양방향의 선순환

에서는 수서역 주변이 서울역 주변보다 우위에 있

구조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 요약하면 KTX

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

이용객수는 개인소득 등 미시경제에, SRT 이용객

와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

수는 GDP 등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는데 이 또한 KTX 이용객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심

GBD10)과

2019년 교통시장 조사11)시 KTX와 SRT 이용자에

둘째, 고속철도 이용객수와 좌석공급량과는 상

10) 강남 도심은 GBD(Gangnam Business District)로 강남구와 서초구가 해당하며 역삼1동 행정동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수
서역까지는 6.15km, 서울역까지는 8.29km이다. 김용래(2020)는 서울시 2017년 기준, 3개 도심 일자리·종사자 수는 한양
도심 CBD(Central BusinessDistrict)는 103,426업체에 655,350명이, 영등포·여의도 도심 YBD(Yeouido Business
District)는 79,488업체에 610,799명이, 강남 도심 GBD는 118,718업체에 1,115,810명으로, 강남 도심의 종사자 수는 한
양 도심의 종사자수에 거의 2배에 이른다고 하였다.
11) 한국철도공사, 2019년 교통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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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KTX든, SRT든 경부고

적인 공급은 추가열차 투입에 따른 선로용량 한계

속선은 언제든지 유인정책에 따라 수요를 유발할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국토부 승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선

인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로 위를 운행하는 2개의 고속철도 운영사(코레일과

셋째, 가중평균 유류가격이 고속철도 전체 이용

㈜SR)는 서로 평소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피크시간

객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동일

대에 자기 열차를 더 투입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하다. 이재민외(2012)는 승용차의 통행과 KTX 이

인하여 두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

용은 대체재로 유가가 상승하면 KTX를 더 많이 이

서 정부(국토부)에서 선로배분을 위탁받은 국가철

용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KTX 이용이 감소한다고

도공단은 공정한 룰에 의하여 열차 배분이 이루어

주장하였다. 하지만 SRT 이용객수가 가중평균 유

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류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이나 ㈜SR 모두 좌석공급량의 획기

<표 7> 고속철도 이용객과 주요 변수 간 그랜저 인과관계
모
구 분

형

F-Statistic

P-값

검정결과

-10.1856

3.3322

0.0773*

채 택

-9.9515

1.3713

0.2502

1

-10.2427

8.0934

0.0077***

Total-User

1

-10.1856

1.7618

0.1938

Ktx-User

1

-9.9515

0.7394

0.3963

Srt-User

1

-10.2427

1.2303

0.2756

6

-9.3695

6.3935

0.0012***

5

-8.7566

2.2193

0.0925*

채 택

5

-9.0316

4.0919

0.0101**

채 택

인과방향
Total-User

고속철도
이용객수
⇔
GDP
(국내총생산)

고속철도
이용객수
⇔
DIH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고속철도
이용객수
⇔
SES
(좌석공급량)

고속철도
이용객수
⇔
WOP
(가중평균
유류가격)

Ktx-User

⇒

GDP

Srt-User
GDP

⇒

Total-User
Ktx-User

⇒

DIH

Srt-User

시차수

SC

1
1

채 택

채 택

Total-User

6

-9.3695

3.8171

0.0136**

채 택

DIH

⇒

Ktx-User

5

-8.7566

2.9549

0.0372**

채 택

Srt-User

5

-9.0316

2.1206

0.1049

Total-User

⇒

Total-Ses

6

-6.9463

3.9068

0.0123**

Ktx-User

⇒

Ktx-Ses

6

-6.3295

2.5455

0.0605*

채 택

Srt-User

⇒

Srt-Ses

1

-7.8018

2.9461

0.0958*

채 택

Total-Ses

⇒

Total-User

6

-6.9463

3.6193

0.0169**

채 택

Ktx-Ses

⇒

Ktx-User

6

-6.3295

4.1254

0.0097***

채 택

Srt-Ses

⇒

Srt-User

1

-7.8018

5.3425

0.0274**

채 택

1

-7.1479

0.1381

0.7126

2

-7.2037

0.2344

0.7925

Total-User
Ktx-User

⇒

WOP

Srt-User
WOP

⇒

채 택

2

-7.5741

2.6837

0.0852*

채 택

Total-User

1

-7.1479

3.1564

0.0851*

채 택

Ktx-User

2

-7.2037

1.5040

0.2391

Srt-User

2

-7.5741

1.0144

0.3751

주: *는 0.1, **는 0.05,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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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동태적으로 실증
분석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부고속선 고속철도 이용객수(KTX,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자료를 바탕으

SRT)를 중심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수와 주요 요인

로 분석하였으며, 코로나19가 번창하기 시작한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단위근 및 공적분

2020년부터는 KTX와 SRT 모두 이용객이 급감하

검정을 통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

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코레일은 1

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조에 가까운 적자를, ㈜SR은 2020년 306억 원대

첫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SRT 이용객수

적자와 2021년에는 이보다 31% 확대된 적자를 예

는 국내총생산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으나,

상하고 있다12). 코로나19로 인한 고속철도 이용객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수는 3년 연속 감소 중이며 과연 이로 인하여 지역

둘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KTX 이용객수는

경제나 경제변수에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가구당 처분가능소득과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

는지 지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RT 이용객수는 가구당 처
분가능소득에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속철도 전체 이용객수와 KTX 이용객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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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교통자료를 이용하여 원동IC~해운대 구간의 해운대로에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가 차량 통행속도 및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고, 차량 교통량의 증감이 버스 승객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RT의 설치는 원동IC~해운대와 해운대~원동IC 양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각각 29%, 20.9%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 교통량은
각각 35.4%, 28.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교통량이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가
증가하고, 지하철 승객수와 버스 승객수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운대로
의 우회로에서 차량 교통량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BRT 구간에서 차량 교통량
이 감소한 것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중앙버스전용차로, 차량통행속도, 차량 교통량, 대중교통, 차분모형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installation of Bus Rapid Transit on vehicle traffic speed and
vehicle traffic volume were estimated betweem 2016 and 2019 on Haeundae-ro in the Wondong IC
~ Haeundae using Busan city traffic data, an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vehicle traffic volume
on the change in the number of bus passeng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bus
passengers and the number of subway passenger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stallation of BRT has the effect of reducting vehicle speed by 29% and 20.9%,
respectively, on the roads in both directions of Wondong IC~ Haeundae and Haeundae ~ Wondong
IC, and vehicle traffic volume decrease by 35.4% and 28.8%, respectively.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vehicle traffic volume decreases, the number of bus passengers increases, a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m the number of subway passengers and the number of bus passengers.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as no increase in vehicle traffic in the detour to Haeundae, so the
decrease in vehicle traffic in the BRT section is presumed to have been converted to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buses and subways.
￭ Keywords: BRT, vehicle traffic speed, vehicle traffic volume, public transportation, dif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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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 향상,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버스 통행의 신속성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

과 정시성이 확보되며 다른 차량과의 마찰이 감소

앙버스전용차로(BRT)를 도입하였다. BRT는 승용차

하여 승차감을 증진시킨다. 또한 타 교통수단에 비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

해 통행속도가 증가하여 승용차 이용에서 대중교통

권을 부여함으로써 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고 대

으로의 통행수단을 전환하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자

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시행

수는 늘어나게 되고, 도시내의 총량적 교통량의 감

하였다(김종진 외, 2013). 부산시의 중앙버스전용

소효과도 나타난다(김명수, 2013). 설치비용에 있어

차로(BRT)는 충렬대로 BRT가 내성교차로에서 원동

서도 도시철도를 연장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

IC를 연결하는 구간이 2018년 1월에 개통되었고,

시키는 것은 비용문제로 한계가 있고, 특히 중앙버

해운대로 BRT는 원동IC~중동 구간이 2019년 5월

스전용차로는 30억원/km의 비용이 발생하고, 지하

에 개통되었다. 또한 내성교차로~서면(광무교) 구

철은 1000억원/km의 비용이 발생하여 중앙버스전

간의 BRT가 2019년 12월 개통되었고, 이어 서면

용자로의 설치비용이 지하철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광무교)~충무동 구간의 BRT가 2021년 개통될 예

지금까지 부산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

정으로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대로 BRT 구간에

른 연구는 효율적 운영방안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 BRT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해운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BRT의 설치 후 통행속도 및

로 BRT는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5

차량 교통량의 변화,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등 사후

월에 완전 개통하였다. 따라서 BRT가 개통되기 전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인접 우회도로

인 2016년 10월 교통자료와 BRT가 개통된 후인

의 자동차 통행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2019년 10월의 교통자료를 사용하여 BRT 설치의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BRT의 설치 후 버

도입효과를 분석한다.

스 통행 이용의 개선과 자가 운전자의 통행속도 감

해운대로 BRT는 2019년 5월에 완공되어 현재까

소로 인해 승용차 교통량이 감소하고, 버스나 지하

지 운영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었는지 분석하고,

일반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감소하여 차

인접 우회도로의 차량 교통량의 변화를 조사하여

량 이동이 원활하지 못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차

승용차 교통량의 감소가 우회도로 이동한 것인지

량 통행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

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는 주말에는 줄어든 차선

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

으로 더욱 교통이 혼잡하여 통행시간이 증가한다.

석에 사용한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자료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면 자가 운전자들은 우회도

제공하는 차량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를 사용하였

로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게 된다. BRT

고, 부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버스

의 설치 후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차량 교통량과

승하차 자료와 부산 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지하철

통행속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가 운전자들이 우

승하차 자료를 사용하여, 선형 회귀모형과 차분모

회도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형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같다. 제2장은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제3장은 분석

한편 BRT의 운영은 버스이용의 편의증가를 통해

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제4

버스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이로인한 자가 운전자의

장은 추정결과를 해석하며, 제5장은 분석결과를 요

감소로 교통체증이 완화되어 운행시간 단축, 정시

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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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후 승용차와 버스의

지금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분석한 국

통행속도의 변화를 비교한 논문이 있다. 이승재 외

내 연구를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긍정적인 효

(2005)는 BMS 데이터인 속도 데이터와 버스 도착

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노승일 외(2004)는 단기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입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를 시행전과 시행후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 분석 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후 버스

의 설치는 버스속도 및 승용차의 통행속도 증가로

속도가 승용차 속도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김

인해 통행시간 절감효과 및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

진석(2006)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효과를 분석

져왔고, 또한 일반차량과 대형버스 간의 교통류 분

하기 위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

리로 인한 대형사고 감소로 교통사고비용 절감효과

을 사용하여 버스교통량에 따른 중앙버스전용차로

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송기혁 외(2004)는

적용 시 통행속도와 총통행시간을 분석하였고, 이

가변식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

에따른 중앙버스전용차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 버스 및 전체 통행차량에 대한 통행속도, 통행시

하였다. 연구결과 평균통행속도는 승용차의 경우

간, 지체시간, 통행대수, 총 통행인원 등 효과척도

시행 전 19.4km/h에서 시행 후 15.7km/h로 3.7km

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가변식 중앙버스전용차로

/h 감소하였고, 버스의 경우 시행 전 11.5km/h에서

제를 시행할 경우 도로 중앙부에 버스정류장을 설

시행 후 14.1km/h로 2.6km/h 증가하는 것으로 나

치하여 효율성을 극대할 수 있고, 또한 가변차로와

타났다. 김명수(2013)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동시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을

광역시 도로인 계룡로(6.3km)와 대덕대로(2.6km)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밟혀졌다.

에 적용하여 미시적 시뮬레이션(VISSIM)을 통해 효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후 버스의 통행속도가

과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다. 김원호 외

제는 일반차량의 통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2010)는 도심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순환망을 구축

고, 버스의 통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고 도심 경유 노선을 20% 우회시킬 경우, 도심에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고 이동거리가 길지 않고,

서의 버스운행속도가 현재보다 51%(9km/h) 개선

목적지의 주차가 불편할수록, 그리고 중앙버스전용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강석호 외(2006)는 BMS 데

차로의 경험이 있을수록 승용차 이용자가 버스로의

이터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분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였고, 연구결과를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버스 통행속도에 부정적인

후 정시성은 5.4%~11.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통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양철수

행속도는 0.2%~6.6% 정도 개선되었으며, 승하차인

(2013)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비운영시간 버

원은 11.8~22.9%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스속도 비교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성을

다. 양지영 외(2006)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분석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오전과 오후

버스 통행시간을 주행시간, 정차시간, 신호교차로

의 버스속도는 비운영시간의 버스속도에 비해 낮은

정지시간으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분석하였고, 연구

것으로 나타나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결과 주행시간 비율은 전체 통행시간의 49~65%,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차시간은 20~26%, 신호교차로 정지시간은 10~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시행으로 인한 통행자의

26%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통행시간이 양호한 것으

교통수단의 수요변화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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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외(2005)는 서울시가 2004년 7월 시행한 버스

외 논문을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버스 승

노선개편과 교통수단간 환승할인 정책이 수도권 지

객수의 증가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일본의 나고야

하철 이용자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제도를 1985년에 세계 최

고, 그 결과 하루평균 25만 명의 지하철 승객의 추

초로 도입하였고, Hiroyuki et al.(2007)의 연구는

가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조(2008)는

나고야 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의 중·장기 효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 수

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요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후 버스의 운행속도와 정시성이 향상되었고, 일반

후 교통량은 24.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

버스운행 시스템에 비해 승객수가 많이 증가하였으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 수요가 인접지역으

며, 승객들의 승차시간이 많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로 우회하기 보다는 타 수단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

것으로 보고하였다. Currie(2005)는 미국과 오스트

정하였다. 고준호(2015)는 지하철과의 효율적 연계

레일리아의 BRT 시스템을 연구한 결과, BRT 시스

시스템이 간선급행버스시스템(Bus Rapid Transit,

템이 지하철과 같이 승객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BRT)의 수요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높은 지하

있고, 비용면에서는 지하철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

철 공급수준에 따른 상승효과와 버스-버스, 버스-

로 평가하였다.

지하철 간 편리한 환승을 도모하는 통합요금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후 승객의 만족도를

시행이 이용수요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조사한 연구가 있다. Cao et al.(2016)은 중국 광저

으로 분석되었다.

우시의 교통 승객을 대상으로 BRT, 일반버스, 지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만족

철 교통 이용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교

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 논문이 있다. 채

통 승객의 만족도는 지하철, BRT, 일반버스 순으로

경진 외(2006)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성공적인

높게 나타났고, 지하철 이용은 BRT에 비해 편리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교통상황에 맞는 중

이용과 서비스, 승차감, 운행시간, 대기시간 등의

앙버스전용차로제의 확대 시행, 도로의 확충을 비

요인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한 인프라의 확충, 버스운전자들의 안전교육 및

Blates(2003)는 미국 마이애미와 올란도 지역의

근무환경 보장, 모니터링의 구축, 시민들의 의식구

BRT 서비스의 승객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

조 개선을 제언하였다. 홍연명 외(2009)는 중앙버

과 올란도 BRT 시스템은 승차감, 운행시간, 신뢰

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

성, 안전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고, 마이애

동단계별 서비스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미의 BRT 시스템은 서비스 빈도, 운행시간, 편리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관계는 이동단

성, 서비스 시간, 안전성 등이 영향력이 높은 요인

계, 환승단계, 접근단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으로 나타났다.

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이용자의 효율적인 만족도 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후 차량통행속도 증가

고를 위해서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의

와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종진 외(2013)

한 논문이 있다. Callaghan et al.(2007)은 미국 로

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방안으로 간선급행버스

스엔젤레스의 오랜지 차로에서 BRT 시스템을 설치

시스템(BRT: Bus Rapid Transit)을 도입하여 중앙

후, 남쪽 방향의 출근 통행로에서 7% 정도 차량통

버스전용차로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

행속도가 증가하였고, 저녁 퇴근 시간에 북쪽 방향

다고 보고하였다.

의 통행로에서 교통통행속도가 6% 정도 향상된 것

지금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분석한 해

으로 분석하였다. Deng et al.(2013)은 중국 베이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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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BRT 시스템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BRT 시스템은 일반 버스에 비해 승
객 수의 증가, 운행시간, 신뢰성, 안전성 등의 요인
이 향상되었고, 또한 지방의 교통 발전과 통행 행위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존연구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효과분석을 위
해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속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
는데 그치고, 통행자의 교통수단의 수요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개통 후 자동차 수요
가 인접지역으로 우회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그림 1> 원동IC~해운대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지도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BRT의 서
비스 개선과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자료인 2016년 10월의 교통자료와 BRT가 개통된

를 이루고 있다. 윤병조(2008)의 연구에서 중앙버

후의 자료인 2019년 10월의 교통자료를 사용하여

스전용차로의 도로교통 수요 변화를 분석하는데 버

BRT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스 승객자료, 다년간의 지하철 승객 자료를 고려하

<표 1>은 원동IC~해운대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지 못한 한계점을 들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BRT

번호와 운행구간, 통과구간, 버스 승객수 등을 나타

도입의 효과를 추정하고, 버스 승객자료 및 지하철

낸다. 원동IC~해운대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

승객 자료와 승용차 교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BRT

행하는 버스는 대략 14대의 버스가 있고, BRT 설

로 인한 교통 수요 변화를 분석한 차별성이 있다.
<표 1> 원동IC~해운대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운행버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자료
가. 원동IC~해운대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BRT) 시행 현황

버스
번호

BRT 운행 구간

BRT
통과구간

버스
승객수

31

해운대역~원동IC 교차로

14구간 102,570

200

해운대역~원동IC 교차로

14구간

59,888

100

해운대역~동부지청어귀

11구간

33,088

100-1

해운대역~동부지청어귀

11구간

32,013

115-1

해운대역~센텀고등학교

9구간

74,780

155

센텀시티역~해운대경찰서

7구간

50,487

5-1

센텀시티역~센텀동부센트레빌

6구간

20,004

63

해운대역~올림픽교차로

5구간

25,693

운대로를 나타낸다. 해운대로 BRT는 원동IC~올림

39

해운대역~올림픽교차로

5구간

18,180

픽 교차로 구간이 2016년 12월 처음 개통하였고,

141

해운대역~올림픽교차로

5구간

21,394

올림픽 교차로~운촌삼거리 구간은 2017년 6월에

181

해운대역~올림픽교차로

5구간

13,085

개통하였으며, 운촌삼거리~해운대 구간이 2019년

40

운촌~올림피교차로

4구간

16,154

<그림 1>에서 녹색으로 그려진 도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BRT)가 설치된 원동IC~해운대 구간의 해

5월에 완성되어 총 10.4km 거리의 원동IC~해운대

구간 BRT가 설치되었다. 해운대로 BRT는 2017년
6월에 부분 개통을 시작하였고, 2019년 5월에 완

전 개통되어, 본 연구에서는 BRT가 개통되기 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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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해운대역~올림픽교차로

3구간

10,116

1002

센텀시티역벡스코~원동IC

6구간

21,131

자료: 부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시점: 평일 ’16.10.17(월)~21(금), 주말: 10.16(일), 10.22(토)
평일 ’19.10.28(월)~11.1(금), 주말: 10.27(일), 11.2(토)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설치가 차량통행 및 대중교통 이용에 미치는 영향 - 해운대로를 중심으로

치 전후에 버스노선 변화나 배차간격에는 변화가

대(87개소)에 비해 1.8% 정도 증가하였으며, 2019

없었다. BRT 구간에서 31, 200번 버스가 전 구간

년 조사지점이 3개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차량

을 운행하고 있으며, 100번에서 1002(직행)까지의

교통량의 변화는 일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 통

버스는 부분구간 운행하고 있다. 2016년과 2019년

행속도2)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의 버스 승객수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10월 17

자료를 이용하였고, 해운대로의 요일별, 시간대별

일 월요일에서 10월 21일 금요일 까지의 평일 승객

통행속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매년 10월에

승하차 자료와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과 10월

이루어지고,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속도를 조사하

22일 토요일의 주말 승객 승하차 자료를 사용하였

였다.

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에서 11월 1

버스 승객수는 부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에서

일 금요일까지의 평일 승하차 자료와 2019년 10월

제공하는 버스 승객 승하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중

27일 일요일과 11월 2일 토요일의 주말 승하차 자

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

료를 이용하였다. 버스 승객수는 원동IC~해운대 구

버스 승차와 하차 인원을 합산하여 버스 승객수로

간에서 2016년과 2019년 평일과 주말의 버스 승객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간은 <표 1>에서 기술한 기

승하차 자료를 모두 합한 수를 나타낸다. 31번 버

간과 같다. 지하철 승객수는 부산 교통공사에서 제

스의 승객수는 14구간에서 102,570명으로 가장 많

공한 지하철 승하차 인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간

았고, 그 다음으로 115-1번과 200번 버스의 승객

은 2016년 1월 1일~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

수가 각각 74,780명, 59,888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

~12월 31일로 1년 동안 구간별 승하차 인원을 합

타났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

산하여 지하철 승객수로 사용하였다. 구간은 BRT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구간을 통과하는 벡스코, 동백, 해운대역을 선택하
였고, 하차 인원은 원동IC~해운대 방향으로 통행하

나.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는 승객으로, 승차 인원은 해운대~원동IC 방향으로

<그림 2>와 <그림 3>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통행하는 승객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를 조사하였고, 변수는 차량 교통

<그림 2>는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중

량, 차량 통행속도,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로

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기 이전인 2016년과 개통

구성된다. 차량 교통량은 2016년과 2019년 부산광

된 이후인 2019년의 차량 교통량, 차량 통행속도,

역시 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차량 교통량1)은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를 나타낸다. 차량 교통

매년 동일한 시점인 10월에 조사가 실시되고, 도시

량은 평일에 2016년 평균 3,372대에서 2019년 평

내 주간선도로와 교차로, 시계유출입 도로 등 주요

균 2,758대로 감소하여 차량 교통량 증가율은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진다. 교통량

18.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퇴근

은 한 시간 동안 어느 지점이나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대인 19~20시 사이에 -31.3% 정도로 가장 낮

차량대수로 정의한다.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자료를

고, 출근시간대인 9시에도 -23.8%로 다른 시간대

보면, 2019년 부산광역시 정기조사 지점(90개소)의

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출퇴근시

차량교통량은 6,244,249대로써 2016년 6,112,308

간대에 차량 교통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BRT

1) 해운대로의 올림픽교차로에서 1시간 단위로 교통량을 측정함
2) 간선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량검지기를 활용하여 구간 통행속도를 생성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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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차로가 감소하여 차량 통행속도가 많이 느

버스 승객수는 평일에 2016년 평균 5,226명에서

려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말에 차량 교통량은

2019년 평균 5,750명으로 10% 정도 증가한 것으

2016년 평균 3,144대에서 평균 2,556대로 19.3%

로 조사되었다. 출퇴근 시간대인 7시~8시와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에 차량 교

시~19시 사이에는 증가율이 높지 않고, 오전과 오

통량은 6시~9시 사이에 많이 감소하였고, 19시에

후 시간대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말에 버

-28.3%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스 승객수는 평균 1,436명에서 평균 1,904명으로

교통량은 평일에 2016년과 2019년 모두 퇴근시간

증가하여 3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보

대인 17시~18시 사이에 가장 많이 운행되었다. 주

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말에 버스 승객수 증

말에는 12시에 2016년과 2019년 각각 4,029대,

가율은 3시 이후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가장 높은

3,432대로 가장 많이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통행속도3)는 평일에 2016년 평균 26.1km

지하철 승객수는 평일에 2016년 평균 410(천명)

/h에서 2019년 평균 22.7km/h로 13.1% 정도 감

에서 2019년 평균 473(천명)으로 15.3% 정도 증가

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에 차량 통행속도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하철 승객수 증가율은 퇴

퇴근시간대인 17시~19시 사이에 가장 낮은 것으

근시간대인 17~18시에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아진

로 나타났고, 증가율은 16시~17시 사이에 가장 많

것으로 나타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자가 운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차량 통행속도

전자들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으로

는 2016년 26.12km/h에서 24.3km/h로 5.1%정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일에 지하철 승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말보다는 평일에 차량통

객수는 버스 승객수보다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행속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에

있다. 주말에 지하철 승객수는 평균 198(천명)에서

차량 통행속도는 오후 시간인 13시에서 17시 사이

평균 213(천명)으로 7.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

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율은 9시에

났다. 주말에는 지하철 승객수보다 버스 승객수가

-17.2%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훨씬 높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평일에 차량 교

말에 13시~17시 사이에 차량 통행속도가 2016년

통량의 감소는 자가 운전자들이 주로 지하철 이용

에 비해 2019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

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말에는 자가 운

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전자들이 지하철보다는 버스 이용으로 전환한 것으

수 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로 판단된다. 평일에는 신호등과 교통체증이 있어

설치 후 차량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가 모두 감

시간이 지연되는 BRT보다는 정시성이 높은 지하철

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차량 교통량이 감소한 데는 차량 통행속도가 느려

BRT의 편리성과 운행시간, 안전성 등의 요인을 고

진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자가 운전자들

려하여 BRT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이 다른 도로로 우회하거나 신속하고 편리한 버스

된다.

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

<그림 3>은 2016년과 2019년에 해운대~원동IC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차후 실증분석을 통해 설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 차량 통행속도, 버스

명하고자 한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를 나타낸다. 해운대~원동IC

3) 본 연구에 사용한 차량 통행속도는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통행속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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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차량 교통량은 2016년 평균 2,493대에서

승객수 증가율이 18시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2,038대로 18.3%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

보아 자가 운전자들이 퇴근 시 버스 이용으로 전환

었다. 특히 퇴근 시간대인 18시와 19시에 각각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동IC~해운대 구간과

-31.6%, -35.1%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같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차량통행속도가 이

은 결과는 같은 시간대에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

전보다 많이 느려져서 자가 운전자들이 출퇴근시

보다 감소율이 더 낮은 수치이고, BRT 설치 후 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로 감소로 교통혼잡이 심해져 자가 운전자들이 퇴

말에 버스 승객수는 2016년 평균 1,823명에서

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2019년 평균 2,156명으로 16.1% 정도 증가한 것으

된다. 주말에 차량 교통량은 2016년 평균 2,251대

로 나타나, 원동IC~해운대 구간과 같이 평일보다는

에서 2019년 평균 1,761대로 22.4% 정도 감소한

주말에 버스 이용률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녁 시간대에 차량 교통량 증

다. 주말에도 2시 이후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버스

가율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

이용률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지하철 승객수는 평일에 2016년 평균 412(천명)

차량 통행속도는 평일에 2016년 평균 23.9km/h

에서 평균 469(천명)으로 13.8% 정도 증가한 것으

에서 2019년 평균 21.9km/h로 8.4% 정도 감소한

로 조사되었다. 주말에 지하철 승객수는 195(천명)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근 시간대인 8시~9시에

에서 209(천명)으로 7.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

-15.7% 정도로 차량 통행속도 증가율이 가장 낮았

났다. 원동IC~해운대 구간과 같이 중앙버스전용차

고, 퇴근 시간대인 17시에 증가율이 다른 시간대보

로 설치 후 버스승객수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증가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퇴근 시

율이 더 크게 높아졌고, 지하철 승객수는 주말보다

간대에 원동IC~해운대 구간 보다는 해운대~원동IC

는 평일에 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구간의 교통이 더 혼잡하여 통행속도가 느린 것으

는 출퇴근이나 등하교, 회의, 행사 등 시간 엄수를

로 볼 수 있다. 주말에 차량통행속도는 평일에

위해 정시성이 높은 지하철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

2016년 평균 24.6km /h에서 2019년 평균 23.2km

고, 주말에는 공적인 업무보다는 사적인 모임이나

/h로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량

여가활동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편리성

통행속도 증가율은 오전 8시에 -15.4%로 가장 낮

과 쾌적성, 안전성이 높은 BRT를 선호하는 것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동IC~해운대 구간과 비슷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차량 교통량과

하게 15시~18시 사이 차량 통행속도 증가율이 양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의 값으로 나타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자가

해 사용한 자료로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지하

승용차 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되

철 승객수의 차분변수의 시간별 추이와 상관계수를

었다.

설명하고자 한다.

버스 승객수는 평일에 2016년 평균 6,222명에서
2019년 평균 6,661명으로 7.1% 정도 증가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퇴근 시간대인 18시에 18.4%로 가
장 버스 승객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오후
시간대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
운대~원동IC 구간에서 차량 교통량이 퇴근 시간대
인 18시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버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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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동IC~해운대 구간 기술통계(평일과 주말) (단위: 대, km/h, 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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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운대~원동IC 구간 기술통계(평일과 주말) (단위: 대, km/h, 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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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
의 차분변수의 시간별 추이 및 상관계수

일에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의 상관계수는

<그림 4>는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0.3으로 나타나고, 차량 교통량과 지하철 승객수

2019년과 2016년의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

는 -0.09,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0.67로

<표 2>에서 이들 세 변수의 상관계수를 보면, 평

하철 승객수의 차분의 시간별 추이를 나타낸다. 평

나타난다. 세 변수의 상관관계는 주말에도 평일과

일에 시간대별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지하철

같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차량 교통량과 버

승객수와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차량 교통량과 버

스 승객수 및 지하철 승객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스 승객수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차량 교통량

-0.47, -0.04로 나타났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

과 지하철 승객수는 음(-)의 관계, 그리고 버스 승

객수의 상관계수는 0.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량

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난다.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및 지하철 승객수는 대체관

주말에도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차량 교

계에 있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보완관

통량과 버스 승객수 및 지하철 승객수는 음(-)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것은 다음 장의

계가 나타나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양

실증분석에서 설명할 것이다.

(+)의 관계가 나타난다. <그림 4>에서 시간별 추이

로 확인한 세 변수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표 2>에서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원동IC~해운대 구간 2016년과 2019년의 차량 교
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 차분의 상관계수
평일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

차량교통량

1.00

버스승객수

-0.30

1.00

지하철승객수

-0.09

0.67

1.00

주말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

차량교통량

1.00

버스승객수

-0.47

1.00

지하철승객수

-0.04

0.45

1.00

자료: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부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부산 교통
공사

<그림 5>는 해운대~원동IC 방향의 도로에서
2019년과 2016년의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

하철 승객수의 차분의 시간별 추이를 나타낸다. 평
일에 시간대별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및 지하
철 승객수와 관계는 대채로 음(-)의 관계가 나타나
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양(+)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주말에는 차량교통량과 버스 승
객수는 음(-)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차량교통
<그림 4> 원동IC~해운대 구간 2019년과 2016년의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차분의
시간별 추이(단위: 대, 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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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지하철 승객수는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제외
하고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 버스 승객수와 지하
철 승객수는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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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수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상관관계는 평일보
다는 주말에 더 높게 나타났다.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상관계수는 각각 -0.89,
-0.56으로 나타났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

는 0.60으로 나타났다.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도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및 지하철 승객수는 대
체관계가 있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보
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설치가
차량 통행속도 및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하고, 차량 통행속도와 차량 교통량의 관계도 분
<그림 5> 해운대~원동IC 구간 2019년과 2016년의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차분의
시간별 추이(단위: 대, 명, 천명)
<표 3> 해운대~원동IC 구간 2016년과 2019년의 차량 교
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 차분의 상관관계
버스
승객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버스 승객수와 지
하철 승객수의 관계도 분석한다. 우선 BRT의 설치
가 차량 통행속도 및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두 식(1), (2)와 같은 선형회귀모형으로 추정
한다. 식(1)에서 종속변수   는 차량 통행속도이고,

평일

차량
교통량

차량교통량

1.00

버스승객수

-0.50

1.00

지하철승객수

-0.15

0.73

1.00

간 더미변수로서 2016년에 속하면 0이고, 2019년

주말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량

지하철
승객량

에 속하면 1의 값을 가지고, 즉 BRT의 설치가 차량

차량교통량

1.00

버스승객수

-0.89

1.00

지하철승객수

-0.56

0.60

지하철
승객량

석한다. 또한 차량 교통량의 증감이 버스 승객수의

독립변수인   는 차량 교통량으로써 차량 교통량이
차량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는 시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두 번째 모형
인 식(2)는 종속변수가 차량 교통량이고, 독립변수

1.00

자료: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부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부산 교통
공사

인   는 차량 통행속도로써 차량 통행속도가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식 (2)에서  
는 식(1)에서와 같이 BRT 설치 여부를 나타내고,

<표 3>에서 이들 세 변수의 상관계수를 보면, 평

즉 BRT의 설치가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

일에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의 상관계수는 -0.5

타낸다. 또한 식(1)과 식(2)의 모형을 추정하여 차량

이고, 차량 교통량과 지하철 승객수는 -0.15, 버스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차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는 0.73으로 원동IC~해운

량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대 구간보다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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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1)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차량 교통량이 1%

ln       ln         

(2)

증가하면 차량 통행속도는 0.5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에는 차량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세 번째로 차량 교통량이 버스 승객수에 미치는

차량 통행속도의 탄력성이 평일보다 낮게 나타났

영향과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수의 관계를 1차

다. 따라서 평일에 차량 교통량 증가에 의한 차량

차분모형으로 추정한다. 모형은 식(4)에서 식(3)을

통행속도 감소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주말보다

빼주면, 아래의 식(5)과 같이 1차 차분 모형으로 변

는 평일에 교통체증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된다. 식(5)는 아래의 식(3), (4)인 2016년, 2019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평일에 차량 교통량이 1%

년 선형회귀모형에서 1차 차분을 통해 오차항   를

증가하면 차량 통행속도는 0.58% 감소하는 것으로

제거하고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2016년과 2019년의 차분한 변수를 추정하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한 변수가 증감할 때

다른 한 변수가 증감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는 버스 승객수이고, 독립변수인  
는 차량 교통량과 지하철 승객수를 나타내고, 버스
승객수와 차량 교통량, 그리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
철 승객수와의 관계를 추정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나타났다. 주말에는 차량 교통량이 1% 중가하면 차
량 통행속도는 0.4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운대~원동IC 구간보다는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차량 통행속도
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 BRT 설치 추정결과(1)
구분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t=2016

(3)

               , t=2019

(4)

∆      ∆   ∆ 

(5)

Ⅳ. 분석결과

차량
교통량

원동IC~
해운대
(평일)

원동IC~
해운대
(주말)

해운대~
원동IC
(평일)

해운대~
원동IC
(주말)

-0.744*** -0.523*** -0.576*** -0.428***
(0.066)
(0.060)
(0.103)
(0.043)

중앙버스
-0.290*** -0.172*** -0.209*** -0.158***
전용차로
(0.029)
(0.045)
(0.055)
(0.035)
(미설치)
상수항

9.277***
(0.538)

7.413***
(0.480)

7.652***
(0.804)

6.460***
(0.327)

관측수

32

32

32

32

0.844

0.729

0.543

0.781





주: *** p<0.01, ** p<0.05, * p<0.1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가 차량
통행속도 및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원동IC~해운대 구간에

고, 차량 교통량,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의 관

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설치는 차량 교통속

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 <표

도가 29%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6>과 같다. <표 4>는 BRT의 설치가 차량 통행속도

났다. 주말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로 17.2%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차

정도 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BRT의

량 통행속도이고, 독립변수는 차량 교통량, BRT 더

설치로 인해 평일과 주말에 모두 차량 통행속도가

미변수이다. BRT 더미변수는 BRT 설치의 효과를

상당히 감소하였고, 특히 주말보다는 평일에 차량

추정한 결과이다.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더 많이 느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

교통량이 1% 증가하면 차량 통행속도는 0.74% 감

운대~원동IC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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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차량교통량이 20.9% 정도 감소하는 결과로

같이 한 도로 구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도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로

구간 중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높은 구간으로 차량

15.8% 정도 통행속도 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차량 통행속도가 차량 통행량에

나타났다. 따라서 해운대~원동IC 구간보다는 원동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C~해운대 구간에서 BRT의 설치에 따른 차량 통행

속도 감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과관계는 일치하지 않지만 차량 교통량을 종
속변수로 두면,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설치가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표 5> BRT 설치 추정결과(2)
구분

원동IC~
해운대
(평일)

원동IC~
해운대
(주말)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원동IC~해운대 구간에서
해운대~
원동IC
(평일)

해운대~
원동IC
(주말)

차량
-1.092*** -1.386*** -0.901*** -1.816***
통행속도 (0.0975)
(0.159)
(0.161)
(0.181)
중앙버스
-0.354*** -0.298*** -0.288*** -0.345***
전용차로
(0.0342)
(0.0705)
(0.0654) (0.0685)
(미설치)
상수항
관측수





11.65***
(0.318)

12.48***
(0.515)

10.64***
(0.511)

13.44***
(0.576)

BRT의 설치는 차량 교통량이 35.4%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설치로 29.8% 정도 차량 교통량이 감
소하였다.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
차로의 설치는 차량 교통량이 28.8%정도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
치로 34.5% 정도 차량 교통량이 감소하였다. 따라
서 BRT의 설치는 차량 교통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32

32

32

32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의 분석결과에서

0.851

0.748

0.590

0.799

BRT의 설치로 평일에 해운대~원동IC 구간보다 원

주: *** p<0.01, ** p<0.05, * p<0.1

동IC~해운대 구간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더 많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원동IC~해운대 구간

<표 5>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가 차량 교통

에서 더 느려진 통행속도로 인해 차량 교통량이 해

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운대~원동IC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

차량 교통량이고, 독립변수는 차량 통행속도, BRT

다. 본 절에서는 BRT의 설치로 차량 교통량이 감소

더미변수이다. 평일과 주말에 원동IC~해운대 구간

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다음에서는 감소한 차량 교

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증가하면 차량 교통량이 감

통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우회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로로 이동한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도 차량 통행속도가 차량 교통량에 부정적인 영향

<표 6>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차량 교통량,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차량 교통량이

버스 승객수, 지하철 승객수를 차분한 변수를 추정

적은 시간대에 차량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는 버스 승객수이고, 독립변

차량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는 음(-)의 관계가 있

수는 차량 교통량, 지하철 승객수이다. 본 모형으로

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4>와 <표 5>의 결

차량 교통량이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가 증가하는지

과에서 차량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의 인과관계를

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승객

설명하면, 차량 교통량의 증감이 차량 통행속도의

수와의 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 2016년에서 2019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 사이 평일에 원동IC~해운대 구간에는 차량 교통

차량 교통량의 증가가 차량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는

량과 버스 승객수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지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차량 통행속도가 차량 교통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말에는 차량 교

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본 연구와

통량이 1대 증가하면 버스 승객수는 0.55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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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증가하면 버스 승객수가 11명 정도 증가하는

<표 6> 차분모형 추정결과
구분

원동IC~
해운대
(평일)

원동IC~
해운대
(주말)

차량교통량
차분

-0.342
(0.271)

-0.551*
(0.262)

-1.026** -1.409***
(0.399)
(0.263)

10.96*
(5.421)

15.93***
(3.680)

-938.8*** -444.5***
(273.1)
(111.9)

지하철
7.726***
승객수 차분 (2.301)

해운대~
원동IC
(평일)

해운대~
원동IC
(주말)

6.480
(6.022)

상수항

-171.1
(223.3)

-23.77
(180.2)

관측수

16

16

16

16



0.514

0.405

0.694

0.802

주: *** p<0.01, ** p<0.05, * p<0.1

것으로 나타나, 평일보다는 주말에 지하철 증가에
따른 버스 승객수 증가량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평일에 지하철 승객수
가 천명 증가하면 버스 승객수는 15.9명 증가하였
고, 주말에는 지하철 승객수가 천명 증가하면 버스
승객수는 6.5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원동IC~해운대와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모두 지하철 승객수가 증
가하면 버스 승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
하철 승객수와 버스 승객수는 보완관계에 있음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설명하면, 차량

알 수 있다. 따라서 BRT의 설치 후 버스 통행 여건

교통량이 100대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는 55명 증

이 개선되고, 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여 차량 교통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량이 감소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평일에 차량 교통량이

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음에서는 원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동IC~해운대 구간 해운대로의 우회로를 통행하는

고, 차량 교통량이 1대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가 1

차량 교통량에 대해 조사하여 원동IC~해운대 구간

명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차

의 차량 교통량 감소가 자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량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

을 피해 우회로로 이동한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었고, 차량 교통량이 1대 감소하면 버스 승객수가

<표 7>은 원동IC~해운대 구간의 우회로인 장산2

1.4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교통량

터널과 센텀시티 교차로의 2016년과 2019년의 차

감소에 의한 버스 승객수의 증가량은 원동IC~해운

량 교통량 변화를 나타낸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대 구간보다 해운대~원동IC 구간에서 부정적 효과

설치된 원동IC~해운대 구간 도로의 우회로는 장산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구간에서 모두

2터널과 센텀시티 교차로를 지나는 도로가 있다.

평일보다 주말에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해운

장산2터널에서는 원동IC~해운대 방향의 차량 교통

대~원동IC 구간에서 주말에 차량 교통량 감소에 의

량은 2016년 53,221대에서 52,624대로 1.1% 정도

한 버스 승객수의 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감소하였고, 해운대~원동IC 방향의 차량 교통량은

다. 따라서 해운대~원동IC 주말 구간에서 BRT 설

56,633대에서 53,860대로 4.9% 정도 감소하는 것

치에 따른 버스 이용의 전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으로 나타났다. 센텀시티 교차로에서는 원동IC~해

할 수 있다. 앞서 <그림 2>와 <그림 3>의 기술통계

운대 방향의 차량 교통량은 36,020대에서 33,389

에서 주말에 자가 운전자들이 버스 이동으로 전환

대로 7.3% 정도 감소하였고, 해운대~원동IC 방향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실

의 차량 교통량은 41,116대에서 38,470대로 6.4%

증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차량 교통량과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서 2019

버스 승객수는 대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이후 우회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평일에 지하철 승객수

구간에서 차량 교통량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고,

가 천명 증가하면 버스 승객수는 7.7명 정도 증가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차량 교통량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지하철 승객수가

감소한 것은 자가 운전자들이 교통혼잡으로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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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원동IC~해운대 구간의 우회로 차량 교통량
(단위: 대)
장산2터널
원동IC~해운대

해운대~원동IC

2016

2019

2016

2019

53,221

52,654

56,633

53,860

도로에서 차량 통행속도가 20.9% 정도 감소한 효
과와 비교하면,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해 차량 통행속
도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6에서 2019년 사이 BRT의 설치는 원

센텀시티 교차로
원동IC~해운대

되었다. 이것은 같은 평일에 해운대~원동IC 방향의

해운대~원동IC

2016

2019

2016

2019

36,020

33,389

41,116

38,470

자료: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포털

동IC~해운대와 해운대~원동IC 양 방향의 도로에서
평일에 차량 교통량이 각각 35.4%, 28.8% 정도 감
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번째
결과에서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교통체
증이 심해 차량 통행속도가 해운대~원동IC 방향의

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BRT 이용이나 지하철

도로보다 더욱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로인

승차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말에 해운
대~원동IC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이 34.5%

Ⅴ. 결론

정도 감소하여 평일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이것은 주말이 평일보다 교통체증이 심해

본 연구에서는 원동IC~해운대 구간의 해운대로

차량 교통량이 많이 감소하기 보다는 BRT 이용의

에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

편리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의 증가로 차량

의 설치가 차량 통행속도 및 차량 교통량에 미치는

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효과를 추정하고, 차량 교통량의 증감이 버스 승객

기술통계에서 주말에 자가 운전자들이 버스이동으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버스 승객수와 지하철

로 전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

승객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BRT의 설치

BRT가 개통되기 전의 자료인 2016년 10월의 교통

는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감소하여 차

자료와 BRT가 개통된 후의 자료인 2019년 10월의

량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이로인해 차량 통행량이

교통자료를 사용하여 BRT 설치 전후의 효과를 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감소한 차량 교

교분석한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인지 우회로로 이동

원동IC~해운대 구간의 양 방향 도로에서 차량 교통

한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량이 증가하면 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셋째,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원동IC~해운대

나타났다. 특히 평일과 주말 모두 원동IC~해운대

구간 양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이 감소하면

구간에서 해운대~원동IC 구간보다 차량 교통량 증

버스 승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곧 감소

가에 따른 차량 통행속도의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

한 차량 교통량은 버스 이용으로 전환한 것이 증명

로 나타나,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가 교통체증

되었다. 따라서 차량 교통량과 버스 승객수는 대체

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서 2019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에 해운대~원동IC

사이 해운대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평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교통량 감소에 의한 버스 승

일에 원동IC~해운대 방향의 도로에서 차량 통행속

객수 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앞서 주말에

도가 29%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자가 운전자가 버스 이동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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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와 일치한다.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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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부분의 오래된 단독주택지구에서는 무분별한 주차가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도 대형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워 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
는 단독주택지구의 주차실태를 고려하여 소방자동차가 진입 가능한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소방자동차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자동차 제원을 기준으로 소방자동차 진입 등급을 평가하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의 단독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차량 주차실태에
따른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소방자동차 진입 등급이 F인 도로구간의 비
율은 시간대에 따라 34%에서 40%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주차수요는 시간대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단독주택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들 도로구간을 우회해서
건물에 진입하는 경로를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도로 폭원이 좁고 무분별한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독주택지구에서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주차 관리 방안을 마련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단독주택지구, 소방자동차, 주차, 접근 가능성

It is common to witness cars parked on the narrow streets irresponsibly, particularly in residential
areas with detached houses. It frequently causes the delay to make fire engines arrive at the house
of bur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measure that can help identify fire engines access
level and to apply this to the example residential areas. The measure is developed based on the
effective width of general fire engines and is applied to the example residential areas in
Cheonyeondong, Seodaemun-gu,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e of F-level streets where fire
engines cannot enter the streets because of parking vary between 34% and 40% depending on the
time of the survey. This implies that the access routes of fire engines should be set to detour those
streets. This study will help decide how to regulate parking in residential areas with narrow streets
to secure fire engine access.
￭ Keywords: residential areas, fire engine, parking, fire engine access level

단독주택지구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Ⅰ. 서론

로의 노상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소방 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다. 가령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소방자동

단독주택지구의 화재위험은 아파트지구보다 높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특정 도로구간을 안다면 우

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회도로를 이용해서 화재현장에 진입하거나 소형 소

로 사망한 560명 중 72%인 402명이 단독주택, 다

방자동차 투입, 소화전의 추가 설치 등 다른 대안을

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지구에 위치한 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에서 사망했다(소방청, 2021). 단독주택지구의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구 도로에

높은 화재 피해는 주차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무분

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

별한 주차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2001년 3월

운 도로구간을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사건’과 2017년 ‘제천 스포

가 소방 활동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츠센터 화재사건’이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주차라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동일한 원인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고 이

이를 위해 우선 문헌 검토를 통해 관련 연구 동

때문에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컸지만 단독주택지

향을 정리한다. 이후 소방자동차의 제원과 단독주

주차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택지 도로 현황, 주차실태 등을 기반으로 단독주택

단독주택지구에 무분별한 주차가 만연한 이유는

지구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평가지표를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

개발한다. 또한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

다. 단독주택지구에는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해 서대문구 천연동의 단독주택지구 도로를 대상으

대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아 필요한 주차면은 10면

로 지표를 적용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이 넘는 경우도 많지만 주택 내부에 위치한 주차면
수는 한두 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집
앞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Ⅱ. 기존연구 고찰

단독주택지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

주택의 소방 안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료든 유료든 합법적으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화재 발생시 소방자

주차할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속만으로 불법주

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차를 근절하기 어렵다.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단속을 강화하면 주민의 불만만 높아진다. 원칙적

소방 관련 장치를 통해 빨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내부에 주차면을 필요한

있는지를 다루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자

만큼 조성하면 좋지만, 이는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동차의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한다.

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

가장 많은 연구유형은 골든타임 이내에 접근하기

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

어려운 화재취약지구를 찾는 연구이다. 송희종

산 확보 혹은 주차장 부지 조성의 어려움 때문에

(2011)은 화재취약지구 접근성을 감안하여 서대문구

이마저 쉽지 않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산을 배

관내 3개 소방서의 서비스 권역 조정방안을 제시하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였다. 특히 접근성 분석을 위해 도로종류별 평균통

따라서 추가적인 주차장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

행속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Chen et al (2021)

까지 소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

은 중국 난징시를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속

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안은 단독주택지구내 도

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소방자동차 접근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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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비교하였다. Green et al (2014)은 남아프리

로 낮 시간에는 주정차 수요가 낮으며 야간에 박차

카 공화국의 eThekwini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새로

(拍車) 수요가 높아진다. 따라서 도로별 주차단속

들어설 소방서의 최적 입지를 소방자동차의 접근시

건수 (Choi et al, 2018)보다는 시간대별로 주정차

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Lee et al (2020)은 소화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물별 소방자동차

전의 위치와 소방자동차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 접근 경로를 복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 북구의 화재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이슬지·
이지영 (2011)은 GIS를 이용하여 서울시 도봉구를
집계구 단위로 소방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인구밀도,
건물밀집도, 재난발생률 등의 변수가 이용되었다.

Ⅲ. 단독주택지구 도로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지표 개발

소방자동차의 접근성을 도로의 폭원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실태와 연관한 연구로는 Choi et al

단독주택지구내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2018)이 대표적이다. 청주시를 대상으로 지리정보

등급 평가의 핵심은 소방차가 소방 활동을 할 수 있

체계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분석

는 물리적 공간이 도로에서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에

을 실시하여 소방 구조대의 접근성 취약지역을 분

달려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입 가능성 등급지표를

석하였다. 그 결과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건

개발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로 소방자동차 제원이 가

물의 비중이 32.2 %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정차

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도로 폭원, 도로 위 주정차

단속자료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을 파악

여부, 기타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표 1>은 단독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주택지구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가능성 지표 개발

실제 불법주정차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한계가 있다. 윤소연(2016)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진입로 차단 문제를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TV (폐
쇄회로 TV)와 IoT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독주택지구에서는 대체 주차
장이 없어 주차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표 1> 단독주택지구내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도로폭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파악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독주택지구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성

차량
주정차

은 도달시간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접근 가능성 측
면에서도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가로는 폭원이 좁아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소
방자동차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
분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둘째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시간
대별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en et al, 2021). 단독주택지구에서는 주정차 수

요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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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주요내용

소방
․ 소방자동차 제작표
․ 폭 2.2m 이상 (2.5m 권장)
자동차 제원 준 및 기술기준
․ 건축법 제2조①

․ 도로폭 4m 이상

․ 소방기본법 제21조
․ 소방기본법 제21조
의2②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에서 소방자동차의 통
행방해행위 금지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
화장치로부터 5m 이내 주
정차 금지

건축선 수직면
․ 건축법 제47조
내 관리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미터 이하 건축선주)의 수
직면 내 침범 제한

도로 시설물, ․ 도로법 시행령 제3조 ․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물
적치물 ․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
소방
용수시설

․ 소방기본법 제10조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설치 및 유
지관리

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건축법 제46조)
자료: 한상진외 (2019)을 기반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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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란 “소방 및 인명 구조에 필요한 각종

시계획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의 경우는

장비를 갖추고 그 임무에 쓰이는 특수차량”(다음 한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중대형 소방자동차의

국어사전, 2019)을 말한다. <표 2>는 국민안전처(2017)

폭원이 2.5m이고 소형 소방자동차의 폭원이 2.2m

와 한국화재소방학회(2010)의 자료를 검토하여 정

인 점을 감안할 때 4m 도로폭도 충분하지 않다.

리한 소방자동차 유형별 제원이다. 도로상황에 따라

특히 차량의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좁은 도로에

화재 현장으로 진입 가능한 소방자동차의 유형은 대

서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형, 중형, 소형 등 다양하다. 단독주택지구에 투입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의 폭

는 소방자동차 폭원은 대형이라 하더라도 2.5m를

원은 소형승용차라 하더라도 1.7m를 기준으로 한

넘지 않는다. 높이는 소방펌프차를 기준으로 3.4m

다. 따라서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소한

이다. 회전반경은 9.9m가 확보되어야 한다.

1.7m 넘게 도로폭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하지만 도로 폭원 차원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단
독주택지구가 많이 있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조

4m 폭원의 도로라 하더라도 주차가 이루어지면 대

형 소방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된 단독주택지의 경우 도로 폭원이 채 2m도 확

기타사항으로 도로 시설물, 적치물, 도로변 높이

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건축법 제2조 제

4.5m 확보,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도 소방차의 진입

1항은 건물과 인접한 도로의 최소폭을 4m로 제시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 시설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

물과 적치물은 도로의 유효폭원을 줄인다. 가령 단

<표 2> 소방자동차의 유형별 제원

화단 등은 소방차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간을 줄

독주택지구에 설치되는 전봇대, 재활용품 적치물,
(단위: mm)
유형1)

세부유형

로변 높이 4.5m 확보는 소방차처럼 차고가 높은 경

전고

외부(  )

우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마지막

소방자동차 제원
전장

전폭

인다. 그만큼 소방차의 진입가능성이 낮아진다. 도

회전
반경2)

대형

8,500 2,500

3,400

9.9

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위치도 소방차의 진

중형

8,000 2,500

3,200

8.6

소형

6,800 2,200

2,800

7.7

입 가능성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경형

5,000 1,800

2,500

-

대형

10,000 2,500

3,700

10.7

입이 어렵더라도 화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

8,500 2,500

3,400

9.9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구내 도로의 소방자동

소형

7,800 2,500

3,200

8.6

33m급 이하 10,000 2,500
소방
사다리차 33m급 이상 12,500 2,500

3,800

10.7

차 진입가능성 평가지표로 소방차와 주차한 차량까

3,900

10.7

33m급 이하 10,000 2,500

3,800

10.6

자 한다. 여유폭은 주차한 차량 이외의 도로 시설물

33m급 이상 12,500 2,500

3,900

10.7

이나 적치물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50m 이상 13,000 2,500

4,000

11.0

소방
펌프차3)

소방
물탱크차4)

소방
굴절차

주: 1) 소방화학차, 구조공작차, 조연차, 고성능화학차 등의 제원
은 표에 제시된 소방자동차 유형의 제원보다 작아 제시된
유형만 고려하였음
주: 2) 공식에 의해 산출된 회전반경값으로 실제 회전반경값은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주: 3) 경형소방펌프차의 회전반경은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
족한 관계로 산정하지 않음
주: 4) 물탱크차의 회전반경은 소방사다리차 및 소방펌프차 기준
적용
자료: 한상진 외(2019)

하다. 소화전이 이용 가능할 경우 대형 소방차의 진

지의 거리 또는 여유폭 (이하, 여유폭)을 사용하고

그러나 앞서 설명한 도로변 높이 4.5m 확보, 소
방용수시설 위치 등 기타 고려사항은 시급성을 감
안할 때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향후 연구주
제로 남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로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물
이나 특정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접근성
평가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후자의 경우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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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부터의 통행시간이나 통행거리 등을 주
요지표로 특정 건물이나 지점까지의 접근성을 평가
한다.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 A는 여유폭이
2.5m 이상인 경우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한 상태를
A : 여유폭＞2.5m>
<진입 가능성 등급◯

의미한다. 다른 중대형 차량과 교행이 가능한 수준
이다. 진입 가능성 등급 B는 여유폭이 1.5m에서
2.5m 사이인 경우로 소방차 진입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다만 차량의 교행은 제약된다. 진입
가능성 등급 C는 여유폭이 1.5m에서 1.0m 사이인
경우로 소방차 진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
<진입 가능성

B:
등급◯

2.5m≥여유폭＞1.5m>

다. 차량의 교행은 어렵다. 진입 가능성 등급 D는
여유폭이 1.0m에서 0.5m 사이인 경우로 소방차 진
입이 겨우 가능한 수준이다. 진입 가능성 등급 E는
여유폭이 0.0m에서 0.5m 사이인 경우로 소방차 진
입이 가능은 하나 운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

<진입 가능성 등급ⓒ: 1.5m≥여유폭＞1.0m>

우이다. 진입 가능성 등급 F는 여유폭이 없어 소방
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림 1>은 소
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을 도로구간 (단일
로)에 대해 평가할 경우에는 도로구간에서 가장 여
유폭이 좁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평가 대상

D : 1.0m≥여유폭＞0.5m>
<진입 가능성 등급◯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은 진입 가능성 등급이 A였지만
중간에 D인 곳이 있다면 대표 등급은 D가 된다.

Ⅳ. 사례 분석 및 활용
E : 0.5m≥여유폭＞0.0m>
<진입 가능성 등급◯

단독주택지구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평가지표를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단독주택지구
에 적용한다. 이곳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
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
방자동차 및 긴급차량의 통행지연 사례가 종종 발

F : 0.0m＞여유폭>
<진입 가능성 등급◯

자료: 한상진 외 (2019)

<그림 1>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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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어 주차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서대
문구, 2019). <그림 2>는 사례분석 대상지의 가로
망과 주택의 분포, 주차면 공급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가로망 체계와 필지 분할은 자연발생적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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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도로가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로 운영된

- 도로 폭은 넓지 않지만 주차된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
- 진입 가능성 등급 C: 소방차의
폭 2.5m를 감안해도 여유폭이
1.0m 정도 확보가 가능

다. 폭원은 20m가 넘는 곳도 있지만 4m가 안 되는
곳도 많다. 도로 총연장 2,436m 중 도로폭이 4m
미만인 도로구간이 516m로 전체 도로연장의 21%

- 좁은 도로에 이중 주차가 이루
어진 곳
- 진입 가능성 등급 D: 소방차의
폭 2.5m를 감안하면 여유폭이
0.7m 정도 확보가능

를 차지한다. 폭원 1m 정도의 도로는 보행자전용
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가구 수 959에 비해 주차면은 많이 부족하

- 좁은 도로 진입부에 주차한 차
량으로 차량 진출입이 매우 제
약된 상황
- 진입 가능성 등급 E: 소방차의
폭 2.5m를 감안하면 여유폭이
0.5m 미만

다. 가구당 평균 0.75대 수준으로 차량을 소유한 것
으로 가정하면 대략 719면의 주차면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111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중 주택 필
지 내부 속한 주차면은 47면에 불과하다. 이마저 대
부분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지구

- 주차한 차량으로 차량진출입이
불가한 상황
- 진입 가능성 등급 F: 소방차도
통행불가

가운데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이 각각
20면, 10면씩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사례지역 남측의

일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면 34면이 있다.

주: 사진촬영 일시 - 2019년 5월 16일 14:00~15:00
자료: 한상진 외 (2019)을 기반으로 재구성

<그림 3> 서대문구 천연동 일대 주차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

각각, C, D, E, F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단독주택지구내 도로의 소방 자동차 진입 가능
성 등급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로 위
주정차 수요가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자료: 한상진 외 (2019)

<그림 2> 서대문구 천연동 일대 주차공급
(2019년 5월 16일 기준)

적으로 단독주택지구에서는 야간 박차(拍車) 수요
가 가장 높다. 사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첨두 주차수요는
자정부터 새벽 5시로 나타났다. 낮 시간대에는 상

이렇게 주차면이 부족한 만큼 사례지구 내부 도

업시설이 별로 없어 주차유발 수요가 높지 않은 편

로에서의 무분별한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 때

이다. 하지만 저녁시간 이후에는 주차수요가 늘어

문에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5월 16일

림 3>은 사례분석 지구의 무분별한 주차현황과 소

14:00시, 20:00, 2019년 5월 17일 06:00에 모든

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을 예시하고 있다. 첫 번

도로구간에 대해 주차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째는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에 비교적 여

각 시간대별로 소방 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이 어

유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이중 주차가 이루어지는

떻게 달라지는지 도로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4>는

곳, 세 번째는 주차 차량이 도로 진출입구를 막는

시간대별 소방 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 변화를

경우, 네 번째는 도로 구간 전체를 주차면으로 이용

비교하여 보여준다.

하는 경우이다.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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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를 살펴보면 사례분석 지구 중앙에 위치

한 넓은 도로만 A등급이고 일부 B등급 도로구간이
있지만 많지 않고 대부분 C~F 등급을 나타내고 있
다. 대체로 진입 가능성 등급은 시간대별로 민감하
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후 14:00시에는
B, C, D, E 등급이었으나 저녁 20:00시와 새벽
06:00시에 F등급으로 바뀌는 구간 (그림에서 ★로

표시)이 나타난다. 밤 20:00시에 F등급으로 바뀌는
지점은 3개소, 이튿날 06:00시에는 6개소로 늘어났
다. F등급이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
14:00시 기준 (F등급 34%)

리하면 오후 14:00시에는 34%였다가 밤 20:00시에
는 39%, 새벽 06:00시에는 40%로 늘어난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을 사전에 알면 단독주택지구에서 화재
진압을 위한 경로 선택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가령, <그림 5>는 새벽 06:00시 기준으로 사례분석
지구내 특정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접근 경로를 비교하고 있다. 왼쪽 그림은 시
간대별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을 감안하지
않고 주변의 집분산 도로에서 화재현장까지 최단거
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도로는 소방자동차가 아예 통과할 수 없는 F 등급

20:00시 기준 (F등급 39%)

의 도로이다. 합리적인 접근로는 오른쪽 그림에 제
시한 것처럼 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
야 소방차 진입등급이 F 등급인 도로구간을 우회할
수 있다.
이처럼 소방 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 평가는
단독주택지구내 화재 진압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지표를 활용하려면 단독주택지구 도
로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주차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
구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
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주차면 공급

06:00시 기준 (F등급 40%)
자료: 한상진 외 (2019)

<그림 4> 시간대별 소방 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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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독주택지구에서의 주차실
태 조사와 이에 기반한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평가는 화재진압을 위한 경로 선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독주택지구 도로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주: 1) 좌측은 소방자동차 진입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접근방법이며, 우측은 소방자동차 진입수준을 고려했을 때(06:00의 경우)의
접근방법.
주: 2) 화살표는 소방자동차의 이동경로를 의미함.
주: 3) 우측 그림에서 음영처리된 링크는 소방자동차 진입수준이 F 등급인 링크를 의미함.
자료: 한상진 외 (2019)

<그림 5>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성 등급을 고려한 경로 선택

Ⅴ. 결론

차 접근이 가능하나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F등급 도로구간이 있다. 이는 단독주

단독주택지구에서의 무분별한 주차는 오래된 문
제이다. 이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소중한 인명

택지구 내 화재 발생시 소방 자동차의 진입 경로를
시간대별로 달리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가 발생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단독주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방 자동차의 진입 가능성

지구 내부의 주차면 공급은 그만큼 어려운 정책인

등급 평가지표는 무분별한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듯하다. 본 연구는 무분별한 주차가 일상적으로 이

있는 다른 단독주택지구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

루어지는 단독주택지구 도로를 대상으로 소방 자동

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독주택

차의 진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지구에 대한 정기적인 주차실태조사가 중요하다.

를 위해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일대 단독주택지

이는 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상당한 비

구를 대상으로 주차실태를 낮, 밤, 새벽 시간대에

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법주정

조사하고 주차 때문에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성이

차 단속에 활용되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면 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유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독주택지구내 도로의

다. 그 결과 시간대별로 주차수요 때문에 소방 자동

무분별한 주차는 소방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차의 진입 가능성 등급이 달라지는 도로구간이 여

주차면 확보를 위한 이웃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보

러 곳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낮시간에는 소방

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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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의 활용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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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causes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stimated parameters. Therefore, after estimating the model,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nonlinearity through additional research to confirm
whether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raffic volume and UV on ozone concentration
conform to the theory. This argument was raised during the review of the author's 2021 paper
but was not fully dealt with in detail because of page limi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onlinearity of the ozone-traffic model to confirm
whether the estimated explanatory variables are consistent with the ozone generation theory. The ozone
model was differentiated for each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identified.
The ozone model was differentiated for each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identified. In general, traffic plays a negative role in ozone concentration, and in the case of UV
rays, it has a positive effect. As a result of finding the derivative and elasticity of explanatory variables,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ozone gener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ditions.
Therefore, when interpreting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in a model in which nonlinearity exists,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differentiating and verifying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 Keywords: Ozone; Traffic flow; Ultraviolet radiation; Non-linearity; Derivative Function

오존 농도는 오존 생성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존재와 비율, 자외선
(UV)의 강도에 따라 변화한다. 오존 생성이 전구물질의 비율 그리고 UV의 강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연구에서 추정된 오존-교통 모델에서
설명변수와 오존 사이의 비선형성이 확인되었다.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비선형 관계는 추정된 모수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
조-교통 모델 추정 이후 교통량, UV 등 설명변수가 오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통해 비선형성의 실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2021년
필자의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지면의 한계로 당시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존-교통 모델의 비선형성을 탐구하여 추정된 설명변수가 오존 생성 이론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추정된 오존 회귀모형을 설명변수별로 미분하여 각 변수의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값을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오존 농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외선의 경우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설명변수의 탄력성을 구한 결과 조건에
따라 오존 생성의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차항이나 제곱항 등 모델
에서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모델에서 설명변수의 효과를 해석할 때 변수별로 미분하여 검증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 주제어: 오존, 교통량, 자외선, 비선형성, 미분방정식

Exploring non-linearity in Ozone-Traffic models

Ⅰ. INTRODUCTION

ozone-traffic models to confirm whether the
estimated explanatory variables are consistent

This paper is a follow-up paper to "Effects of

with the ozone generation theory. Since traffic

Traffic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Ozone

and UV radiation is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Concentration" (Kim, 2021) that I published at the

O3

Transport Research in 2021. In the review

confirmed.

and

non-linear

relationships

had

been

process of the paper at that time, there were
criticisms

about

the

nonlinear

regression

interpretation
model

between

of

the

ozone

concentrations and explanatory variables, e.g.

Ⅱ. OZONE-TRAFFIC MODEL
REVIEW

traffic and solar radiation. In the 2021 paper,
considerations on non-linearity could not be
included due to the limitation of page numbers.

1. Model Specification

Ozone production depends on the presence

A time-series data set is sequential observation

and proportion of precursors and the intensity of

values collected over time. In the 2021 study,

ultra-violet radiation (UV). It is known that there

ozone concentrations and other explanatory

is a non-linear relationship in which ozone

variables observed at 1-hour intervals were used.

production

certain

Therefore, data of 8,760 hours (1 year) were used

conditions. In the ozone concentration model

to measure the effects of traffic flow and

estimated in the 2021 study, the non-linearity

meteorological factors on ozone concentration.

rapidly

increases

under

between the explanatory variables and ozone can
be confirmed as shown in Equation 1.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scriptive O3 statistics were presented in
Table 1. Background O3 statistics were based on

the

average

values

for

27

background

AQMs.

explanatory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Similarly, roadside O3 statistics use the average of

imposes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7 roadside AQMs. As of 2003, the number of

estimated parameters. Therefore, after estimating

weekdays was 250, so the number of observations

the model,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reality

on weekdays was 6,000. In 2003, Korea had 52

of the non-linearity through follow-up studies to

Saturdays, 52 Sundays, and 11 public holidays.

confirm whether the effects of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observations for Saturday is 1,248.

traffic and UV on ozone concentration conform

Traffic flow on holidays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e theory.

to Sundays, so it makes sense to include holidays

The data used in the 2021 paper is ozone

in the Sunday classification. On Sunday, 1,512

concentrations that have been measured at air

observations were used. There were no missing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which were

data for the background AQM, but for the

grouped into two parts, urban background AQMs,

roadside AQM there were 9 missing values for

and roadside AQMs. Thus, the exploration is also

weekdays and 24 missing values for Sundays. A

divided into two groups. The purpose of this

total of 8,760 and 8,727 continuous observation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on-linearity of

were used for the background and road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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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The O3 concentrations in the background
AQM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roadside
AQMs across all-time dimensions. These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other reserch papers
(Fujita et al., 2003; Heuss, Kahlbaum, & Wolff,
2003; Kim, 202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O3 concentration
Classification
Weekday
Saturday
Sunday

N

Mean

Background O3 (ppb)

6,000

13.03

temperature, traffic counts ×
humidity, solar radiation × wind
speed, solar radiation × temperature,
solar radiation × humidity, wind
speed × temperature, wind speed ×
humidity, temperature × humidity
; J = 10 )
D : Dummy variables: Sunday dummy
variable and eleven monthly dummy
variables (L = 12 )

Roadside O3 (ppb)

5,991

8.21

The estimated model is in a general form, and

Background O3 (ppb)

1,248

13.22

Roadside O3 (ppb)

1,248

8.40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variables with

Background O3 (ppb)

1,512

15.19

Roadside O3 (ppb)

1,488

9.65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in the next section. The square term
and the cross product term indicating the nonlinear

The basic structure of the ozone-transport model
estimated in the 2021 study is as follows (Kim,
2021).:

relationship between ozone concentration and
explanatory variables were derived as significant
varia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ituation or timing at which nonlinear
relationships occur through in-depth explor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1)

(2)

Since Sunday has significantly less traffic than
weekdays, Sunday was used as a dummy variable.
Unlike weekdays, on Sundays,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dioxide is low, so compared with
weekdays, ozone production was analyzed as a

where the indices and variables were defined
as follows:

p
t
C
X

Pollutant (O3)
Hourly observation (1 → 8,760)
Concentration
Explanatory variables (traffic, solar
radiation, wind speed, temperature,
and humidity; I = 5 )
2
X : Square of explanatory variable
CX : Cross-product term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traffic counts
× solar radiation, traffic counts ×
wind speed, traffic counts ×
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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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ries. Since the model including the
interaction variable is derived, the coefficient
value of the regression variable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dummy variable.
Durbin-Watson (DW) statistics were presented to
test whether autocorrelation exists. Autocorrelation
was removed so that the estimated value of the
time-series regression model became an unbiased
estimator. Based on this estimate, this paper
explor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ozone and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raffic
and solar radiation.

Exploring non-linearity in Ozone-Traffic models

Since the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2. Results of Ozone-Traffic Models

used in the ozone-traffic model is numerous (five
original regressors, five square terms, ten cross

The results for the O3–Traffic models were

products, twenty interaction variables between

presented in Table 2. Both models indicate that

the Sunday dummy and the regressors, eleven

the traffic and UV radiation variables contain

interactions variables between the monthly dummy

quadratic terms, indicating that the effects of

variables and traffic counts, etc.), the significant

these two variables on ozone were non-linear. In

explanatory variables were selected incrementally.

general, it is known that more UV and less traffic

The following steps were implemented: 1) Consider

were

first the five original regressors and the fifteen

compared to more traffic and less solar radiation.

quadratic terms, estimate the model, then

Therefore, the estimated traffic coefficient is

eliminate insignificant variables. This deletion

negative and the insolation coefficient is positive,

accounts for bot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thus supporting this theory.

associated

with

more

O3

generation

possible multicollinearity effects. 2) Include Sunday

However, for traffic volume, the squared

interaction variables, estimate the new model,

estimate of traffic volume is positive in both the

and delete insignificant variables. 3) Include

background model and the roadside model,

monthly interaction variables, estimate the new

indicating that the impact of traffic may be

model, and delete insignificant variables. Some

positive under certain conditions. To track when

theore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may have been

and how these conditions appear, the explanatory

deleted in the earlier three steps because of

variables were differentiated and analyzed in

multicollinearity and were re-considered when

detail in the next chapter.

generating the final set of explanatory variables.

UV is a necessary condition to produce O3, and
estimates of the solar radiation variable and its

<Table 2> Results of Ozone-Traff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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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d were both positive. Therefore, the O3

Ⅲ. EXPLORING NONLINEARITIES

concentration has a non-linear relationship that
increases rapidly with insolation. There were
several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with respect
independent

O3 concentrations on Sundays were consistently

variables. The product of UV and temperature

higher than those on weekdays (Blanchard et al.,

variables has a positive effect, indicating that O3

2003; Chinkin et al., 2003; Fujita et al., 2003; Gao

production is enhanced in hot summer afternoon

et al., 2007; Heuss et al., 2003; Kim, 2020; Kim,

conditions,

2021; Yarwood et al., 2003; Yarwood et al.,

to

O3

generation

such

among

as

strong

the

1. Derivative Functions

UV

and

high

temperatures.

2008). Reduced traffic flows on Sunday chang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onthly dummy

the ratio between NOx and VOCs concentrations,

variable and UV was adopted as a significant

leading to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generation

explanatory variable for both models. Insolation

of O3. As seen in Table 2, the original regressors,

is stronger in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so

their quadratic forms, and diverse interaction

the

terms

estimated

coefficients

for

the

dummy

have

been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in May, June, and July reflect this effect.

explanatory variables in both the background and

Since the rainy season in Korea starts at the

roadside models. It was difficult, however, to

end of July and lasts until the end of August, the

directly interpret the impacts of these variables

coefficient of the August dummy variable appears

on O3 concentrations, and therefore derivatives of

smaller than that of other months.

the estimated O3 model w.r.t. these variables had

Unlike weekdays, there is less traffic on

to be considered. The derivative functions of the

Sundays, so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O3 models w.r.t. each explanatory variable were

precursors required for O3 generation in the

presented in Table 3. For example, the derivative

atmosphere also vary. With these characteristics,

function w.r.t. traffic measured the change in O3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traffic volume and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a unit change in

the Sunday dummy variable and the interaction

traffic. Since the derivative functions with regard

between UV and the Sunday dummy variable were

to (w.r.t.) traffic and solar radiation included

included in both models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unday dummy variables and interaction terms

variables. However,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related to the Sunday dummy variable, th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O3

changes in O3 concentrations necessarily varied

concentration, making it difficult to interpret.

between weekdays and Sunday. In addition,

This O3 generation is caused by various factors,

different coefficient estimates were obtained in

and the effects were divided into positive and

the background and roadside models. Therefore,

negative. Therefore, the effects need to be

it was possible to compare the derivatives w.r.t.

analyzed in detail by partial differentiation of the

traffic and solar radiation across the four case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raffic
volume and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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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rivative functions w.r.t. each
explanatory variable
Model

Variable

Derivative functions

β1+2*β2*Traffic+β7*Solar+β10*
Sun Dummy+2*β11*Traffic_Sun
Dummy
β3+2*β4*Solar+β7*Traffic+β8*
Solar
Temp+β9*WS+β12*Sun Dummy
+2*β13*Solar_Sun Dummy+β14
Back
*Feb+β15*Mar+β16*Apr+β17*
ground
May+β18*Jun+β19*Jul+β20*Aug
+β21*Sep+β22*Oct
Wind Speed β5+β9*Solar
Temperature β8*Solar
Humidity β6
Traffic

Traffic

β1+2*β2*Traffic+β6*SunDummy
+2*β7*Traffic_SunDummy+β10*
Feb+β11*Sep
Solar
2*β3*Solar+β8*Sun Dummy+2*
β9*Solar_Sun Dummy+β12*Jan
Road
+β13*Feb+β14*Mar+β15*May+
side
β16*Jun+β17*Jul+β18*Aug+β19
*Sep+β20*Oct
Wind Speed N/A
Temperature β4
Humidity β5

2. Results of Derivative Functions
The derivatives were calculated for the four
groups, background-weekdays, background-Sunday,
roadside-weekdays, and roadside-Sunday, and
then were averaged out over the year for each
hour of the day. The results were illustrated in
Figures 1 and 2 for traffic and solar radiation,
respectively.
The derivatives w.r.t. traffic were negative
during nighttime and positive during daytime,
suggesting that traffic flows induced O3 titration
as the dominant reaction during the night and
early morning, leading to a decrease in O3
concentration. However, when the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exceeded a certain level, the rate
of O3 generation exceeds the rate of O3
destruction, providing a shift from negative to
positive impacts. As discussed in the 2021 paper,
the best condition for O3 generation was

The original data (8,760 observations) were
used to calculate the change in O3 concentrations
resulting from a unit change in traffic. Summary

background-Sunday, and indeed the highest
positive derivative is observed during daytime in
the background-Sunday case.

statistics for the calculated derivatives were
presented in Table 4. The impacts of traffic on O3
concentrations varied from negative to positive. A

1.5

Derivatives - Traffic
1.0
0.5

similar pattern was observed for wind speed. As

0.0

expected, the derivatives with regard to solar

-0.5

radiation were always positive.

-1.0

Background
Weekdays

Background
Sunday

Roadside
Weekdays

H24

H23

H22

H21

H20

H19

H18

H17

H16

H15

H14

H13

H12

H11

H10

H09

H08

H07

H06

H05

H04

H03

H02

<Table 4> Summary statistics for the derivatives
w.r.t.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Ozone
-Traffic models

H01

-1.5

Roadside
Sunday

<Figure 1> Average hourly derivatives w.r.t.
traffic in the Ozone-Traffic Models

Since O3 titration was the dominant reaction in
roadside whereas, the hourly pattern of the
derivatives was similar to the pattern of hou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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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flows. As seen in Table 3, the derivative

The other derivatives w.r.t. wind speed,

function w.r.t. traffic in the background case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almost constant

contained a solar radiation term (β7*Solar), but

and near zero, suggesting that changes in

did not in the roadside case. Since this term was

these variables have limited impacts on O3

positive and varies with hourly solar radiation,

concentrations.

the

patterns

of

the

hourly

derivatives

in

background cases in Figure 1 were similar to the
hourly pattern of UV radiation. The pattern of UV

Ⅳ. ANALYSIS OF ELASTICITIES

radiation was presented in the author’s 2020
Using the parameters in Table 2 and the

paper in Figure 6 (Kim, 2020).
Average hourly derivatives w.r.t. solar radiation

estimated derivative functions in Table 3, the

were presented in the Figure 2. Solar radiation

elasticities w.r.t.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w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generating O3,

computed across all input data. The analysis

and thus, as expected, the derivatives w.r.t. solar

target was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diation were positive in all four cases. As seen

background and the roadside. Also, it was

in Figure 2, the strongest conditions for O3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generation took place in the background-Sunday

patterns of weekdays and Sundays. After dividing

case with the highest derivatives. In contrast, the

into 4 groups, the elasticities were calculated by

weekdays-roadside case corresponded to the least

putting the traffic volume, UV data, and dummy

favorable conditions, with the lowest derivatives.

variable values into the derived derivative

Figure 2 clearly showed that the changes in O3

functions at one-hour intervals.

concentrations were different in the four cases.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se elasticities were

Since solar radiation was equal to zero at night,

presented in Table 5. As discussed above, traffic

the real impacts of solar radiation during

flows were general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O3

nighttime were zero.

concentrations. However, these negative impacts
turned out to be positive in certain situations,
such as the high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The

20.0

shift from negative to positive impacts was also

Derivatives - Solar radiation
16.0

observed for wind speed and temperature. As in
12.0

the case of traffic flows, the impacts of these two

Background
Weekdays

Background
Sunday

Roadside
Weekdays

H24

H23

H22

H21

H20

H19

H18

H17

H16

H15

H14

H13

H12

H11

H10

H09

H08

H07

H06

H05

temperature in the background case presented in

H04

0.0
H03

derivative functions w.r.t. wind speed and
H02

variables on O3 concentrations varied. Since the

4.0

H01

8.0

Roadside
Sunday

<Figure 2> Average hourly derivatives w.r.t. UV
in the Ozone-Traff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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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cluded a solar radiation term, the
elasticities w.r.t. these variables also changed
depending on solar radiation.

Exploring non-linearity in Ozone-Traffic models

<Table 5> Summary statistics for the elasticities
w.r.t.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Ozone
-Traffic models

compared on each graph. Figure 3 presents the
elasticities w.r.t. traffic flows.
Since O3 titration dominates across all hours of
the day in the background-weekdays case, most
elasticities

were negative but

the negative

elasticities decrease during daytime and approach
zero and slightly exceeded zero when cumulative
UV radiation reach peak hours (around 3 to 4
As expected, solar radiation had a positive

P.M.). Similar patterns were observed in the other

impact on O3 concentrations. However, 25% of

three cases, but with more positive elasticities.

the observations produced zero impacts on O3

The elasticities on Sunday for both background

concentrations because solar radiation had no

and

impact during nighttime. A 1% change in solar

weekdays, especially during daytime.

roadside

were

higher

than those

on

radiation induced a maximum 4.52% increase in

The elasticities of solar radiation across the

O3 concentrations in the background case, but

hours of the day were illustrated in Figure 4. As

only a maximum of 2.72% in the roadside case,

background regions have better conditions than
whereas

for

generating

O3,

the

suggesting that the ozone production theory was

roadside

supported by empirical observations. Humidity

elasticities for the background were higher than

was always associated with negative impacts on

those for roadside. The elasticities on Sunday

of

were lower than those on weekdays in the

elasticities would help understand when and how

background case, which did not mean that O3

these changes occur across the four groups.

concentrations on Sunday were lower than those

O3

concentrations.

The

hourly

patterns

The patterns of average hourly elasticities of

on weekdays. Since O3 concentrations were

the traffic and UV were illustrated in Figures 3 &

determined by the aggregation of impacts of all

4. The hourly patterns of the four groups,

explanatory variables, the elasticities of traffic,

background-weekdays, background-Sunday,

solar radiation, and the other meteorological

roadside-weekdays, and roadside-Sunday, can be

factors need all to be considered. Since the
elasticities w.r.t. wind speed,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small,

and

therefore

these

1.0

elasticities graphs were not presented. Traffic

Elasticities - Traffic

emissions

0.5

included

O3

precursors

and

the

decreased traffic flows on Sunday changed the

0.0

ratio of NOx and VOCs, leading to better
-0.5

conditions for O3 formation on Sunday. As seen

Background
Weekdays

Background
Sunday

Roadside
Weekdays

H24

H23

H22

H21

H20

H19

H18

H17

H16

H15

H14

H13

H12

H11

H10

H09

H08

H07

H06

H05

H04

H03

H02

H01

-1.0

Roadside
Sunday

<Figure 3> Average hourly elasticities w.r.t. traffic

in Figure 3, in the background case the
elasticities w.r.t. traffic on Sunday were greater
than those on weekdays from 6:00 a.m. to 2:00
a.m. (almost 20 hours) and the differences of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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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elasticities between Sunday and weekdays

Ⅴ. CONCLUSION

were larger than those related to solar radiation,
leading to higher O3 concentrations on Sunday
than on weekdays.

In this paper, the determinants of hourly O3
concentrations

have

been

analyzed

while

accounting for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s.
The results for the O3 models suggest that the

1.0

Elasticities - Solar radiation

impacts of vehicle flows were negative and those

0.5

of solar radiation were positive. Specifically, the
0.0

emissions from tailpipes contain abundant NO
gas, leading to O3 titration (NO + O3 → NO2 + O2)

-0.5

and therefore traffic flows have a negative impact
Background
Weekdays

Background
Sunday

Roadside
Weekdays

H24

H23

H22

H21

H20

H19

H18

H17

H16

H15

H14

H13

H12

H11

H10

H09

H08

H07

H06

H05

H04

H03

H02

H01

-1.0

Roadside
Sunday

on O3 concentrations. In contrast, tropospheric
O3 is generated by the photodissociation of NO2

<Figure 4> Average hourly elasticities w.r.t. UV

under the presence of UV radiation, and
therefore solar radiation has strong positive

The

patterns

of

elasticities

for

each

explanatory variable were determined by the
derivative function in the Table 2. The derivative
functions

w.r.t.

included

the

traffic

Sunday

and
dummy

solar

radiation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s related to the Sunday dummy,
suggesting that the impacts of these two variables
on O3 concentrations were different between
weekdays and Sunday. In the case of the other
meteorological variables,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Sunday dummy variable were not included
in the derivative functions, indicating that the
Sunday dummy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O3
concentrations for these variables. The derivative
functions for wind speed and temperature in the
background case includes the solar radiation
variable. Therefore, the elasticities w.r.t. these
two variables were determined by the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impacts.
The derivatives and elasticities analyses for
traffic flows and solar radiation exactly reflect
these theoretical assumptions. O3 concentrations
are determined by rates of chemical creation and
destruction. These rates depend on the following
two

factors:

(1)

the

level

of

precursor

concentrations and their mixing ratio and (2) the
impacts of solar radiation on O3 generation,
depending upon changes in precursors’ mixing
ratio. Taken together, the changes in precursors
(reduced traffic on Sunday) induce better conditions
for solar radiation impacts on O3

generation,

resulting in higher O3 concentrations on Sunday.
The elasticities w.r.t. traffic on Sunday were
higher than those on weekdays. In addition, the
elasticities w.r.t. solar radiation in the background
model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roadside
model. The theory that reduced traffic flows in
NOx-saturated regions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for generating O3 is supported by the empirical
models.
Since diverse interaction term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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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the derivative
functions w.r.t. these variables were introduced
to

investigate

the

exact

impacts

on

O3

concentrations both for temporal and spatial
perspectives.

As

discussed

in

the

hourly

elasticities graphs in the previous section, a shift
from negative to positive impacts and vice versa
was frequently observed, suggesting that the
impa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were not
constant. These phenomena occurred for both
background and roadside O3-Traffic models. In
addition, including cross-product terms and

6. Kim, Y., Analysis of Ozone Concentration with Focused
on Traffic Flows and Ultraviolet Radiations in Seoul,
Korea, Transport Research 27(1), 2020, pp. 13-27.
7. Kim, Y., Effects of Traffic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Ozone Concentration Transport Research 28(3), 2021, pp.
13-31.
8. Yarwood, G., Grant, J., Koo, B., & Dunker, A. M.,
“Modeling weekday to weekend changes in emissions and
ozone in the Los Angeles basin for 1997 and 2010”,
Atmospheric Environment, 42(16), 2008. pp. 3765-3779.
9. Yarwood, G., Stoeckenius, T. E., Heiken, J. G., &
Dunker, A. M., “Modeling weekday/weekend ozone
differences in the Los Angeles region for 1997”,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53(7), 2003.
pp. 864-875.

interaction variables related to the temporal
dummy variables generally enhanced goodness
-of-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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