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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람들은 통행의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로를 선택할 때

목적지까지 걸리는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의 변동 가능성, 최종 목

적지와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개인의 소

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산 활동 및 통행

의 증가로 인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효과를 교

통부문 사업의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효과적으로 포함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반

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가치 추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바탕으로 통행시

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고,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적용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수원IC～한남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근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유

료도로 선택여부 및 진출입IC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별 승용차 이용자

의 통행특성 자료 구축을 위해 1시간 단위로 집계화된 1년간 평일의 통행

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53개의 개별 승용차 통행

에 대한 기종점간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하

였다.

혼합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은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

로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

행시간 신뢰성이 낮은 첨두시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혼합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는 조건부 로짓모형과 유사하게 안정적

인 수준에서 추정되었다. 그리고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으로 구성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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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모형에 통행시간 신뢰성 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모형의 적합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은 혼합 로짓모형의 계수를 바탕으로 한계

대체율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39,613원/인-

시간, RR은 1.31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인 통행으로 인해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근 통행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체감하는 첨두시간 통행, 단거리 통행, 남성의

RR이 높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선

행연구의 범위 내에 있으며, 국내의 선행연구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TDB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편익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익 산정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은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14.07～35.50% 수준이며, 비첨두시 대비

첨두시에, 경로기반 분석 대비 링크기반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승용차 이용자의 실

제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 상 일회적인 SP 조사를 이용하

여 그 가치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

사 자료와 1시간 단위의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행태와 통행특성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모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

행시간 신뢰성은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을 위한 지불용의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수도권의 일부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정된 결과라는 공간적 범위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SP조사를 통해서만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실제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행태를 고려하였

으며, 현장에서 교통수요 분석 시 사용되는 패캐지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

성 개선편익을 산정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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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범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통행시간 신뢰성 예측모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교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혼합로짓모형, 현시선호자료, 수도권,

개선편익

학 번: 201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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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들은 통행의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로를 선택할 때

목적지까지 걸리는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의 변동 가능성, 최종 목

적지와의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들 사이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통행시간대, 통행목적, 통행자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람들의 행동양식 및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그 동

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개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생산 활동 및 통행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통행시간, 통행비용 등 기

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 요소 외에 통행시간의 신뢰성, 대중교통 차량 내

부 및 공로의 혼잡도에 따른 통행의 쾌적성, 통행의 안전성 등 통행을 구

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중 통행시간

신뢰성은 개별 통행자의 기대 통행시간과 실제 통행시간의 차이, 혹은 동

일한 기종점 간 통행시간의 지속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시성, 변

동성, 불확실성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함께

통행특성의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을 통행수단, 통행경로, 혹은 출발시각 선택 시 중요하

게 여기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말 저

녁에 도심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라면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출발시각을 앞당기게 된다. 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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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로들 중 통행거리가 더 길고 통행료를 지불하더라도 통행시간 변동

성을 낮추기 위해 유로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상호 관련이 있는 복

합적인 통행, 예를 들면 2명 이상의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각에 만

나기로 한 상황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시스템의 통행시간 신뢰성이

낮다면 두 사람은 약속시각에 늦지 않기 위해 아주 긴 여유시간을 고려할

것이며, 약속시각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한 낮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은 목적지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

더라도 그 자체로도 통행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한다. 통행시간 신뢰성은

비단 여객통행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물통행의 경우 목적지에 정

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생산 활동 및 계약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통행시간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자의 교통수단, 경로, 출발시각 등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

도 관련자료 수집의 어려움,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정의 및 경제적 가치

를 부여하기 위한 지표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의

효과를 교통부문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통행시간 신뢰성의 중요성 및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중대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자료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통부문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통행시

간 신뢰성의 개선의 효과를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네덜란드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비용편익 분석에 통행시간 신뢰성 개

선편익을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

본 등에서도 교통계획, 교통운영, 비용편익 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통행

시간 신뢰성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장

수은․이장호․강지혜(2008) 이후 몇 차례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

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관련 자료 수집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해 SP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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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실제 행태를 고려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와 1년간의 도로 유형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승

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기반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이용하여 교통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1장에서는 최근 통행시간 신뢰성 및 교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

행시간 신뢰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관심의 증가를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개념과 통행

시간 신뢰성이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관련 실증 연구를 살펴본다. 그리고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를 추정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

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을 위한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행태 및 통행

특성 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승용

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

정한다. 그리고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

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정리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

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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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개념 및 지표
․통행시간 신뢰성과 경로선택 행태의 관계
․통행시간 신뢰성 추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모형의 설정 및 추정 방법

․유료도로 선택행태 모형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방법


자료의 구축 및 특성 분석

<선택행태>
가구통행실태조사

<통행특성>
통행속도 자료

개별 통행자의
선택대안 및 통행특성 자료 구축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및 RR 추정
․적용 가능성 검토


결론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이론적 배경

1. 통행시간 신뢰성의 개념

가. 통행시간의 변동성

통행시간은 통행자가 기종점간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통행비

용과 함께 통행의 특성을 구분하고 개별 통행자의 행태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통행시간은 동일한 기종점을 통행하더라도 운전자

의 특성, 차량 간의 상호작용, 교통통제, 사고,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통행시간 신뢰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

해 발생하는 동일한 기종점간 통행시간의 변동, 혹은 개별 통행자의 기대

통행시간과 실제 통행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TRB는 웹페이지1)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개념 및 비용 편익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기간 동안 동

일한 기종점 간 통행시간은 하나의 값이 아닌 변동성이 있는 통계적 분포

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 분포의 산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연평균 통행시간에 기간이 고려된 변동성의 개념이 추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1) http://bca.transportationeconomics.org/benefits/travel-time-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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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신뢰성은 연구의 목적과 그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지

표로 사용되어 왔다.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는 편성 시간표 대비 지연된

정도를 나타내는 정시성으로, 개인교통수단에 있어서는 통행시간 자체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의미하는 변동성, 불확실성 등으로 불리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여 통행시간 신뢰성(travel time

reliability)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다.

OECD and ITF(2010)과 장수은 외(2008) 등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행시

간 신뢰성은 발생빈도와 패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기간 동안에 반복적․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이고, 두 번

째는 비반복적․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이다. <그림 2-1>과 같이 동일

한 도로의 구간에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 통행시간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즉 평균 통행시간이 A에서 B로 변하는데, 이와 같은 평균 통행

시간의 변동은 반복적․안정적인 변동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통행시간은

A와 B를 중심으로 임의 분포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 통행시간을 중심으

로 발생하는 변동은 비반복적․우연적 변동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통량 감소 혹은 교통시설 공급에 의한 혼잡 완화로

인해 기종점간 통행시간이 감소하면 평균 통행시간 주변에 위치한 임의의

통행시간 변동 폭은 감소하며, 이때 감소하는 통행시간의 변동 폭이 통행

시간 신뢰성 개선 효과에 해당한다.

주: 장수은 외(2008)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그림 2-1> 통행시간의 반복적 변동과 비반복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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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신뢰성은 관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 돌발

상황 하에서도 네트워크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정시성 등은 공급 측면에서의 신뢰성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한

기종점을 유사한 시간대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통행시간의 변동성, 돌발

상황 하에서 겪게 되는 극단적인 통행시간의 변화 등은 이용자 측면에서

의 통행시간 신뢰성으로 볼 수 있다.

자료: OECD and ITF(2010). Improving Reliability on Surface Transport Networks. Paris.

<그림 2-2> Network and user perspective of reliability

나. 통행시간 신뢰성의 체계(framework)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 불확실성, 변동성, 정시성, 지체 등을 포괄

하는 개념이므로 연구의 목적과 그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가 사용되

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통행시간 신뢰성은 평균통행시간

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통행시간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기간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는 일시적으로 관측

가능한 지표가 아닌 요일, 계절 변동 등을 포함한 충분한 관측기간이 필요

한 지표이어야 할 것이다.

Cambridge Systematics, ITRE and Texas A&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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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2013)은 통행시간 신뢰성의 측정 기준에 대해 특정 도로의 구

간에서 충분히 긴 기간(1년 등) 동안 특정 시간대(오후 3시～6시 등), 혹

은 또한 주어진 기종점에 대한 반복적인 통행이라고 제시하였으며,

Kittelson & Associates, Cambridge Systematics, ITRE and Texas

A&M Research Foundation(2013)은 특정한 시간(예를 들면 특정 날짜의

특성시간)에 특정한 기간(예를 들면 1년간)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종점 간

의 통행시간의 변동 범위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Kittelson & Associates et al.(2013). Incorporation of Travel Time Reliability into the
HC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그림 2-3> Study Facility and Period, Analysis Segment and Period

TRB는 웹페이지2)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의 분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곧 통행시간의 넓은 분포는 낮은 수준의, 낮은 분

포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RB는 통

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를 측정 방법과 수단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 http://bca.transportationeconomics.org/benefits/travel-time-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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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분산 모형(mean-variance model)

평균-분산모형은 Jackson and Jucker(1981)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통행시간 변동성은 개별 통행자에게 있어 위험요소이므로 (식 2-1)과 같

이 자신의 기대통행시간과 통행시간 변동성의 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는 기종점간 기대통행시간, 는 통행시간의

분산이며, 는 통행시간 불확실성에 대한 개별통행자 의 비효용 계수이

다. 여기서 이 계수는 음이 아닌 것(nonnegative)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행시간의 불확실성은 모든 이용자에게 비효용이다.

min  (식 2-1)

Senna(1994)는 Jackson and Jucker(1982)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통행

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행비용, 통

행시간, 통행시간 표준편차로 구성된 효용함수식을 제안하였다.

    (식 2-2)

일반적으로 평균-분산모형에서 기대통행시간은 평균통행시간, 중앙통

행시간 등이 사용되며, 통행시간 변동성은 통행시간 분산, 통행시간 표준

편차, 누적분포의 차이(90-50%), 사분범위(interquartile range) 등이 사용

된다.

평균-분산모형의 대표적인 장점은 다른 접근방법에 비해 화폐화된 통

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통행

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에서 평균-분산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TRB는 웹페이지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통행시간

표준편차가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및 비용편익 분석의 적용에 있

어 가장 적합한 지표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Jong and

Bliemer(2015)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적합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expert's choice)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행시간 표

준편차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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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로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것의 주요 장

점으로는 ①시간표가 없는 승용차 통행에 있어서는 스케줄링 모형과 형식

적으로 일치된다는 이론적인 근거(Fosgerau and Karlstrom, 2010), ②실

증적인 관찰이 가능한 점, ③통행배정 모형에 적용이 용이한 점, ④개별

이용자에 대한 선호조사가 불필요한 점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①아웃

라이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②연결되는 개별 링크는 독립이 아니므

로 각각 링크의 표준편차가 다른 링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전체 경로의 표준편차를 개별 링크의 합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이 있

다.

자료: Kittelson & Associates et al.(2013). Incorporation of Travel Time Reliability into the
HCM.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그림 2-4> The travel time distribution

2) 일정 모형(scheduling delays model)

평균-분산모형이 네트워크 자체의 통행시간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일정 모형(scheduling delays model)은 개별 통행자의 선호 도착시

간(PAT: preferred arrival time)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즉, 개별통행자는

각자가 선호하는 도착시간이 있으며, 선호도착시간보다 일찍 혹은 늦게

도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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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모형은 초기 Vickrey(1969)와 Gaver(1968)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념은 Small(1982)에 의해 도입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일정 모형에 따르면 개별 통행자는 선호 도착시간이 있으

므로 목적지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시간을

선택한다. Small(1982)에 따르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하게 되고,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더라도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

게 되므로 개별통행자는 목적지에 늦게 혹은 일찍 도착하는 경우 비효용

을 체감한다. 즉 아래 (식 2-3)에서  인 경우에 지연

지체(SDL)가 발생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기지체(SDE)가 발생

한다.

  (식 2-3)

Small(1982)은 일정 지체모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SDE는 조기지체, SDL은 지연지체를 의미하며, DL은 SDL이 1보다

클 경우 1, 아니면 0이다.

  (식 2-4)

자료: Li. et al.(2010). Willingness to pay for travel time reliability in passenger transport: A
review and some new empirical evidenc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46,
384-403.

<그림 2-5> The concept of schedul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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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모형을 교통계획 혹은 비용편익 분석에 적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은 모든 개별통행자의 선호 도착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간

표가 없는 승용차 통행에 있어서는 평균-분산모형과 스케줄링 모형의 형

식적 일치성이 확인된 바가 있다(Fosgerau and Karlstrom, 2010).

3) 평균 지체 모형(mean-lateness model)

앞서 살펴본 두 종류의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는 개인교통수단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평균 지체는 철도의 정시성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

ATOC(Association of Train Operating Companies)가 제안한 개념으로,

출발지에서의 계획시간과 실제시간의 차이, 도착지에서의 계획시간과 실

제시간의 차이로 구성된다. 아래 (식 2-5)에서 는 스케줄 여행시간,

 는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평균지체를 의미한다.

    (식 2-5)

영국의 DfT(2015)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통행시

간(usual travel time)을 기준으로 지연(lateness), 혹은 조기(earliness)를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료: Li. et al.(2010). Willingness to pay for travel time reliability in passenger transport: A
review and some new empirical evidenc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46,
384-403.

<그림 2-6> The time components of a rail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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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 신뢰성과 통행자의 선택

전통적인 교통 분석에서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 고려되어 왔으며, 최근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시간 신뢰성이 통용자의 선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

은 통행시간의 변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통행시간 변동성의 증가

는 통행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요소로 인식된다(Tilahun and

Levinson, 2010). 예를 들면, 평균통행시간이 동일하게 30분인 두 가지의

대안에서 하나의 대안은 50%의 확률로 10분 일찍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

하고, 나머지 대안은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정시에 도착한다면 전자를 선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통행자는 통행시간 변동 가능

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자의 수단

선택, 경로선택, 통행시간선택 등 다양한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통

행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Jackson and Jucker, 1981).

통행시간 신뢰성이 이용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통행시간 신뢰성 변수가 포함된 선택상황 하에서 통행자

의 선택을 모형화하는 것으로, 이때 이용자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요 대안으로는 수단, 경로, 출발시간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형이 이용

자의 실제 행태를 잘 모사하고 있다면 어떠한 선택 행태를 기본으로 하든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Tseng, 2008). 그러나 이상적인

모형의 구축을 통해 완벽한 결과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선택

대안의 구성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수단선택의 경우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두 대

안간 통행시간 신뢰성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수단간 비교로 인해 발생하는 수단 간의 고유특성 차이, 예를 들면

입석의 가능성, 차량 내 혼잡, 쾌적성, 정류장까지의 접근성, 차량보유 여

부, 목적지에서의 주차 가능 여부 등 연구자가 제어하기 힘든 변수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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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은 개인교통 대비 대중교통, 특히 철도가

갖는 우월한 속성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은 수단

선택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는 관련 연구가 철도부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

익 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ardrop(1952)의 제1원리에 해당하는 이용자 평형(user equilibrium)

하에서 개별 통행자는 경로를 변경하더라도 더 이상 통행시간을 줄일 수

없는 통행시간이 최소인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개별통행자는 자신

의 통행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값은 확정적인 하나의 값이다. 즉

통행자는 다른 모든 경로에 대한 통행시간 정보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빠

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통행자는 통행시간 이외에

통행시간의 불확실성, 신호 및 교차로, 통행의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경로를 결정하며(Abdel-Aty, Kitamura and Jovani, 1997), 경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통행시간도 지속적으로 변

화한다. Brastow and Jucker(1977)는 평균통행시간에 통행시간의 변동성

을 추가로 고려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Mirchandani and Soroush(1987)는 경로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 통

행시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행시간을 random

parameter(random variable)로 처리하고, 통행자의 통행시간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 정도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통행시간 불확실성이 개별 통행

자의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TRB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을 고속도로 선택 및 경로선택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증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Jackson and Jucker(1981)는 SP조사를

통해 통근통행자들은 경로선택에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에 중요하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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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며, 심지어 통행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통행시간 신뢰성이 더 높은

경로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Abdel-Aty et al.(1997)는 전화와 우편

을 통해 수집된 SP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은 경로선택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통행시간은 경로선택에 있어 지배적인(dominant) 조건

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경로선택에 있어 통행시간 신

뢰성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

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SP자료가 아닌 RP자료

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Lam and Small(2001)은 SR91 도

로의 HOT Lane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이 실제 통행자의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Carrion, Levinson and Harder(2012)는

GPS와 수신기를 이용하여 18명의 개별 통행자에 대한 실제 경로를 약 6

주간 추적하였으며, 선택모형을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I35W가 폐쇄된 이후 다시

통행이 재개되었을 때 경로를 변경한 통행자를 대상으로 경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이유

가 전체의 3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행시간이 보다 신

뢰성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98%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이 통행자의 선택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를 살

펴본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은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더불어 통행의 특성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다양한 선택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연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추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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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이승재․박지훈(2007), 장수은 외(2008), 허은진(2010), 최아름

(2012), 조한선(2013) 등이 있다.

유상용 외(2007)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로 정시성의 비율을 적용하

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으며, Lam and

Small(2001)이 제안한 RR(VOR/VOT)인 1.39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

성 개선편익을 산정하였다. 편익 산정을 위한 통행시간 정시성은 Emme

패키지를 이용하여 모형에서 산출하였으며, 도로는 AADT의 V/C가 1보

다 큰 링크에 대해 수식을, 철도는 차량별 Buffer time index를 이용하였

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철도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정시성 편익을 산

정한 결과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약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수은 외(2008)는 SP조사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을 위해 선택 대안별로 각기 다른 통행시간, 통행비용,

배차간격, 접근 및 대기시간 등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추

가 지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피설문자가 대안 선택 시 통행시간의 신뢰

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역간 통행과 도시부 통행을 구분

하여 진행되었으며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계수를 추정한 후 한

계대체율을 이용하였다. RR은 지역간 통행은 0.77～0.82, 도시부 통행은

0.94 수준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해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로 구분하였으며, 이때 실제 통행시간과 계

획통행시간의 차이를 산출하기 위한 교통량의 구분 기준은 지역간 도로의

경우 200대/시, 도시부 도로의 경우 150대/시로 설정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산정을 위한 방법은 미시행시 대비

시행시 통행시간 신뢰성 비용의 감소분으로 제시하였다. 편익산정 과정

및 지표 등 대부분의 내용이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과 동일하며, 이는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이 장수은 외(200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

성되었기 때문이다.

허은진(2010)은 가상의 수단 대안을 피설문자에게 제시하였으며, 개인

교통수단(승용차, 택시)과 대중교통수단(버스, 전철/지하철) 각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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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통행비용, 배차간격을 제시하고, 장수은 외(2008)과 유사하게

“예상치 못한 지체” 항목을 추가하여 피설문자가 대안 선택 시 통행시간

신뢰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각 변수별 계수를 추

정한 후 한계대체율을 이용하였다. 통행시간가치(VOT) 대비 통행시간 신

뢰성가치(VOR)의 비율을 의미하는 RR은 업무 통행은 1.07, 비업무통행은

0.67～1.07 수준이다.

최아름(2012)은 앞선 국내연구와 마찬가지로 SP조사를 활용하였다. 가

상의 선택대안은 승용차의 경로선택 상황과 승용차와 대중교통(지하철 또

는 버스)의 수단선택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각 선택대안별 변수 구성은 평

균 통행시간, 통행시간 신뢰성, 통행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중 통행시간

신뢰성은 앞선 국내의 연구와는 달리 “±분” 이라는 지표로 제시하였다.

RR은 전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0.82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단선택

시에는 0.82, 업무통행은 0.87, 비업무통행은 0.96 수준이다.

조한선(2013)은 도로등급별로 예상치 못한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이용

자의 지불용의액 산정을 통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CVM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승용차 1대당 신뢰성의 가

치는 도시부 도로의 경우 9,199원/대-시간, 지역간 도로의 경우 7,333원/대

-시간 수준이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SP조사를 통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행

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 연구

국외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

로 있어 왔다. OECD and ITF(2010)는 교통부문 사업의 정책결정에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 포함의 필요성,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증대,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산정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

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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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반영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있어 왔으

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연구에 비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의 연구가 SP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과 달리 국외연구는 SP 자료와 RP 자료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통행시

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누적분포의 차이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각 국

가별로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국

영국에서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

는 TAG(DfT, 2014)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화폐가치화할 수 있

으나 비용편익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TAG(DfT, 2014)는 혼잡지수()와 통행거리()를 이용해 혼잡계수()

를 추정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다.

   (식 2-6)

여기서, CV= ratio of standard deviation to mean travel time
CI= ratio of mean travel time to the free flow travel time for a

journey
D= journey length

여기서 는 자유통행시간 대비 평균 통행시간의 비율, 는 거리, 

는 평균 통행시간 대비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이 식에

따르면 통행거리, 자유통행시간, 평균 통행시간을 알면 각 기종점 간 통행

시간 표준편차를 산출할 수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따른 경제적 파

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RR은 대중교통은 0.6～1.5, 개인교통은 0.8을 적

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DfT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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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총 8,500명을 대상으로 SP조사를 수행하였다(DfT,

2015). 이를 위해 피설문자에게 각기 다른 통행비용 및 평상시 통행시간과

함께 실제 걸리는 통행시간의 분포를 제시한 후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로짓모형을 통해 변수별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승용차 이용자

의 RR은 통근이 0.33, 업무통행이 0.42, 그 외 비업무가 0.35 수준으로 나

타났다.

자료: DfT(2015). Provision of market research for value of travel time savings and
reliability. London, England.

<그림 2-7> Time vs. cost vs. reliability experiment(car example)

나. 네덜란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

인 네덜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비용편익 분석에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편익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동안 네덜란드에

서는 “혼잡개선”이라는 항목으로 통행시간 개선편익에 25%를 일률적으로

추가 반영하여 왔는데, “혼잡개선”은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의 의미를 일

부 포함하고 있다(OECD and ITF, 2010).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전문가 회

의를 통해 RR을 결정한 바가 있으며, 그 값은 0.8에서 1.4 수준이다.

Significance, VU University Amsterdam and Bates(2007)는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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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의 가치 추정을 위한 SP조사 설문지를 디자인하였다. 이 연구는 통

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수행된 것으로, SP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승용차, 대중교통, 화물교

통, 레크레이션 통행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피설문자가 통행시간 표준편

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여러 종류의 설문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한 후 최적의 설문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각 대안별 통행특성

은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SP조사는 각 수단별로 진행되었으며, RR

은 0.74에서 2.4 수준이다.

자료: Significance et al.(2007). The value of travel time and travel time reliability, survey
design,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Netherlands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그림 2-8> Presentation formats for car non-scheduled trips

Significance, VU University Amsterdam and Bates(2012)는

Significance et al.(2007)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객통행과 화물통행에

대한 통행시간 가치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하였다. 통행시간 신

뢰성의 지표는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적용하였으며, 여객 부문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총 5,760명을 대상으로 SP조사를 수행하였

다. Panel Latent Class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계수를 추정한 후 한

계대체율을 이용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대비 통행시간 가치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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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의미하는 RR이 통근통행자는 0.4, 업무통행자는 1.1 그 외는 0.6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단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uwenhoven et al.(2014)는 RR을 0.4에서 1.1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값은 Significance et al.(2012)과 동일하다.

Car Train Bus, tram, metro All surface modes
Commute 0.4 0.4 0.4 0.4
Business 1.1 1.1 1.1 1.1
Other 0.6 0.6 0.6 0.6

자료: Significance et al.(2012). Value of time and Reliability in Passenger and Freight
Transport in The Netherlands. Report for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표 2-1> Reliability ratios for passenger transport

다. 미국

최근 미국에서는 TRB의 SHRP2 프로그램을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University of Arizona, Portland Metro and RST International

Inc.(2015)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SP조사를 수행하

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는 통행시간 표준편차이며, 개별 통행자의

행태를 모형화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 경로를 제시하고, 각각 경로의 통행

시간이 어떻게 분포하는 지를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RR은 다항 로짓모형

은 0.343에서 1.439, 혼합 로짓모형은 0.169에서 4.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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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in Transportation
Decision Making: Proof of Concept Portland, Oregon, Metro.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그림 2-9> Survey question snapshot for auto travel reliability

Multinomial Logit Mixed Logit
Transit work peak hour 1.439 4.094
Transit work off peak 1.431 1.624

Transit other 0.831 0.751
Auto work peak hour 0.681 1.257
Auto work off peak 0.343 0.169

Auto other 0.417 0.257
자료: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in Transportation

Decision Making: Proof of Concept Portland, Oregon, Metro.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표 2-2> Reliability ratios for passenger transport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는 우리나라의 가구통행실태조사와 유

사한 Household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살펴본 연구와는

달리 RP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모형의 계수 추정을 위해 혼합 로

짓모형을 활용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는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거리로 나눈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통행비용 변수를 각 세

대별 소득으로 나눔으로써 소득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및 통행시간 신뢰

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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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 2-7)

여기서,
Δ = alternative-specific bias constant for tolled facilities;

 = basic travel time coefficient (ideally estimated as a randomcoefficient to capture unobserved user heterogeneity);
Time = average travel time;

  = coefficients reflecting the impact of travel distance on theperception of travel time;
D = travel distance;

Cost = monetary cost (e.g., tolls, parking and fuel);
I = (household) income of the traveler;
O = vehicle occupancy;

e, f = coefficients reflecting effect of income and occupancy on theperception of cost;
STD = day-to-day standard deviation of the travel time; and
c = coefficients reflecting the impact of travel time (un)reliability.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는 Household survey 자료를 기반으

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때 통행시간 및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통행시간 표준편

차의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단위거리당 평균 통행시간이 길어

질수록, 즉 평균적으로 더 혼잡한 도로일수록 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높

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거리당 통행시간의 표준편차와 단위거리당

통행시간의 관계를 선형회귀식을 통하여 모형화하였다. RR은 최소 0.49에

서 최대 2.69 수준이다. 가구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통행시간 가치와 통행

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증가하였으며, 이때 통행시간가치와 통행시간 신뢰

성의 가치가 소득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RR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통행

시간 가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RR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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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year)

Distance
(mi)

Car
Occupancy

VOT
($/h)

VOR
($/h)

Reliability
Ratio

30,000
5.0

1 10.8 29.1 2.69
2 18.9 50.7 2.69

10.0
1 11.6 14.6 1.25
2 20.3 25.4 1.25

60,000
5.0

1 16.4 44.2 2.69
2 28.6 76.9 2.69

10.0
1 17.7 22.1 1.25
2 30.7 38.4 1.25

자료: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How Highway
Congestion and Pricing Affect Travel Demand.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Washington, D.C.

<표 2-3> Recommended Coefficient Values

미국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와 관련하여 주(State) 차원에서도 활

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Oregon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Consortium은 Carrion et al.(2012)를 통해 통근통행자의 경로

선택 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

는 I394 구간을 이용하는 통근통행자를 대상으로 GPS와 응답기를 이용하

여 통행경로와 통행시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5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시작되었으나, 중도 탈락 및 GPS 오류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총 1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GPS를 통해

개별 통행자의 통행경로를 확인하므로 앞선 연구와는 진행 방법이 다소

다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초 2주간은 자유로운 노선선택을 하도록 하

고 그 후 2주간은 연구자가 3개의 대상노선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행하도

록 하였으며, 마지막 2주간은 앞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노선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통행자가 각각의 경로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습득하게 한 후 선택한 경로와 선택하지 않은 경로의 통행특

성을 바탕으로 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추정 결과 RR은 0.23에서 1.20 수

준이다. Carrion(2010), Carrion and Levinson(2011), Carrion and

Levinson(2013)은 Carrion et al.(2012)의 GPS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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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RR은 0.20에서 1.50 수준이다.

Lam(2000)은 개별 통행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Express Lanes on SR 91의

유료도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해당도로가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가 나란

히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유료도로는 시간대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을

부과하면서 무료도로 대비 빠르고 통행시간의 편차가 적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도로 운영체계 때문이다. 개별 통행자의 유료도로

선택 여부는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시간대별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신뢰성(표준편차 및 누적비율 차이)은 검지기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

다. 통행비용은 시간대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로 설정하였으며,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간 거리가 유사하므로 유류비의 차이 등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은 앞선 연구들과 같이 로

짓모형의 계수를 이용하여 한계대체율법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총 샘플의

수는 모형별로 300～400개 수준이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RR을 추정

한 결과 0.40～4.1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모

형의 RR은 1.387로 확인된다. Lam and Small(2001)은 Lam(2000)에서 구

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 RR

은 0.52～1.57 수준이며, 남성 대비 여성의 RR이 더 높게 나타났다.

라. 그 외 국가

Ehreke et al.(2015)는 독일 정부의 교통투자 계획을 수립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SP와

RP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승용차 이용자의 RR은 0.7 수준이다.

호주에서는 교통부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National

Guidelines for Transport System Management in Australia(Australian

Transport Council, 2006)를 활용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통행시

간 신뢰성의 추정 방법,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RR)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따른 편익을 비용편익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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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산정을 위해 RR을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RR은 도로의 차종별 혼입율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0.8에서 1.2 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 Working group for Cost Benefit Calculations에서 비용

편익 분석에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출근통행에 대한 RR은 0.9를 제시하고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

내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RP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SP조사의 경우 국내의 선행연구는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값을 하나로 제시하는 반면,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걸리는 통행시간을 하나 제시하고, 통행시간의 변동성은 그 값을 기준으

로 여러 개의 통행시간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자료의 형태는 크게 SP자료와 RP자

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선택대안은

통행, 옵션, 경로, 수단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행태를 설명

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신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행시간 가치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의미하는 RR은

0.08에서 4.094로 매우 폭 넓게 나타났다.



- 27 -

연구 자료형태 선택대안 모형 설명변수
RR

min max
Significance et al.(2007) SP trip MNL time. cost, std, early, late 0.74 2.4
Asensio and Matas(2008) SP option MNL time. cost, std, early, late 0.98 0.98

장수은 외(2008) SP 통행수단 MNL time, cost, 예상치 못한 지체 0.77 0.94
허은진(2010) SP 통행수단 MNL time, cost, 예상치 못한 지체 0.52 1.07
최아름(2012) SP 수단/경로 ML time, cost, ±분 0.82 0.96

Tilahun and Levinson(2010) SP route MNL time, cost, std 0.89 0.89
Li et al.(2010) SP route MNL/ML time, cost, std 0.08 1.59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 SP route MNL/ML time. std 0.169 4.094
DfT(2015) SP option MNL time, cost, std 0.34 0.71

Significance et al.(2012) SP trip PLC time. cost, std, early, late 0.4 1.1
Kouwenhoven et al.(2014) SP trip PLC time. cost, std, early, late 0.41 1.15

Lam(2000) RP route MNL time, cost, std, 통행시간의 누적 90%-50% 0.40 4.17
Lam and Small(2001) RP route MNL time, cost, std, 통행시간의 누적 90%-50% 0.52 1.57
Liu et al.(2004) RP route ML time, cost, std, 통행시간의 누적 80%-50% 1.61 1.61
Small et al.(2005) RP route ML time, cost, std, 통행시간의 누적 80%-50% 0.91 0.91
Liu et al.(2007) RP route ML time, cost, std, 통행시간의 누적 80%-50% 0.73 3.37
Carrion(2010) RP route MNL/ML time, cost, std, iqr, rr 0.20 1.20

Carrion and Levinson(2013) RP route ML time, cost, std, iqr, rr 0.21 1.50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 RP route ML time, distance, income, occupancy, std 0.49 2.69

Ehreke et al.(2015) SP/RP trip MNL time, cost, variance 0.70 0.70
주: 1) SP: stated preference data, RP: revealed preference data
2) ML: Mixed Logit, MNL: Multinomial Logit, PLC: Panel latent class
3) std: Standard Deviation, RR: Right Range, IQR: Interquartile range
4) RR: reliability ratio(VOR/VOT)

<표 2-4>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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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

제약
삼각분포 고정변수

최아름(2012) T, C, R

Li et al.(2010) T, R C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1)

Liu et al.(2004) T, C, R

Small et al.(2005) T, C, R

Liu et al.(2007) T, C, R

Carrion(2010) T, R C

Carrion and Levinson(2013) T, R C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2) O

주: 1) 혼합 로짓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분포에 대한 언급은 없음.
2) 로그정규분포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각 변수별 분포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T: 통행시간, C: 통행비용, R: 통행시간 신뢰성(표준편차, 누적비율 차이 등)

<표 2-5> 혼합 로짓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의 변수별 확률분포

연구 교차항 시장분할

Significance et al.(2007) O

장수은 외(2008) O

허은진(2010) O

최아름(2012) O

Tilahun and Levinson(2010) O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 O

DfT(2015) O

Significance et al.(2012) O

Kouwenhoven et al.(2014) O

Lam(2000) O

Lam and Small(2001) O

Small et al.(2005) O

Carrion(2010) O

<표 2-6> 선행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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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모형의 설정 및 추정 방법

제1절 모형의 설정

1. 혼합 로짓모형3)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이고 방법은 통행

시간 신뢰성이 포함된 선택대안에 대한 통행자의 선택행위를 모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모형 중 로짓모형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고 널리 사

용 중인 모형으로, 수식이 Closed Form을 이루고 있으므로 계산이 용이하

며 그 결과를 손쉽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승용차 이용자 이 선택대안 로부터 체감하는 효용은 아래 (식 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속성  로부터 체감하는 결정적 효용

이며, 는 오차를 나타내는 확률항이다.

     (식 3-1)

이때 승용차 이용자의 효용이 통행비용, 통행시간, 통행시간 신뢰성, 쾌

적성 등으로 구성된 선형함수라면 승용차 이용자의 효용은 (식 3-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이 선택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식 3-3)과

같다.

3) Train(2009).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2nd ed.).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Chapter 6. Mixed Logit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Mixed Logit에 대

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내용 및 실무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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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2)

 


′
′

     (식 3-3)

로짓모형은 기본적으로 IIA(independence and irrelevance of

alternatives)를 가정하고 그 방법론적 전개를 하고 있다. IIA 가정은 임의

의 두 선택항의 선택확률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선택확률

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선택한 응답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향이 일정

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다항 로짓모형은 두 확률의 고정된 비율에 의해

회귀식이 구성되는 형태이므로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회귀식의 안정

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이성우 외, 2005). 그러나 현실에서 로짓

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선택대안을 정확하게 병렬적으로 나열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IIA에 대한 가정과 다항로짓모형의 적용

및 해석상의 유의점은 교통부문에서 Red bus/Blue bus paradox로 잘 알

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 로짓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

한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혼합 로짓모형은 IIA에 대한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선호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모형으로, 어떠한 Random utility model로도 근사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flexible) 모델이다.

혼한 로짓모형의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로짓모형에 확률밀도함수

를 곱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식 3-4)에 따르면 혼합 로짓모형에서 개

인 i가 n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일반적인 로짓모형의 수식에다 주어진 확

률밀도함수 를 곱하여 산정한 후 추정된 값들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로짓모형은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가 fixed parameter로 추정된 b와 같을 경우 , 가 fixed

parameter로 추정된 b와 다를 경우 인 특수한 상황의 로짓모형이

라고 볼 수 있다. 혼합 로짓모형은 아래와 같이 계수의 확률분포를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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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Random parameter logit이라고도 불린다.

 


′
′

     (식 3-4)

  
′      (식 3-5)

Random parameter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확률밀도함수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절단정규분포, 삼각분포, 단일분포 등이 있으며, 연구자는

예측하고자 하는 계수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정한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혼합 로짓모형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

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로짓모형의 Log Likelihood에 해당

하는 SLL(simulated log likelihood)을 추정한다. 모형의 계수 및 SLL을

추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어진 형태()의 확률밀도함수인 를 바탕으로 첫 번째 random draw

를 생성하여 를 추정하고, 의 r에 “1” 라벨을 붙임.

② 첫 번째 Random draw를 이용하여 
을 추정함.

③ 주어진 Random draws의 횟수만큼 상기 ①과 ②의 과정을 반복한 후 평균을

산출함.

  


  




     (식 3-6)

이때, R= number of draws

 
  




  



ln
     (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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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이 를선택하면 1, 아니면 0

혼합 로짓모형은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한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에 정의된 확률밀도함수에서 임의의 값

을 추출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중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많은 횟수의

random draws가 필요하며, 최근에 컴퓨터의 연산능력 발전에 힘입어 교

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모형 추정에 있어 일반 로짓모형 대비 혼합 로짓모형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호의 다양성(taste variation)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로짓모형에서 추정되는 계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을 갖는 반면 혼합

로짓모형의 계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닌 통계적 형태와 범위를 갖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즉 각 변수의 계수에 대한 확률분포를 감안할 수 있으

므로 추정된 계수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선택모형에서 후륜구동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다고 할 때, 일반 로짓모형을 통해 계수를 추정할 경우 후륜구동의 여부가

승용차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음과 양의 부호를 가진 값 중 하나의 고정

된 평균값으로 추정된다. 즉 승용차 선택에 있어 후륜구동의 여부는 선호

와 비선호 중 하나의 값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승차감,

주행질감 등을 이유로 후륜구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눈길 및 빗

길에서의 주행 안정성, 좁은 실내 공간 등의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때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할 경우 선호와 비선호에 대한 각각의 비

율뿐만 아니라 모형 구축에 사용된 개인의 후륜구동에 대한 선호도 파악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IIA에 대한 가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항로짓모

형에서 가정한 IIA는 제시된 대안간의 선택에 다른 대안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구자춘,

2013). 혼합 로짓모형에서도 확률항인 가 Type 1 분포를 가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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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와 의 선택확률이 다른 대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

다.

2. 유료도로 선택 모형

본 연구는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을 모형화하기 위해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한다. 향후 논의될 구축된 자료의 변수간 상관관계 및 소득에 대한 효

과를 고려하여 위해 승용차 이용자의 효용함수는 (식 3-8)과 같이 통행

시간, 통행비용/분당소득, 통행시간 표준편차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승용

차 이용자는 시간대에 존에서 존으로 통행하는 통행자는 통행시간, 통

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통행 특성을 비교한 후 유료도로와 무료도

로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때 개인 이 대안 와 대안  중 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아래 (식 3-9)와 같다.

 


     (식 3-8)

여기서,     기종점간총통행비용원유류비통행료
  기종점간총통행시간분
  기종점간통행시간표준편차분
  분당가구소득원

 



  






  







  





     (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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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경로 구성 유료도로 + 무료도로 무료도로

통행비용/분당소득
(COST/INCOME)

(기종점 간 유류비 + 통행료)
/ 분당소득

기종점 간 유류비
/ 분당소득

통행시간
(TIME)

유료도로 이용경로의
1년간 평균 통행시간

무료도로 이용경로의
1년간 평균 통행시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STD)

유료도로 이용경로의
1년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무료도로 이용경로의
1년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표 3-1> 선택대안 및 변수 구성

각 변수별 구성을 살펴보면 는 시간대에 경로를 이용할 때 필요

한 총 운행비용으로, 세금이 포함된 유류비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통행

비용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통행

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통행비용을 사용하였다. 은 시간대에 경

로 의 총 통행시간으로, 무료도로 이용자는 무료도로, 유료도로 이용자는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통행시간 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는 시

간대에 경로의 1년간 통행시간 표준편차이다.

제2절 추정 방법

1. 혼합 로짓모형

가. 확률변수의 분포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되는 계수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 아니라 연속된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므로 혼합 로짓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random parameter가 어떠한 형태의 확률밀도함수를 따르는지에 대해 설

정하여야 한다. 만약 모형의 추정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혹은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다면 평균값을 중심으로 사전에 설정한 분포

의 모양에 따라 유의하게 선호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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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표준편차(혹은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다면

평균값만으로 확률분포와 관련된 모든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Hensher et al. 2005).

Random parameter의 확률밀도함수 형태는 해당 변수에 대한 개별 통

행자의 선호 행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

여 구체적인 분포를 사전에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포로

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균등분포, 삼각분포 등이 있다. 그러나 혼합

로짓모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분포는 확률분포의 일부가 기대부호와

반대인 곳에 위치하거나 아주 긴 우측꼬리가 발생하는 등 하나 이상의 단

점을 가지고 있으며(Hensher et al., 2005), 특히나 WTP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더욱 더 문제시 될 수 있다.

혼합 로짓모형에 사용되는 다양한 분포는 부호의 제약 및 확률변수 값

의 경계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분포 중 하나인 정규분포는 중심극한정리라는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에

두고 혼합 로짓모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이다. 정규

분포는 부호에 제약이 없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경계선이 없는 분포이

다. 그러므로 속성에 대한 선호의 사전정보가 없거나 특정 속성에 대해 개

인별로 선호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 즉 특정 속성에 대해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조건부 로짓모형에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효용이 하나의 부호

를 갖는 고정 값으로 표현되는 반면 정규분포를 이용할 경우 부호의 제약

이 없으므로 선호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정규분포는 부호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같이

교통 부문에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방향의 효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속성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통행시간의 확률변수

중 일부가 양의 값으로 추정이 된다면, 전체 사람들 중 일부는 통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혼합 로짓모형에서 이

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통행시간이 다른 활동과 결합된 경우로,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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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출근통행에 있어서 일부 통행자들은 그 시간을 하루의 일정을 정리

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너무 짧은 통행시간보다는 다소 긴 통행시간을 선

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행시간과 다른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경우로, 예를 들면 경관이 빼어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통

행시간이 양의 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Hess. et al.(2005)는 통행시간 가치 산정의 근간이 되는 미시경

제학의 시간배분이론을 기초로 할 때, 시간은 개인에게 할애된 유한한 자

원이므로 통행시간 가치가 양으로 산정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

였다. 그러므로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할 때에

는 범위의 제약이 없이 무한대로 가는 분포는 적합하지 않으며, 만약 통행

시간 가치가 음의 값으로 도출되는 경우에는 모형을 재설정(refine)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로그정규분포는 확률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했을 때 정규분포가 되는 분

포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향의 효용을 주는 것으로 기대

되는 변수에 사용한다(Train, 2009). 로그정규분포는 최솟값과 부호에 제

약이 있는 반면 최댓값은 제약이 없는 분포이다. 로그정규분포는 특성 상

양(+)의 범위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정규분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음(-)의 통행시간 가치가 추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로그정규분포는 우측으로 매우 긴 꼬리가 발생하므로 타 분포에 비해 매

우 높은 평균 WTP와 표준편차가 추정된다. Hensher and Greene(2001)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삼각분포, 균등분포를 가정

하여 각각의 통행시간 가치를 산정하였는데, 로그정규분포를 제외한 나머

지 분포는 평균 통행시간 가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로그정규분포의

경우 타 분포 대비 통행시간 가치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극단

적인 꼬리로 인해 로그정규분포는 WTP 추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활

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포로 알려져 있다.(Sillano and

Ortuzar(2005)). Daziano and Achtnicht(2013)는 로그정규분포와 같이 비

대칭적인(asymmetric) 분포에 대해서는 평균값(mean)이 아닌 중간값

(median)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강건성 높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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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으며, Algers et

al.(1998), Campbell(2006), University of York Center for Health

Economics(2007), Rischatsch(2009), Hidrue et al.(2011), Hole and

Kolstad(2012) 등의 연구에서는 로그정규분포에서 추정된 계수의 중간값

(median)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Hensher et al.(2005)는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확률분포

에 부호를 제약시킨 제약(constrained) 분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최솟값과 최댓값이 제한되어 있는 삼각분포에 부호를 제약함

으로써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WTP가 추정되는 것과 WTP의 값이 무한

대로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Hess. et al.(2005)는 혼합

로짓모형의 WTP 추정 시 최솟값과 최댓값에 제약이 있는 삼각분포, 혹은

Sb 분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삼각분포는 확률밀도함수가 마치 텐트(tent)와 같은 모양으로, 중앙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부터 좌우로 선형으로 그 확률이 감소하는 형태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경계가 있는 분포이다. 삼각분포는   의 세 가지 모

수로 구성되며, 이때 는 위치모수, 는 규모 모수, 는 형태 모수이다.

삼각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는 와 사이에 위치하며,      일 때, 는

최솟값, 는 최댓값이며, 는 최빈값이다. 즉 최빈값 를 정점으로 하여 좌

측으로는 , 우측으로는 지점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분포이며, 이때 로부

터 와 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양측이 대칭인 모양의 대칭삼각분포가 된

다. 삼각분포의 확률밀도함수와 평균, 분산은 (식 3-10)과 같다.



- 38 -

삼각분포 부호를 제약한 대칭삼각분포

<그림 3-1> 삼각분포의 형태

   

(식 3-10)











   




≤  




  




  ≤ 

 

  


 



혼합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제약된 삼각분포 등 다양한 확률밀

도함수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제약된 삼각분포는 Hensher et al.(2005)가

제안한 방법으로, 최솟값과 최댓값이 존재하며, 부호에 대한 제약이 가능

하다. 이로 인해 Liu et al.(2010)이 경로선택모형을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

의 가치 추정할 때, 그리고 Leon and Miguel(2017)이 교통수단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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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대적인 위험성을 이용하여 생명의 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한 바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확률분포는

Hensher et al.(2005)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부호가 제약된 대칭삼각분포

를 적용한다.4) 제약된 삼각분포는 <그림 3-1>의 우측에 있는 형태의 삼

각분포로, 최빈값 가 평균값 및 중간값이 된다. 그리고 부호의 제약을 위

해 최솟값 는 0이 되며, 최댓값 는 가 된다.

한편 Revelt and Train(1999)에 따르면 혼합 로짓모형에서 Random

parameter가 많아질 경우 추정 결과가 불안정해지는 경향(a tendency to

be unstable)이 있으며, 통행비용 변수를 Random parameter로 추정할 경

우 WTP 추정 시 두 변수의 분포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상에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 변수를 fixed

parameter로 추정한다.

나. Random sequence

혼합 로짓모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수의 임의 순열(random

sequence)을 발생시켜 시뮬레이션 반복횟수만큼 선택확률을 계산한 후 이

를 가중평균하여 최종 선택확률을 계산한다.

Bhat(2001)는 임의 순열을 발생시킴에 있어 2,000회 pseudo-random

sequence와 75회의 halton sequence가 거의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므로

halton sequence를 사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였다. 아래

제시된 <그림 3-2>은 pseudo-random sequence와 halton sequence를 각

각 1,000회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random sequence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halton sequence를 이용한 경우에

점들이 보다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와 로그정규분포로 가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추

정되었으나, 정규분포는 통행시간 계수의 약 20%가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로그정

규분포는 평균 WTP가 극단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약된 

삼각분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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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nsher et al.(2005). Applied choice analysis.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그림 3-2> Pseudo-random sequence와 Halton sequence 비교

Halton sequence를 기준으로 random sequence를 발생시키는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Hensher(2001)는 halton sequence를 10, 25, 50,

100, 150, 200회를 발생시켜 각각의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결과, 25회 이

상의 halton sequence를 발생시키면 모형의 적합도와 평균 통행시간가치

에 있어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험적으로 3개의

선택대안을 기준으로 1개 혹은 2개의 random parameter가 포함되는 경우

halton sequence를 기준으로 약 25회 random sequence를 발생시키면 그

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수렴하며, 100회 정도를 발생시키며 좋은(good)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의 횟수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므로 개별모형에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값이 도출되

는 횟수를 확인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Hensher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연구를 참고하여 100, 200, 500, 1,000회의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횟수가 500회 이상인 경우 계수의 추정치가

안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종적으로 NLOGIT 4.0을 이용하여 1,000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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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200회 500회 1,000회


-0.1140 -0.1131 -0.1130 -0.1130
(0.0274) (0.0273) (0.0273) (0.0273)


-0.1465 -0.1488 -0.1483 -0.1484
(0.0765) (0.0765) (0.0765) (0.0765)


-0.1033 -0.1037 -0.1036 -0.1036
(0.0492) (0.0491) (0.0491) (0.0491)

주: 괄호 밖의 값은 계수의 추정치,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표 3-2> Random sequence 횟수에 따른 계수 추정치 변화

2.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지불용의액은 소비자가 특정 속성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기꺼이 지불

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통행

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한계대체율법이 이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 이 각 선택대안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변수, 즉 선택 한

정 변수(choice specific variables)를 바탕으로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조건부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계수의 값은 응답범주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

므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한계대체율을 계산할 수 있다(이

성우 외, 2005). 한계대체율이란  의 두 재화가 있을 때 재화 한 단위

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재화의 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폐가치

화된 비용과 속성변수가 포함된 식에서 통행시간의 가치(VOT)와 통행시

간 신뢰성 가치(VOR)는 아래의 (식 3-11)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식 3-11)

혼합 로짓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가치와 통행시

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은 개념적으로는 조건부 로짓모형과 동일

하게 두 변수의 계수간 비율을 이용한다. 다만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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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수는 고정 값이 아닌 통계적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므로 WTP를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 조건부 로짓모형과는 다소 다르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에서는 통행비용 변수를 fixed parameter로 추

정하였으므로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random parameter를 통행

비용으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은 기존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확

률변수 분포를 따르게 된다.

혼합 로짓모형에서는 확률분포를 가지는 모집단의 계수와 함께 개별 승

용차 이용자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WTP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WTP로, 모형을 통해 추

정된 확률변수의 평균과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과 통

행시간 표준편차에 대해 삼각분포를 가정하였으므로, 모형을 통해 추정된

계수의 평균값과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전체 분포를 다시 구축한

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형태를 갖는 확률

변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해당 확률변수를 이용하여 0을 기준으로 대칭

인 삼각분포 형태를 갖는 확률변수를 만든다.

그리고 모형에서 추정된 모집단 계수의 평균과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모

집단 전체의 분포를 구축한다.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의 계수가 평균이

이고 스프레드가 일 때 한계효용은 (식 3-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ensher 2005). 그러므로 모집단의 평균 WTP는 아래 (식 3-1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삼각분포형태의확률변수
     (식 3-12)




 

 





×
×소득     (식 3-13)

두 번째 방법은 개별 계수를 이용하여 WTP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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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로짓모형에서는 개별 통행자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를

이용하여 개별 통행자의 WTP를 산정 후 이것을 평균하는 방법이다.






  








×소득     (식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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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료의 구축 및 특성 분석

제1절 기본 자료

1. 선택행태 자료

국가교통조사 중 여객에 관한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수행되는 법정 조사로,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승인통계에 해당한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수

행되고 있으며, 2010년 수행된 가구통행실태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

사 중 전국 총조사 가구의 1.05%에 해당하는 20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주중 통행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말통

행의 경우 별도의 주말통행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가구현황 조사, 가구원 특성 조사, 개인통행특성 조

사로 구분된다. 가구현황은 가구원수, 주택종류, 가구월평균소득 등의 자

료로 구성되며, 가구원 특성은 출생년도, 성별,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통행특성은 통행일자,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

각, 도착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유료도로 이용 여부, 진출입IC 등으로

구성된다. 존 체계는 수도권의 경우 행정동을 기준으로, 그 외 지역은 시

군구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37개의 소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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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항목 조사방법

가구통행실태조사 해당 지역의 가구 일반현황 및 통행유무,
개인통행실태 및 통행특성 등 Self-Survey

주말통행실태조사 해당 지역의 가구 일반현황 및 통행유무,
토요일/일요일 통행특성 등 Self-Survey

교통량조사 시간대별/차종별/방향별 교통량 관측조사(영상장비)

재차인원조사 시간대별/차종별/방향별 재차인원 관측조사

여객교통시설물
이용실태조사

통행목적, 최초출발지, 출발시각(조사시간),
접근수단, 최종목적지 등 면접조사

고속도로 요금소
우편조사

통행목적, 출발지, 출발시각, 도착지,
통과요금소, 탑승인원, 이용수단 Self-Survey

고속도로 요금소
교통량조사 시간대별/차종별 교통량 관측조사(영상장비)

자료: 수도권교통본부(2012).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및 장래 수요예측 공동조사.

<표 4-1> 조사별 조사종류 및 항목

조사항목 조사 내용

가구현황조사
가구원수, 6세미만 아동수, 차량종류별 보유대수
주택종류, 주택점유 형태, 가구월평균소득

집에서 걸어서 이용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장명 및 소요시간 등

가구원
특성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년도, 성별, 운전면허증 유무,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가구원별 직장 및 학교의 주소/건물명

개인별
통행특성조사

통행일자, 조사당일 통행유무(미통행사유 포함), 가구주와의 관계
출발지 및 도착지,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탑승인원,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여부(이용시 출발 및 도착시

요금소)

장거리
통행특성조사

요일별 장거리통행 유무, 출발지 및 도착지, 출발시각
통행목적, 통행수단, 당일 귀가여부, 당일 귀가시 출발시각

자료: 수도권교통본부(2012).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및 장래 수요예측 공동조사.

<표 4-2> 가구통행실태조사 내용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개인통행특성 자료는 총 1,390,178 통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승용차 통행은 총 434,186

통행으로, 통행목적별로 살펴보면 비업무 통행이 386,184 통행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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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업무, 여가오락, 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택행태의 대상이 되는 유료도로 이용현황을 살

펴보면 유료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통행은 13,713통행으로 전체 승

용차 통행의 약 3.16%로 나타났으며, 무료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통행은 420,455통행으로 전체 승용차 통행의 약 96.84%를 차지한다.

구분 업무 귀사 여가, 오락,
외식, 친지방문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쇼핑, 기타 계

유료 1,474 382 734 11,141 13,731

무료 23,539 7,150 14,723 375,043 420,455

계 25,013 7,532 15,457 386,184 434,186

<표 4-3> 승용차 통행의 목적별 선택 현황

(단위: 통행)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경로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접운전” 통행은 325,771통행으로 나타났다. 해당통

행의 세부 통행목적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귀가통행이 141,814통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근, 업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행 중 3.62%가 유료도로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96.38%는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여가 기타 계

유료 162 4,894 4,117 64 27 1,315 328 56 412 409 11,784

무료 13,114 136,920 100,827 903 2,315 21,206 6,359 7,764 9,396 15,183 313,987

계 13,276 141,814 104,944 967 2,342 22,521 6,687 7,820 9,808 15,592 325,771

비율(%) 4.1 43.5 32.2 0.3 0.7 6.9 2.1 2.4 3.0 4.8 100.0

<표 4-4> 직접운전 통행의 목적별 선택 현황

(단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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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속도 자료

본 연구는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유료도로 선택 행태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므로 가능한 2010년 당시의 통행속도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2010년 당시의 구간

별 1시간 단위의 통행속도 자료 수집이 가능한 반면, 도심부 도로의 경우

2010년 당시의 시간대별, 도로 구간별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2010년 시점으로 고속도로와 도심부 통행속도의 자료를 일치시

킬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

속도는 2010년 당시 자료를 활용하고, 도심부 속도자료는 2015년에 GPS

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후 활용하기로 한다.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속도 자료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도심부 구간의 통행속도 자료는

GPS를 통해 수집되는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고속

도로 구간에 활용한 통행속도 자료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1시간 단위의 구간별 평균통행속도 자료로, 해당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의 운영기관으로부터 5분 단위로 전송받은 콘존 단위의 구간속도 자

료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구간 기준으

로 연장을 고려하여 통행속도를 보정하고, 이를 다시 1시간 단위로 집계

하여 제공하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무료도로 구간에 활용한 차량 GPS 통

행자료는 차량에 탑재된 GPS로부터 산출되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1초

단위로 개별 차량의 이동궤적을 수집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산출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료도로 연속류와 단속류의 링크를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집계된 구간 평균통행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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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무료도로 구간의 1시간 단위 구간별 통행속도 자료 형태

<표 4-6> 무료도로 구간의 1시간 단위 구간별 통행속도 자료 형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자료 수집 상의 한계로 인하여 도심

부 도로의 경우 2015년에 수집된 GPS 속도 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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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통행실태조사의 기준시점인 2010년과 2015년의 도심부 통행속도를

비교 검토하여 2015년 GPS 속도 자료의 적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료도로 구간의 연도별 통행속도 비교는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발표하

는 “서울시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차량통

행속도는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20109호)로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

로 제공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서울특별

시, 2015)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의 통행속도가 서울시 전체 구간의

경우 2010년 24.0km/h에서 2015년 25.2km/h, 도심구간은 16.6km/h에서

17.9km/h, 외곡구간은 24.5km/h에서 25.4km/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 상의 통행속도 변화가 실제 통행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시특

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서울특별시, 2015)에는 각 연도별 승용차의 통

행속도 산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2010년과 2015년의 경우 통행속도

산정방법 및 대상구간이 변경되어 두 연도간 통행속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검지차량 및

위치비콘을 이용한 구간속도 검지방식이었으나 2015년에는 택시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구간속도 산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사대상 연장도

2010년 1,299km에서 2015년에는 1,429.7km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내부 무료도로의 통행속도를 직접 비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분 2001년 2002년 2010년 2015년
조사기간 1주일 조사 전일조사 좌동 좌동
조사시간 16시간 좌동 좌동 좌동

조사방법 구간속도
검지방식 좌동 좌동 구간속도

산출방식

조사대상도로
서울시전체 및
서울시 연결도로
(1,218km)

좌동
(1,249km)

좌동
(1,299km)

좌동
(1,429.7km)

<표 4-7> 조사방법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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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장
(km)

통행속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체

조사방법
변경전

808.0 22.3 21.7 22.5 22.4 22.4 22.9 22.9 24.2 24.4 24.0 24.0

조사방법
변경후

1,429.7 26.4 25.7 25.2

도심평균 47.1 16.8 16.6 16.3 15.5 13.6 14.0 14.4 16.7 16.7 16.0 16.6 18.7 17.4 17.9

도심(동서간) 24.0 18.8 18.8 18.8 17.2 14.8 15.4 16.0 18.0 17.9 16.9 18.3 19.1 17.8 28.2

도심(남북간) 23.1 13.4 13.4 12.6 12.9 11.9 12.1 12.3 14.8 15.0 14.7 14.3 18.3 16.7 17.4

외곽평균 1,382.6 22.7 22.7 23.0 22.9 23.0 23.5 23.6 24.7 24.9 24.5 24.5 26.6 26.0 25.4

도시고속도로 185.7 47.0 47.0 42.2 42.6 44.4 45.4 45.0 44.2 44.2 44.0 45.7 59.0 58.3 56.6

방사선형도로 200.1 20.9 20.9 18.7 20.3 18.7 19.1 19.2 20.6 20.6 20.6 20.6 26.3 24.6 24.7

기타도로 996.8 23.9 23.3 23.5

자료: 서울특별시(2015). 2015년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자료를 재구성함.

<표 4-8> 연도별․도로유형별 속도변화

(단위: km/h)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교통관련 사회경제 지표 검토를 통하여 서울특

별시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속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 서울특

별시 및 수도권의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면허소지자 수, 도로연장, 주요

도로 통행량 등의 지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10년 1,057만 명에서 2015년 1,030만 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에 운전면

허 소지자는 711만 명에서 756만 명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298만대에서

306만대로 증가하였다. 도로연장의 경우 2010년 8,142km에서 8,215km로

증가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의 연장은 변화가 없었다. 주요도로의 교통량

은 성수대교의 경우 98,879대/일에서 90,991로 연평균 약 1.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주요 교량 및 우면산터널, 도시고속도로, 남산

권의 교통량은 연평균 약 0.23～3.03%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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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인구
<수도권>
(천명)

면허
소지자
(천명)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도로연장
(km)

통행량(대/일)

전체
버스
전용

우면산
터널

성수
대교

반포
대교

청담
대교

도시
고속도로1)

남산권2)

2010년
10,575
<25,456>

7,111 2,981 8,142 208 26,246 98,879 93,118 106,490 1,435,774 173,039

2011년
10,529
<25,620>

7,227 2,987 8,148 210 27,055 97,363 107,110 112,542 1,452,493 174,421

2012년
10,442
<25,715>

7,313 2,969 8,174 210 25,173 12,629 109,246 112,256 1,452,125 172,613

2013년
10,388
<25,867>

7,377 2,973 8,197 210 27,905 91,308 105,784 99,302 1,455,201 170,515

2014년
10,369
<26,037>

7,488 3,013 8,214 210 29,038 103,418 107,415 125,402 1,469,990 173,050

2015년
10,297
<26,173>

7,564 3,057 8,215 210 30,469 90,991 104,234 116,795 1,485,310 175,076

연평균
증감율

-0.53%
<0.56%>

1.24% 0.50% 0.18% 0.19% 3.03% -1.65% 2.28% 1.86% 0.68% 0.23%

주: 1) 내부순환, 강변북도, 올림픽대로, 북부간선, 동부간선, 분당수서 등
2) 남산 1,2,3호 터널 및 소파 소월길

자료: 1)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2)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
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

<표 4-9> 통행속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주요 지표 변화

다음으로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통행속도 자료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도로유형별 통행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를 비교해보았

다. 전반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무료도로 연속류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통행속도는 무료도로 연속

류의 경우 첨두시간 시 통행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

료도로 단속류는 오후 첨두시간에만 다소 속도가 떨어질 뿐 전반적으로

시간대별 통행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대별

통행속도 변화 및 도로유형별 통행속도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평균 통행

속도 자료는 현실을 적정하게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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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5:00 91 84 40
6:00 89 71 37
7:00 69 51 32
8:00 66 46 28
9:00 73 48 27
10:00 72 52 26
11:00 68 60 25
12:00 69 68 28
13:00 79 64 25
14:00 75 60 23
15:00 83 57 22
16:00 68 54 22
17:00 76 46 21
18:00 75 45 18
19:00 73 54 22
20:00 73 64 28
21:00 85 67 28
22:00 86 71 29
23:00 89 81 35
24:00 94 87 38
평균 78 62 28

<표 4-10> 시간대별 도로별 평균 통행속도 현황

(단위: km/h)

<그림 4-1> 시간대별 도로별 평균 통행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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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년 서울시특별시 차량통행속

도 보고서”(서울특별시, 2015)에서는 2015년 통행속도가 2010년 대비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기간의 통행속도 집계방법의 변화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통행속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

단은 서울특별시의 교통관련 지표들의 비교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또한 2010년 대비 2015년의 평균 통행속도 증가는 서울특별시의 소

통 상황 변화보다는 집계방법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서울특별

시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다.5) 물론 2010년과 2015년의 통행속도를 비교하

여 2015년의 속도 자료를 보정할 수도 있지만 2010년과 2015년의 통행속

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통행속도를

보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료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무료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를 그대로 적용한

다.

제2절 자료의 구축

1. 공간적 범위

승용차 이용자의 실제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수

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승용차 통행 자료는 1,237개의 행정동 기준 총

434,18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계산해보면 하나의 존 쌍당 평균

한 통행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기종점이 동일한 하

나의 존쌍을 이용하여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모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행태를 모형화하기 위해

서는 수집 가능한 자료의 수와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간 적정한 수준의 선

택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선정

5)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유선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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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각 기종점

간 유료도로 통행현황 및 진출입IC를 검토한 결과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

부고속도로의 수원IC～한남IC 구간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주변 도로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구간은 주변지역에 다수의 주거지 및 업무지역이 분포하

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를 이용한 자료의 수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내곡간도로, 대

왕판교로 등의 다양한 무료도로 대안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4-2>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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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행태 자료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택행태 자료의 구축을 위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조사 자료 중 직접 1인 운전을 대상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

로 수원IC～한남IC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한 통행이 최소 1통행 이상

인 존의 모든 통행을 1차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331개의 존쌍, 1,239개

의 통행이 구축되었다.

1차 구축대상을 고속도로 통행이 최소 1통행 이상인 존으로 설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RP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미선택 대안에

대한 적정한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 유료도로를 선택한 샘플이 하나도 없

는 존쌍을 자료에 포함시킨다면 무료도로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

로 대안의 진출입IC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료도로가 최소 1

통행 이상인 존쌍을 대상으로 한다면 무료도로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로 대안의 진출입IC는 동일한 존쌍의 유료도로 이용자와 동일하다

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료도로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무료도로의

경우유료도로에 비해 비교적 일관성 있게 가정이 가능하다. 유료도로의

경우 진출입IC에 따라 통행거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무료도로

의 경우 각 경로별로 통행거리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무료도로만을 이용한 존의 경우 유료도로 IC까지의 거리가 멀거

나 각 존간 통행거리가 매우 가까운 등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효용이 높

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차로 구축된 자료에서 존내 통행을 제외하면 655개의 통행이며, 이용

도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유료도로가 364통행, 무료도로가 291통행으

로 나타났다. 소존내 통행이 제외된 1차 구축 자료의 통행목적별 구성 비

율을 살펴보면 앞선 직접운전 통행의 목적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직접운전 통행 대비 유료도로의 이용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수원IC～한남IC 구간을

이용하는 통행이 최소 1통행 이상인 존을 대상으로 모든 통행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축된 655개의 존쌍은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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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구분 배웅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여가 기타 계
유료 5 162 150 1 0 25 6 1 9 5 364
무료 14 130 102 1 2 12 5 7 10 8 291
계 19 292 252 2 2 37 11 8 19 13 655
비율 2.9 44.6 38.5 0.3 0.3 5.6 1.7 1.2 2.9. 2.0 100

<표 4-11> 분석을 위한 자료의 1차 구축 결과(소존내 통행 제외)

(단위: 통행, %)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샘플의 경우 유료도로 대비 무료도

로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샘플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시 강북구로 가는 통행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한남

IC를 이용하지 않고 무료도로만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통행의 기종점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와 무료도로 간 경

쟁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존의 통행을 제외하였다. 제외된

세부 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

대부분이 강북에 위치한 지역이며, 그 외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등이다.

자료에 대한 2차 구축 결과,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샘플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샘플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남

IC 등을 통해 강북으로 가는 통행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구분 지역

포함된
통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기타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하남시, 화성시, 광주시

<표 4-12> 고속도로와 무료도로 간 경쟁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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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구축과정을 거친 결과 총 353개의 자료가 구축되었으며, 자

료의 기종점을 살펴보면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동

구, 서초구,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총 353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축한다.

구분 강남구과천시관악구광주시동작구서초구성남시송파구수원시안양시영등포구오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 계

강남구 1 19 10 1 26 1 2 60

과천시 1 3 1 5

관악구 1 1

광주시 1 1 2

동작구 1 1 1 3 6

서초구 1 20 4 38 63

성남시 14 2 2 24 8 9 1 3 4 67

송파구 4 1 5

수원시 10 1 3 8 5 27

안양시 3 3

영등포구 8 7 15

오산시 1 1 1 3

용인시 26 2 3 42 2 3 5 83

평택시 1 1

하남시 1 1

화성시 2 1 7 1 11

계 54 4 2 3 5 70 67 6 28 4 15 3 84 1 7 353

주: 동단위의 기종점을 시군구 단위로 집계화한 자료임.

<표 4-13> 분석을 위한 최종자료 구축 결과

3. 통행특성 자료의 구축

가. 경로 설정

본 연구에서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대안은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이며, 선

택을 위한 통행특성은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신뢰성이다. 그러므

로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대

안에 대한 경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구통행

실태조사 자료에는 승용차 이용자가 실제 이용한 경로에 대한 정보는 없

으며,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우 진출입IC에 대한 정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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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승용차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 경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경

우에는 선택 가능한 합리적인 경로에 대한 경로나열(path enumeration)

과정을 통해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네트워크가 복잡할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실

제 네트워크의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를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정동재․장수은, 2014).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승용차 이용자의 세부적인 경로(path)를 모형화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통행비용, 통행시간, 통행시간

신뢰성 비교를 통해 승용차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선택하는 행위를 모형화

하고 이를 통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경로나열 과정은 생략하고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순화된 대표경로를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선택대안은 <그림 4-3>과 같다. 유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 선

택대안은 유료도로 대안이며, 미선택 대안은 무료도로 대안이다. 반면 무

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 선택대안은 무료도로 대안이며, 미선택 대

안은 유료도로 대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통행에 대하여

선택대안과 미선택 대안, 즉 두 가지의 통행경로를 사전에 설정한다.

유료도로를 선택한 사람
(184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사람
(169통행)

선택대안 미선택대안 미선택대안 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무료도로
대안

유료도로
대안

무료도로
대안

<그림 4-3> 선택대안 및 경로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 설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의 경로검색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기종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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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구조에 따라 각 행정동의 주민센터로 설정하

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집계화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유료도로 선

택대안의 경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된 추천경로 중 가구통행실태조

사를 통해 기입된 진출입IC와 일치하는 경로를 활용하며, 무료도로 선택

대안의 경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된 무료도로 경로를 활용한다. 검

색 시점에 따른 통행경로 및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자료 구축 시에는 출발시각이 다

르더라도 통행경로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경로 검색 시

2010년 당시 개통되지 않았던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은 경로에서 제외하였

다.

네이버 지도는 승용차 수단에 대해 총 4가지의 경로를 제공한다. 첫 번

째는 추천경로이고, 두 번째는 최단경로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

가 가장 짧은 경로이다. 세 번째는 무료도로로, 통행료가 없는 무료도로만

포함한 경로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차 전용도로제외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경로이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 3개의

경로를 제시하며, 통행시간이 짧은 순으로 정렬이 되어 검색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된 다양한 경로 중 유료도로의

경우 진출입IC가 동일한 경로 중 통행시간이 최소인 경로를, 무료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로 중 통행시간이 최소인 경로를 활용

한다. 기종점간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경로는 교통량 배

정 알고리즘 측면에서 K-path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K-path 알고리즘은

최단경로 이외에 K-1개의 추가적인 경로들을 발생시켜 저장하는 알고리

즘으로, 최근 들어서 합리적인 통행배정, 혼잡시 우회도로 안내, 복수 속

성을 갖는 최적경로 탐색 등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서 활용되고 있다(임

강원․임용택, 2008).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네이버 지도를 통해 검색한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최소시간 경로는 유료도로의 경우 기종점IC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무료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조

건 하에서 각각 기종점간 일반화비용이 최소인 K=1인 경로이고, 이때 일

반화비용은 기종점간 통행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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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경로는 유료도로의 경우 진출입IC가 결정되

어 있으므로 실제 이용된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무료도로

의 경우 통행시간이 최소인 경로가 유료도로 선택 대안 대비 적정한 선택

대안 경로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살펴볼 자료 구축 결과에 따르면 유료도로 대안은 무료도로 대안

에 비해 전반적으로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신뢰성은 우월한 반면 통행 비

용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신뢰

성 개선을 위해 통행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승용차 이용자는 통행료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없

는 무료도로의 경로 대안 내에서도 자신의 일반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교통은 파생수

요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일반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견해와도 일

치한다.

무료도로 경로를 통행시간이 최소화되는 경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간선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존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

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를 살펴보면 무료도로 이용자의 전체 통

행거리 중 약 68%가 간선도로, 즉 무료도로 연속류(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 대왕판교로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므로 무료도로 이용자의 통행경로는 무료도로 도심부 구간에서 일부 다

양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료도로 연속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구

간에서는 유료도로 선택대안과 유사하게 통행 경로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대안별 경로 설정 과정은 미선택 대안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한다. 유료도로 이용자의 미선택 대안, 즉 무료도로 대안은 무료도로 경

로 중 통행시간이 최소인 경로이며, 무료도로 이용자의 미선택 대안, 즉

유료도로 대안은 동일한 기종점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한 이용자의 경로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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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구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유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은 가구통

행실태조사를 통해 진출입IC의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네이버 지도의

추천경로를 이용하여 진출입IC가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동일한 경로를 찾

는다. 만약 진출입IC가 동일한 경로가 2개 이상 제공되면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통행시간이 짧은 경로를 선정한다. 동일한 기종점에서 서로 다른

진출입IC를 이용한 다수의 유료도로 통행이 있다면 실제 개별 승용차 이

용자가 이용한 진출입IC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경로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미선택대안, 즉 무료도로의 경로는 동일한 기종점을 기준으로

네이버 지도의 무료도로로 경로를 검색한다. 이때 기종점 별로 3개의 무

료도로 경로가 검색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색된

경로 중 통행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기준으로 한다. 무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의 선택대안, 즉 무료도로는 앞선 유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의 무료도

로 경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 즉 유

료도로 대안의 경로는 유료도로를 선택한 사람의 유료도로 경로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 기종점간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에서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으로 이동하는 통행을 대상으로 세부적

인 경로 설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료도로 대안을 이용한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

는 과정을 살펴보면, 선택한 대안, 즉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경로의 설

정을 위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에서 경기도 용

인시 상하동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검색한다. 개별 승용차 이용자가 가구

통행실태조사에 이용한 것으로 기입한 진출입IC와 동일한 경로 중 통행시

간이 가장 짧은 경로, 즉 통행거리가 31.55km인 첫 번째 경로를 유로도로

의 경로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대안, 즉 무료도로 대안의

경우 네이버 지도의 무료도로를 기준으로 경로를 검색한다. <그림 4-4>

와 같이 무료도로는 분당내곡고속화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동백죽전

대로, 성남대로 등을 이용하는 다수의 경로가 검색된다. 이 중 본 연구에

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행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 즉 통행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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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km의 경로를 무료도로의 경로로 설정한다.

그리고 무료도로 대안을 이용한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

하는 과정은 앞선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로 설정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만약 무료도로 이용자의 미선택 대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

일한 기종점에서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로가 2개 이상으로 확인

되면 두 가지 경로 중 통행시간이 짧은 경로를 미선택 대안으로 설정한다.

유료도로 대안의 통행경로 무료도로 대안의 통행경로

자료: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그림 4-4> 대안별 경로 설정 예시

<표 4-14> 통행특성 자료 구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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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 거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구간의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경로의 통행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

해서 전체 경로를 통행속도 자료의 구분과 일치하도록 고속도로, 무료도

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로 구분한다. 도로의 유형별로 주요 도로를 살

펴보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이며, 무료도로 연속

류는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내곡간도로, 대왕판교로, 과

천봉담간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며, 무료도로 단속류는 무료도로

연속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료도로가 해당된다.

유료도로 대안의 통행거리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 통

행자별로 설정된 통행경로를 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로 구분한다. 경로 설정을 통해 산정된 총 통행거리를 기본으로 하여 각

고속도로의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IC간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총통행거

리에서 고속도로 이용거리를 제외하여 무료도로 이용거리를 산출한다. 다

음으로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무료도로 경로 중 연속류 도로를 이용한 통

행거리를 산정하고 나머지 통행거리는 단속류 도로로 구분한다.

무료도로 대안의 통행거리는 개별 통행자별로 설정된 통행경로를 무료

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로 구분한다. 그리고 경로 설정을 통해 산정

된 총 통행거리 중 연속류 도로를 이용한 통행거리를 산정하고 나머지 통

행거리는 단속류 도로로 구분한다.

유료도로 이용자와 무료도로 이용자의 각 존간 총통행거리, 고속도로

이용거리, 무료도로 연속류 이용거리, 무료도로 단속류 이용거리를 각각

산출하는 과정은 <그림 4-5>와 같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에서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이용자의 실제 도로유형

별 통행거리는 앞서 제시된 <표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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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선택 무료도로 선택

고속도로
거리산출1)

IC간 거리
(운영기관 제공자료)

총통행거리에서
IC간 거리를 제외하여
무료도로 거리산출

무료도로 연속류
거리산출2)

무료도로 구간 중
연속류 구간 거리산출

전체 구간 중
연속류 구간 거리산출

무료도로 단속류
거리산출3)

무료도로 거리에서
연속류 거리를
제외하여 단속류
거리산출

전체 구간에서
연속류 거리를
제외하여

단속류 거리산출

주: 1)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IC간 거리
2) 무료도로 구간 중 연속류 도로(동부간선, 분당수서, 분당내곡, 대왕판교 과천봉담, 올림픽,
강변북로 등)
3) 무료도로 구간 중 연속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그림 4-5> 선택대안별 통행거리 산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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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균 통행시간

본 연구는 통행특성 자료의 구축을 위해 1시간 단위의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대를 고려하여 선택 대안

별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한다.

평균 통행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은 고속도로 구간과 무료도로 구간이 서

로 다른데, 이는 경로 설정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진출입IC가 정해지면 선택 가능한 경로가 하나뿐이므로 해당 구간의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무료도로 구간은 이용자별로 매우 다

양한 경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링크 단위의 1시간 단위로 집계화된 자료

를 이용해서는 승용차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한 경로의 통행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료도로 구간의 경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화된 도심부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 자료

를 활용하여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을 고속도로 구간과 무료도로 구간으

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였으며, 최종적인 총 통행시간은 고속도로 구간과

무료도로 구간의 평균 통행시간 합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와

무료도로의 통행시간 산출과정은 유료도로 이용자와 무료도로 이용자에

게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고속도로 구간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시간은 개별 통행자의 진출입IC 정보가 있으므로

무료도로 구간에 비해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 시간대별 링크별 고속도

로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식 4-1)에 따라 계산하면 에서 까

지 시간대의 연평균 통행시간(
고속도로

)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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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식 4-1)

여기서,     진입 
∼  중간통과 
  진출 
  출발시간대
 날짜
  구간속도
  구간연장

예를 들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서수지IC에서 헌릉IC 방향의 17시 연평

균 통행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서수지IC에서 고기JCT, 고기JCT에서

서판교IC, 서판교IC에서 고등IC, 고등IC에서 헌릉IC의 각각 구간에 대한

거리와 17시의 1년간 평균 통행속도를 이용하면 서수지IC에서 헌릉IC 방

향에 대한 17시의 연평균 통행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인

서울고속도로 7개, 경부고속도로 7개의 IC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므로 각각

6개 구간에 대한 통행거리 및 통행속도가 산출되며 1개 이상의 구간에 대

해서 연속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구간의 조합은 각각 21개가 있다.


  



 


      (식 4-2)

가지×시간×개노선×개방향 개
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별 방향별 통행시간대별로 계산하면 총 2,016개

의 각기 다른 통행시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

된 시간대별 IC간 평균 통행시간자료를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구축된 개

별 통행자의 진출입 IC 및 통행시간과 매칭하여 개별 통행자의 고속도로

연평균 통행시간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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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도로 구간

진출입IC가 정해지면 경로가 한정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무료도로 구

간은 기종점이 동일하더라도 매우 다양한 경로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승용차 이용자

가 실제로 이용한 무료도로의 경로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시간 산정을 위해 2015년 1년 간

주요 연속류 도로 및 강남지역의 주요 단속류 도로에 대해 1시간 단위로

링크별로 집계화된 GPS 자료와 도로유형별 통행거리를 활용한다. 통행시

간대별 평균 통행속도의 산출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연속류의 경우 분당

수서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이며, 단속류의 경우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반포대로, 봉은사로, 삼성로, 언주로, 테헤란로이다.

평균 통행속도 산정을 위한 대상도로는 최종 선정된 353개 자료의 기종

점과 주요 이용경로를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동서축과 남북축이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속도 산출을 위한 자료는

고속도로 통행속도 속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평

일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형구분 도로명 연장(km)

무료도로 연속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16.054

동부간선도로 5.036

무료도로 단속류

강남대로 7.62
남부순환로 4.37
반포대로 6.445
봉은사로 5.39
삼성로 6.508
언주로 9.707
테헤란로 7.188

<표 4-15> 무료도로 평균 통행속도 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행시간대별 도로유형별 평균 통행속도를 산

정한 결과 무료도로 연속류 구간의 경우 평균 통행속도가 새벽 2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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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후 6시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속류 구간의 경우

새벽 4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후 6시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

대별 평균 통행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벽시간

대에 통행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오전첨두 및 오후첨두의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평균 통행속도(km/h)

통행시간
평균 통행속도(km/h)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무료도로
연속류

무료도로
단속류

0:00 86.75 38.46 12:00 67.81 27.89
1:00 88.72 39.51 13:00 64.24 25.30
2:00 89.74 39.65 14:00 60.07 22.71
3:00 89.59 40.36 15:00 57.48 21.67
4:00 88.85 40.92 16:00 54.38 21.69
5:00 83.92 40.01 17:00 46.18 20.66
6:00 71.31 37.42 18:00 45.47 18.49
7:00 50.83 32.19 19:00 53.81 22.15
8:00 45.78 28.18 20:00 64.23 27.90
9:00 47.55 27.24 21:00 67.29 28.40
10:00 52.20 26.01 22:00 70.81 29.32
11:00 59.91 25.02 23:00 80.80 34.53

<표 4-16> 통행시간대별․도로유형별 평균 통행속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한 무료도로의 통행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와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도로유형별 무료도로 구간 통행거리를 활용하면 t

시각 연평균 무료도로 통행시간(
무료도로

)을 산출할 수 있다.


무료도로




  






무료단속류



무료단속류



  






무료연속류



무료연속류
     (식 4-3)

여기서,     출발시간대
 날짜
  구간속도
  구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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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행비용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선

행연구들에서도 각기 다른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Lam(2000)은 매 시간대

별로 변화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Toll on tolled lanes with respect to

time of day)을, Lam and Small(2001)은 1인당 유료도로의 통행요금(Cost

of toll per person)을, Carrion et al.(2012)는 유료도로 통행료(Toll paid

each subject)를 통행비용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의 경우 앞선 연구와는 달리 통행비용 항목을

"monetary cost"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통행요금, 주차요금,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승용차 이용자가 통행을 할 때 지불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은 유류비

이다. 승용차 이용자가 지불하는 유류비는 자신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Out of Pocket Costs)이므로 세금을 포함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선택대안은 유료도로와 무료도로로 구성되므로 유료도

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를 추가로 반영한다.

통행비용의 원단위는 가구통행실태조사가 2010년에 진행된 점을 감안

하여 이승헌 외(2012)에서 적용한 2010년 기준의 평균유가(1699.57원/l) 및

차량평균 연비(12.87km/l)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대를 고려하여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하므로 이승헌 외

(2012)에서 제시된 평균 통행비용 원단위를 “20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

사 착수회의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6)에 제시된 승용차의 통행속도별

통행비용 원단위를 이용하여 통행속도별로 세분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이 동일하더라도 통행시간대별로 평균 통행시간

과 통행시간 신뢰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도로유형별

로 평균 통행시간을 각각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통행비용은 기종점이 동

일하더라도 통행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또한 동일한 거리를 운행하더라도

경로별로 통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유형별 연장 구성에 따라 통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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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다르게 산정된다.

통행속도를 고려한 유류비의 원단위를 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6)에 제시된 10km/h 단위의 유류비를 5km/h 단위로 선형 보간을 한

후 이를 평균하여 km당 평균 통행비용 원단위를 산정한다. 이 과정을 통

해 산정된 평균 유류비인 47.996원/km와 이승헌 외(2012)에서 적용한

2010년 기준의 km당 유류비인 132.057원/km의 비율을 산정한다. 산정된

비율인 2.751을 5km/h 단위로 선형보간된 각각의 통행비용 원단위에 곱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2010년 기준의 평균 유가(1699.57원/l) 및 차

량평균 연비(12.87km/l)와 세금이 반영된 5km/h 단위의 통행속도별 유류

비 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유류비는 개별 승용차 이용자의 진출입 IC간 통행거리와 평

균 통행시간을 이용하여 산정한 전체 구간의 평균 통행속도를 이용하였으

며, 무료도로 구간은 도로의 유형별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예타지침(제5판)에 따라 무료도로 단속류 구간의 경우 유류비의

25%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통행속도별 통행비용 원단위를 산정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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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KDI(2016) 5km/h 단위
선형보간

이승헌외
(2012)

보정비율
(배) 본연구 적용

10 106.02 106.02

132.06
2.75

(132.06/47.99)

291.70
15 86.90 239.10
20 67.78 67.78 186.49
25 59.99 165.04
30 52.19 52.19 143.60
35 48.16 132.49
40 44.12 44.12 121.39
45 41.86 115.17
50 39.60 39.60 108.96
55 38.36 105.54
60 37.12 37.12 102.13
65 36.61 100.73
70 36.10 36.10 99.33
75 36.20 99.59
80 36.29 36.29 99.85
85 37.01 101.83
90 37.73 37.73 103.81
95 39.24 107.96
100 40.75 40.75 112.12
105 43.45 119.55
110 46.15 46.15 126.98
115 46.15 126.98
120 46.15 46.15 126.98

평균 47.99 132.06
자료: 1) 한국개발연구원(2016). 201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 이승헌 외(201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개
발연구원.

<표 4-17> 통행속도별 유류비 원단위 산정 결과

(단위: 원/km)

다음으로 고속도로의 진출입IC간 2010년 기준의 통행요금 자료를 구축

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 2010년 기준의 IC간 통행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10년

당시 요금산정 기준을 이용하여 직접 계산하였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2010년 기준요금을 확인 후 적용하였다. 산정된 IC간 통행요금은 가구통

행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진출입IC와 매칭하여 각 통행자별 통행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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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반영하였다.

경부   거리××차로수할증      (식 4-4)

여기서, 거리   에서 까지의거리

차로수할증  차로일때 차로일때 ∼차로일때

구분 한남 잠원 반포 서초 양재 판교 수원
한남 0 0 0 0 0 0 1,700
잠원 0 0 0 0 0 900 1,700
반포 0 0 0 0 0 900 1,700
서초 0 0 0 0 0 900 1,700
양재 0 0 0 0 0 900 1,700
판교 900 900 900 900 900 0 1,700
수원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0

<표 4-18> 경부고속도로의 2010년 기준 IC간 요금

(단위: 원)

구분 흥덕 광교상현 서수지 서분당(고기) 서판교 고등 현릉
흥덕 0 0 500 1,000 1,000 1,800 1,800
광교상현 0 0 500 1,000 1,000 1,800 1,800
서수지 500 500 0 1,000 1,000 1,800 1,800
서분당(고기) 1,000 1,000 1,000 0 0 800 800
서판교 1,000 1,000 1,000 0 0 800 800
고등 1,800 1,800 1,800 800 800 0 0
현릉 1,800 1,800 1,800 800 800 0 0

<표 4-19> 용인서울고속도로의 2010년 기준 IC간 요금

(단위: 원)

이상의 과정을 통해 승용차 이용자의 기종점 간 총통행 비용을 산정하

였으며, 유류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로 구성된 총통행 비용을 하나의 식으

로 나타내면 (식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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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고속도로

무료연속류×
무료연속류

무료단속류×
무료단속류×

     (식 4-5)

여기서,    도로유형별연장
  통행비용원단위원

  유료도로통행비용원
 통행시간대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가구통행실태조

사를 통해 수집된 가구별 소득자료를 활용하였다. 추정된 계수에 대한 보

다 쉬운 이해 및 계산 과정의 편의성을 위해 월간 가구소득을 1분간 가구

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때 연평균 근로시간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

년 OECD 기준 전체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인 2,187시간을 적용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통행비용변수는 개별 통행자 n의 총통행비용을 1

분당 소득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였으며,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 원월×월시간분
원

     (식 4-6)

마. 통행시간 표준편차

1) 고속도로 구간

고속도로 구간은 평균 통행시간 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출입IC가

결정되면 선택 가능한 경로가 하나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

속도로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면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통행시간을 산출

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행시간대별 진출입IC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직접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표준편차의 경우 평균과는 다르게 각각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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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표준편차의 합이 전체 구간의 표준편차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평균 통행시간의 경우 각각의 구간에 대한 평균 통행시간을 개별

적으로 산출한 뒤 필요한 조합에 따라 차후에 합산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경우 반드시 최초 진입IC와 최종 진출IC 간의 전 구

간에 대한 평균 통행시간을 먼저 산출한 후 전 구간에 대한 표준편차를

한 번에 계산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A IC에서

Z IC까지 t시각의 연간 통행시간 표준편차(STDAZ t)를 산출하기 위한 식

은 아래의 (식 4-7)과 같다.

 





  









⋯





  (식

4-7)

여기서,     


  









⋯




                    진입 
∼  중간통과 
  진출 
  통행시각
 날짜
  구간속도
  구간연장

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시간 표준편차가 산출되는 경로는 평균 통행시

간과 동일하므로 고속도로별 방향별 통행시간대별로 총 2,016개의 각기

다른 경로간 기종점 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산출된 통행시간대별 IC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구축된 개별 통행자의 진출입 IC 및 통행시간대와 매칭하여

개별 통행자의 고속도로 구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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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도로 구간

영국의 TAG(DfT, 2014)에서 제시한 예측식의 형태는 Bate et al.(2004)

에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동일한 형태를 가진 모형이 계

수가 일부 변경되어 TAG(DfT, 2014)에 포함되었다.

   Bates et al.(2004) (식 4-8)

   TAG(DfT, 2009) (식 4-9)

   TAG(DfT, 2014) (식 4-10)

여기서, CV
CI
D

=
=
=

ratio of standard deviation to mean travel time
ratio of mean travel time to the free flow travel time for a

journey
journey length

본 연구에서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와 테헤란로의 1년간 통행속도 자료

를 활용하여 TAG(DfT, 2014)에서 제시하는 예측식의 계수를 재추정하였

다. 이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무료도로 연속류와

무료도로 단속류 구간의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두

가지 도로유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GPS 통행속도 자료는 2015년 1년간 매일 매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와

링크별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당수서고속

화도로와 테헤란로에서 연속주행이 가능한 모든 링크의 조합에 대해 1년

간 시간대별 평균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계수를 재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분당수서고속화도로 6개의 구간,

테헤란로 14개 구간(7개 구간×양방향)으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는 총 21

개, 테헤란로는 단방향 기준 총 28개의 경로 조합이 있으며, 이것을 시간

대별로 다시 나눠보면 총 1,848개의 평균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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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통행시간 표준편차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TAG(DfT, 2014)의 예측

식을 바탕으로 R의 nls패키지를 이용해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계수의 부호는 TAG(DfT, 2014)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며, 각 계수의 상

대적인 규모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AG(DfT, 2014)의 식을 바탕으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와 테헤란로의 1년

간 시간대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계수를 재추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시간 표준편차 자료를 구축한다.

 × × 

a
b
c

Estimate
0.215
0.366
-0.270

Std. Error
0.006
0.037
0.018

t value
37.578
9.848
-15.100

Pr(>| t| )
0.000 ***
0.000 ***
0.000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추정된 식을 이용하여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로 및 통행거리 설정을 통해 구축된 각 도로

유형별 통행거리와 도로유형별 자유통행속도를 이용하여 자유통행시간을

산출한다. 이때 자유통행속도는 동일한 유형의 도로 내에서 가장 통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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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빠른 값을 적용한다. 그리고 각 시간대별 도로유형별 평균통행속도

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무료도로 구간의 평균통행시간을 산출한다. 이상으

로 구축된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거리, 자유통행시간, 평균통행시간을 이용

하여 무료도로 구간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제3절 자료의 특성 분석

1. 선택행태 자료의 특성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 선택행태 자료로 활용한 353개 자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도로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3개의 자료 중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은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은 169 통행으로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총합계

자료 수 184
(52.1%)

169
(47.9%)

353
(100.0%)

<표 4-21> 모형구축을 위한 자료 구성

자료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288명으로 전체의 약 81.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비율은 18.5%로, 전체적으로 남성의

샘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계 비율(%)

<표 4-22> 자료의 성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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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

고 있으며, 이 중 40대가 전체의 약 4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선택비율을 살펴보면 30～50대의 경우

유료도로 선택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유료도

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30～50

대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계 비율(%)

20대 6 6 12 3.4
30대 53 51 104 29.5
40대 82 63 145 41.1
50대 42 40 82 23.2
60대 1 9 10 2.8
계 184 169 353 100.0
평균 43.6세

<표 4-23> 자료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의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4인 가족이 전체의 51.8%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인, 2인, 5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353개 샘플의

평균 가구원수는 3.64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계 비율(%)

1인 1 4 5 1.4
2인 14 26 40 11.3
3인 44 38 82 23.2
4인 99 84 183 51.8
5인 23 12 35 9.9

<표 4-24> 자료의 가구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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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행목적 분포를 살펴보면 귀가 목적이 43.3%, 출근 목적이

41.4%로 통근통행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목적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계 비율(%)

배웅 3 3 6 1.7
귀가 80 73 153 43.3
출근 79 67 146 41.4
등교 1 1 0.3
학원 2 2 0.6
업무 10 8 18 5.1
귀사 4 5 9 2.5
쇼핑 1 1 0.3
여가 4 5 9 2.5
기타 3 5 8 2.3
계 184 169 353 100.0

<표 4-25> 자료의 통행목적 분포

자료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300～400만원이 전체의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53개 샘플의 월평균 가구당 소득은 508만원 수준이며, 이

를 2010년 기준 전체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1분

당 소득은 464.11원 수준이다.

월소득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계 비율(%)

소득 별
자료 수

100만원 미만 - 1 1 0.3
100～200만원 미만 6 11 17 4.8
200～300만원 미만 29 30 59 16.7
300～400만원 미만 72 63 135 38.2
500～1,000만원 미만 58 48 106 30.0
1,000만원 이상 18 16 35 9.9

<표 4-26> 자료의 월소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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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7시가 1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전 8시, 오후 7시가 11.9%로 나

타났다.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오전과 오후의 첨두시간에 통행이 집

중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실제 도로의 시간

대별 통행분포와 유사하다. 시간대별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선택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시간대별 도로선

택의 비율에도 큰 편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발

시간대

자료 수 비율(%)
유료도로를
선택한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통행
(169 통행)

계 비율(%)
유료도로를
선택한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통행
(169 통행)

5:00 2 1 3 0.8 33.3 66.7
6:00 19 18 37 10.5 48.6 51.4
7:00 28 22 50 14.2 44.0 56.0
8:00 20 22 42 11.9 52.4 47.6
9:00 16 9 25 7.1 36.0 64.0
10:00 7 9 16 4.5 56.3 43.8
11:00 3 3 6 1.7 50.0 50.0
12:00 3 1 4 1.1 25.0 75.0
13:00 4 4 8 2.3 50.0 50.0
14:00 3 5 8 2.3 62.5 37.5
15:00 3 4 7 2.0 57.1 42.9
16:00 3 6 9 2.5 66.7 33.3
17:00 8 10 18 5.1 55.6 44.4
18:00 20 13 33 9.3 39.4 60.6
19:00 20 22 42 11.9 52.4 47.6
20:00 16 11 27 7.6 40.7 59.3
21:00 5 5 10 2.8 50.0 50.0
22:00 3 1 4 1.1 25.0 75.0
23:00 2 2 0.6 100.0 0.0
24:00 1 1 2 0.6 50.0 50.0

<표 4-27> 출발 시간대별 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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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통행시간대별 자료 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중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84명의

IC간 통행량 분포를 살펴보면,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IC에서 흥덕IC 간의

통행이 15통행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서초IC간의 통행이 14통행으로 나타났다. 출발IC를 기준으로 보면 판교IC

가 40통행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헌릉IC가 29통행으로 나타났다.

도착IC를 기준으로 보면 판교IC가 36통행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헌릉IC가 28통행으로 나타났다.

통행량광교상현 반포 서분당 서수지 서초 서판교 수원 양재 판교 한남 헌릉 흥덕 총합계
광교상현 9 9
반포 2 5 7
서수지 4 4 8
서초 5 14 19
서판교 4 6 10
수원 1 4 9 10 1 25
양재 10 4 14
판교 5 14 9 6 6 40
한남 3 3
헌릉 10 4 15 29

<표 4-28> 유료도로를 선택한 승용차 이용자의 IC간 통행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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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특성 자료의 특성 분석

통행시간 신뢰성이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기에 앞서 통행속도 자료를 통해 구축한 개별 통행자의 통행특성 자

료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본 모형에서 사용할 변수를 선택한다. 그 동

안 로짓모형에 있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모형의 추정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류시균(2008)

은 수치실험을 통해 로짓모형에 있어 설명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선택행동에 대한 설명변수의 기여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계수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통행속도 자료를 통해 구축한 자료는 개별통행자의

기종점간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준편차이다. 그리고 가구통행실

태조사를 통해 개인의 가구소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개별통행자의 기종점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와 함께 통행비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변수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변수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통행비용 변수는 통행시간과의

상관계수가 0.70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행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변수의 경우 통행시간과의 상관계수가 0.374로 크게 떨어졌으며, 통

행시간 표준편차와의 상관계수도 0.493에서 0.265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1.000 - - -
 0.521 1.000 - -

 0.707 0.374 1.000 -
 0.493 0.265 0.607 1.000

<표 4-29> 변수간 상관계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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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행거리 구축결과를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와 무료도로를 선

택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

행거리가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 대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

거리 이용자 대비 장거리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행거리

는 31.68km이며, 선택하지 않은 무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행거리는

31.86km이다. 실제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행거리는

25.44km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행거리는

25.26km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행거리는 유료도로 이용대안이 무료도

로 이용대안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료도로 이용을 위한 IC

까지의 이동거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14.75 10.98 14.75 12.56
평균값 31.68 30.86 25.26 24.44
최댓값 64.70 62.06 50.31 47.16

<표 4-30> 통행거리 구축 결과

(단위: km)

다음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한 승용차 이용자의 도로유형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통행거리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자료가 44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0～80%, 50～60%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경로가정을 통해 구축한 실제 무료도로 이용자의 유료도

로 미선택 대안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유료도로 이용대안에서 전체 통행거리 중 고속도로 통행거리가 차지하

는 비율을 볼 때 유로도로 대안의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유료

도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84 -

고속도로 거리 비율
(%)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20～30 3 2
30～40 14 6
40～50 32 13
50～60 36 25
60～70 44 60
70～80 40 42
80 이상 15 21
계 184 169

주: 고속도로 거리 비율은 총통행거리에서 고속도로의 통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4-31>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고속도로 거리 비율

평균 통행시간 구축 결과를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와 무료도로를 선

택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

행시간이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 대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

행거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단거리 이용자 대비 장거리 이용자가

유료도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행시간은 36.88분이며, 선택하지 않은 무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행시간은 47.70분이다.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

균 통행시간은 35.36분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

행시간은 31.32분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균 통행시간은 무료도로 이

용대안 대비 유료도로 이용대안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료도

로 대안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행속도가 높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표 4-32> 평균 통행시간 구축 결과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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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비용 구축 결과를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와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

자의 통행비용은 평균 5,331원이며, 선택하지 않은 무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비용은 평균 4,354원이다. 실제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

행비용은 3,283원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행비용

은 4,403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무료도로 이용대안 대비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비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2,654 1,553 2,693 1,647
평균값 5,331 4,354 4,403 3,283
최댓값 10,347 9,324 8,310 6,229

<표 4-33> 통행비용 구축 결과(유류비+통행료)

(단위: 원)

통행료를 제외한 유류비만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무료도로 이용대안

이 유료도로 이용대안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유료도로 이용

대안 대비 무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속도가 낮아 단위거리당 유류비 원단

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1,754 1,553 1,793 1,647

<표 4-34> 통행비용 구축 결과(유류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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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의 경우 실제 유료도로를 선택한 184통행의 평균 통행료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행거리가 긴 사람이 유료도로를 실제로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900 - 900 -
평균값 1,411 - 1,224 -
최댓값 1,800 - 1,800 -

<표 4-35> 통행비용 구축 결과(통행료)

(단위: 원)

다음으로 총통행비용을 개별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나눈 비용을 유료

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와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실제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평균 14.51원이며, 선택하지

않은 무료도로 이용대안의 경우 평균 11.90원이다. 실제 무료도로를 선택

한 이용자의 경우 9.96원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경우

13.36원으로 나타났다. 총통행비용을 개별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나눈

비용의 경우 유료도로가 무료도로 대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속도

로 이용에 따른 통행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4.23 2.81 3.01 2.11

평균값 14.51 11.90 13.36 9.96

<표 4-36> 통행비용 구축 결과(통행비용/분당소득)

(단위: 원)



- 87 -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구축 결과를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와 무료도

로를 선택한 이용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유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평균 4.75분이며, 선택하지 않은 무

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평균 5.05이다. 실제 무료도로를

선택한 이용자의 평균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5.39분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

료도로 이용대안의 평균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3.74분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무료도로 이용대안 대비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시간 표준편차가 낮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료도로 이용대안의 통행거리가 무료도로 이용대

안 대비 다소 길지만 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함에 따라 무료도로 대비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

유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84 통행)

무료도로를 선택한 통행
(169 통행)

유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유료도로 대안
(미선택대안)

무료도로 대안
(선택대안)

최솟값 1.83 1.56 1.44 1.55

평균값 4.75 5.05 3.74 5.39

최댓값 10.02 12.02 6.82 12.84

<표 4-37> 통행시간 표준편차 구축 결과

(단위: 분)

이상으로 본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통행

시간은 유료도로 대안이 무료도로 대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행시간 신뢰성 또한 유료도로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행비용

의 경우 유료도로 대안이 더 높았는데, 이것은 통행속도가 빨라 유류비 원

단위가 더 낮음에도 유료도로 통행료로 인해 전체 통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의 구축 결과는 본 연구의 기본가정인 유료도로 이

용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기

대할 수 있다는 가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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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추정 결과 및 적용 방안

제1절 추정 결과

1. 혼합 로짓모형

가. 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량 중 를 사용한다. 로짓모형의 경우 종속변수가 선택(1)과 비선택

(0)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통적인 회귀모형에서 사용하는  를 쓰게

될 경우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확률의 개념이

도입된 로짓모형에서는 MLE에 의해 분석되는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추

정하기 위해 를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Fadden이 제안한 

를 사용하여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도를 확인한다.

  


      (식 5-1)

여기서,  : Intercept-only 모형의 Likelihood
: 적합도를반영한모형의 Lik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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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회귀분석에서는  가 클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을 의미하며,

최대 1까지 커질 수 있다. 반면에 는 일반적으로 0.2에서 0.4 사이일 경

우 매우 좋은(excellent) 추정치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Hensher et

al.(2005)는 이 0.3 이상일 경우 좋은 모형이라고 하였으며, Louviere et

al.(2000)는 가 0.1 이상일 경우 모형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모집단 계수 추정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에 있어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

그리고 통행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샘플을 대

상으로 한 모형은 가 0.1533으로 추정되어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변수로 추정한 통행시간 계수는 평균이

-0.1130이고 스프레드가 0.1130, 통행시간 표준편차 계수는 평균이

-0.1483이고 스프레드가 0.1483인 대칭의 삼각분포이다. 여기서 확률변수

의 범위를 나타내는 스프레드는 부호가 제약된 삼각분포를 적용하였으므

로 유의확률은 각 계수의 유의확률과 동일하며, 그 값은 계수 추정치의 절

대 값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모집단의 통행시간 표준편차에 대한 한계효

용은 아래 (식 5-2)와 같이 확정적 부분인 평균과 확률적 부분인 스프레

드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여기서   삼각분포형태의확률밀도함수

     (식 5-2)

각 변수별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표

준편차는 음의 부호로 확인되어 직관에 부합하며, 통행시간의 계수는 1%,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계수는 10%, 통행비용의 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표준편차와 통행시간의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계수가 통행시간의 계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평균적으로 같은 단위의 통행시간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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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비효용을 체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혼합 로짓모형

을 통해 모형을 추정한 결과 승용차 이용자는 경로선택 시 통행시간 신뢰

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행특성 및 이용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통행특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근과 비통근, 첨두와 비첨두, 단거리와 장거리 통

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구분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하나의 부분집단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경우 반대

의 집단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

된 샘플이 총 353개로, 이를 부분집단으로 나눌 경우 샘플 수가 적은 집단

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만큼의 샘플 수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체샘플과 부분집단의 추정 결

과를 활용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기로 한다. 부분집단

에 대한 모형 추정 결과 각 계수별 부호는 직관에 부합하였으며, 각 모형

에서 추정된 계수의 값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비교적 안정

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모형별로 세부적인 추정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행시간 신뢰성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통행시간의 변동성이

므로 유사한 시간대에 반복적인 통행으로 인해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통근통행과 비통근통행으로 구분하였다. 통근통행은 출

근통행과 귀가통행으로 구성되며, 비통근통행은 통근통행을 제외한 나머

지 통행이다. 총 353개의 샘플 중 통근통행은 299통행으로 전체의 약 85%

를 차지한다. 통근통행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0.1548로 추

정되어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모형 대비 전반적인 유의도가 다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변

수는 1% 수준에서, 통행비용과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표준편차 대비 통행시간 계수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근 통행자는 전체 통행자 대비 상대

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비효용을 더 높게 체감하고 있으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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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시 통행시간 신뢰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행속도 자료 검토에서 통행속도가 낮은 시간대에 통행시간

의 표준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첨두와 비첨두 통행으로 구

분하였다. 이때 첨두시간대는 통행시간대가 7시, 8시, 18시, 19시이며, 비

첨두시간대는 그 외 시간이며, 첨두는 231개, 비첨두는 122개의 자료로 구

성된다. 첨두시간대의 통행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0.1813으

로 추정되어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모형 대비 전반적인 유의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

간 변수는 1% 수준에서, 통행비용과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는 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표준편차 대비 통행시간 계수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통행속도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첨

두시간대에는 통행시간 신뢰성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경로선택 시 이를

보다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통행거리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거리 통행과 장거리

통행으로 구분하였다. Small(201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거리 통행일수

록 통행시간에 대한 한계효용은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행시간 신뢰성은 단거리에서 그 한계효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때 통행거리는 전체 샘플 통행거리의 75%(3Q)에 해당하는

33km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단거리 통행은 284개, 장거리 통행은 69개

의 자료로 구성된다. 단거리 통행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0.1111로 추정되어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모형 대비 전반적인 유의도

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추정된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변수는 1% 수준에서, 통행비용과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표준편차 대비 통행시

간 계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단거리 통행에서 장거

리 통행 대비 상대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비효용을 더 높게 체감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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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Lam and Small(2001), Carrion(2010) 등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이 통행시간 신뢰성에 더 큰 비효용을 체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53개의 샘플 중 남성이 288명으

로 전체의 81%, 여성이 65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0.1535로 추정되어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도는 전

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로 추

정된 계수를 살펴보면, 통행시간 변수는 1% 수준에서, 통행비용과 통행시

간 표준편차 변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별

계수의 유의수준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모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통행시간 표준편차와 통행시간 계수를 비교하면 전체 샘플을 대

상으로 한 모형과 같이 개별 통행자는 통행시간보다 통행시간 표준편차에

더 큰 비효용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의 계수가 통행시간의 계수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이용자들은 통행시간 신뢰성을 경로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통행으로 인

해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첨두시 통행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통행시

간 신뢰성을 겪고 있는 이용자는 통행시간 신뢰성에 더 큰 비효용을 체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거리 통행에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의 상대적 비효용이 증가하였으

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해 체감하는 비효용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형에 사용된 샘플 수의 한계로 인해 전체 모형과 부분집단을 상대

적으로 비교하여 추론한 내용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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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행목적 통행시간대 통행거리 성별

통근 비통근 첨두 비첨두 단거리 장거리 남성
Random parameters
TIME -0.1130*** -0.1142*** -0.1115* -0.1183*** -0.1140*** -0.0864*** -0.0818 -0.1066***
STD -0.1483* -0.1580* -0.1063 -0.2368** -0.0198 -0.1553* -0.2716 -0.1756**

Fixed Parameters
COST/INCOME -0.1036** -0.0896* -0.1634 -0.1363** -0.0462 -0.0857* -0.1849 -0.1305**
ASCfreeway 0.2162 0.2267 0.2356 -0.0228 0.6621 0.3037 -1.4858 -0.0089

Spread of Parameters
TIME 0.1130*** 0.1142*** 0.1115* 0.1183*** 0.1140*** 0.0864*** 0.0818 0.1066***
STD 0.1483* 0.1580* 0.1063 0.2368** 0.0198 0.1553* 0.2716 0.1756**

N 353 299 54 231 122 284 69 288

 0.1533 0.1548 0.0895 0.1813 0.0935 0.1111 0.1143 0.1535
주: 1) Signif. codes: 0 ‘***’ 0.01 ‘**’ 0.05 ‘*’ 0.1 ‘ ’ 1
2) Random Parameters는 제약된 대칭삼각분포를 가정하였으며, spread는 평균으로부터 최대 / 최솟값까지의 거리를 의미함.
3)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random parameter, 통행비용은 fixed parameter임.
4) 통근통행은 통행목적이 출근, 귀가인 통행임.
5) 첨두는 출발시간이 7시, 8시, 18시, 19시이며, 비첨두는 그 외 시간임.
6) 통행거리는 전체 샘플 통행거리의 75%(3Q)에 해당하는 33km를 기준으로 구분함.

<표 5-1>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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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계수 추정

혼합 로짓모형은 개별 샘플에 대해 사전에 설정한 확률분포 및 random

sequence의 횟수만큼 random parameter를 발생시키는 시뮬레이션 과정

을 통해 개별 샘플과 모집단의 계수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전체 샘플을 대

상으로 random parameter로 설정한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차에 대

해 개별 통행자에 대한 계수를 살펴본다. 앞서 추정한 혼합 로짓모형의 모

집단 계수는 평균과 스프레드로 구성되므로 사전에 설정한 확률 분포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개별 계수는 각각의 샘플에서 추정된 계

수이므로 모집단 계수에 비해 그 분포의 형태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

으며 모집단 계수에 비해 높은 첨도를 보인다.

통행시간 표준편차와 통행시간에 대해 개별 계수를 추정한 결과 통행시

간 표준편차 대비 통행시간의 개별 계수 추정 결과의 분포도가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통행시간과 통행시간 표준편

차의 규모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행시간은 평균 약

35분 내외인 반면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평균 약 5분 내외이다. 통행시간

의 경우 한 단위의 변화가 전체 통행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

므로 사람들에 따라서 그 한 단위의 변화가 서로 다른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경우 한 단위의 변화가 전체 표준편차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효용을 제

공하는 것이다.

통행시간 표준편차
전체 통근 첨두 단거리 남성

5% -0.1531 -0.1632 -0.2473 -0.1602 -0.1825
25% -0.1499 -0.1598 -0.2405 -0.1573 -0.1779
50% -0.1490 -0.1588 -0.2379 -0.1561 -0.1764
75% -0.1472 -0.1570 -0.2347 -0.1540 -0.1741
95% -0.1414 -0.1502 -0.2206 -0.1470 -0.1651
평균 -0.1483 -0.1580 -0.2368 -0.1553 -0.1756

<표 5-2>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개별 계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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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전체 통근 첨두 단거리 남성

5% -0.1215 -0.1227 -0.1274 -0.0924 -0.1140
25% -0.1188 -0.1201 -0.1239 -0.0904 -0.1115
50% -0.1152 -0.1166 -0.1207 -0.0872 -0.1086
75% -0.1109 -0.1126 -0.1172 -0.0847 -0.1052
95% -0.0910 -0.0910 -0.0929 -0.0745 -0.0871
평균 -0.1129 -0.1141 -0.1181 -0.0864 -0.1066

<표 5-3> 통행시간의 개별 계수 추정 결과

<그림 5-1> 통행시간 신뢰성과 통행시간의 개별 계수 분포

2.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 통행시간, 통행시간 표준편차의 모든 계수가

90% 이상 수준에서 유의하게 추정된 모형에 한하여 WTP를 추정한다. 다

만 이런 경우 부분집단끼리 직접적인 WTP의 비교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

으므로, 전체 샘플과 부분집단의 WTP 비교를 통해 해당집단과 그 이외

집단의 WTP 차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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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에 대한 계수 산정 시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집계된 소득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추정된 계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고 계산 과정의 편의성을 위

해 월간 가구소득을 1분간 가구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통행

실태조사의 개별 가구소득과 앞서 통행비용 변수 구축과정에서 적용한

2010년 기준 전체 취업자 1인당 연평균 근무시간 2,187시간을 이용하여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산정하였다.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계수의 평균과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모집단

의 분포를 추정한 후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균 39,613

원/인-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통행자가 통행시간 표준편차 1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불의사액이 39,613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

제로 통행시간 신뢰성, 즉 연간 통행시간 표준편차가 1시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기종점간 통행시간이 평균

15분인 상태에서, 연간 표준편차가 5분에서 4분으로 감소한다면 승용차

이용자 1인의 지불용의액은 66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근통행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는 49,454원/인-시간으로 추정되어 전

체 샘플 대비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통행은 유사한 시간

대에 반복적인 통행을 하여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반복적인 통행을 할 경우 동일한 기종점간 통행시간

의 변동을 상대적으로 다른 목적의 통행자에 비해 많이 체감하게 된다. 그

러므로 이러한 통행자는 경로선택 시 통행시간 신뢰성을 전체 샘플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두시간대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는 46,658원/인-시간으로 추정되었

다. 통행속도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두시간대의 경우 매우 낮은 수

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이 예상되는 시간대이다. 그러므로 첨두시간대의 통

행자는 경로선택 시 통행시간 신뢰성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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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거리 통행의 경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가 50,625원/인-시간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단거리 통행자가 경로선택 시 통

행시간 신뢰성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종점간

통행시간 통행시간의 변동성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 증가분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무료도로 구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출

하기 위한 식의 추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행거리가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단위거리당 통행시간의 변동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통행거리가 짧은 통행자가 상대적으로 통행거리가 긴 통행자에

비해 통행시간 신뢰성에 더 큰 비효용을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가 35,908원/인-시간으로 추정되어

전체 샘플 대비 약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

탕으로 추론하건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남성 대비 여

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행시간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행위는 개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별에 따른 선호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위험에 대한 혐

오(risk aversion)가 더 큰데, 이것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덜 사회적인 경향

이 있고 선호가 남성에 비해 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Croson and Gneezy, 2009). 본 연구의 WTP

추정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통행

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결과는 Carrion et al.(2012), Lam(2000), Lam

and Small(2001) 등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균 통행시간 신뢰

성의 가치는 39,613원/인-시간으로 추정되었다. 통행시간 신뢰성이 통행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통행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분샘플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나, 샘플 수의 한계로 인하여 하

나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면, 그 반대의 집단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샘플을 통해 추정된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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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부분샘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통

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통근통행과 첨두시간, 그리고 여

성, 단거리 통행의 통행시간 신뢰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단 계수 개별 계수
1Q 평균 3Q 1Q 평균 3Q

전체 28,103 39,613 50,611 26,620 39,857 59,262
통근 35,494 49,454 63,129 32,904 48,974 72,880
첨두 33,493 46,658 60,076 31,794 46,317 71,356
단거리 36,367 50,625 64,809 33,169 50,716 75,150
남성 25,980 35,908 45,498 24,881 36,200 55,434

<표 5-4>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 결과

(단위: 원/시간-인)

다음으로 추정된 개별 계수의 분포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분포가 어떤지 살펴본다. 각 샘플별로 추정된 개별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

한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분포는 아래 <그림 5-2>와 같다.

전체 샘플의 경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가 전체 샘플 대비 증가

한 통근통행과 첨두시간, 단거리 통행은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가 2만원

미만인 통행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다른 서브

샘플에 비해 2만원 이하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또한 6만원 이하의 비율도

낮아짐에 따라 평균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분포에서 일구 구간의 샘플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소득 자료가 구

간을 기준으로 집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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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근>

<첨두> <단거리>

<남성>

<그림 5-2>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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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시간 가치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계수의 평균과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통행시

간 신뢰성 가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한 결과 평균

29,472원/인-시간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통행자가 기종점간 통행시간을

1시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30,188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mall(1992)은 통행시간 가치의 적정 수준은 총임금의 약 50% 수준으로,

개별적으로는 20～100% 까지 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SR91도로의 경로

선택 행위를 바탕으로 추정된 시간가치는 총임금의 50～90%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가치 30,188원/인-시간은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의 1시간 가구소득인

27,847원/인-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부분집단별로 살펴보면 통근통행의 통행시간 가치는 35,745원/인-시간

으로 추정되어 전체 샘플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행시

간 신뢰성의 증가 비율인 20%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통근 통행자의

경우 반복적인 통행으로 인해 평균 통행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로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행시간 불확실성이 낮은 경로에 더 큰 지불용의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첨두시간대와 남성의 통행시간 가치는 전체

샘플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거리 통행의 경우 통행

시간 가치가 28,174원/인-시간으로 추정되어 전체 샘플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단거리 통행이 장거리 통행에 비해 통행시

간 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피

로, 지루함, 불편함이 증가하며, 또한 장거리를 갈 정도의 통행이라면 그

만큼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집단 계수와 개별 계수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추정 결과를 비교하

면,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와 동일하게 평균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난 반면, 분위별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집단과 개별 계수의 계수 분포 차이

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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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계수 개별 계수
1Q 평균 3Q 1Q 평균 3Q

전체 21,416 30,188 38,569 18,385 30,395 46,027
통근 25,655 35,745 45,629 21,818 35,426 53,602
첨두 16,730 23,305 30,008 13,832 23,159 36,161
단거리 20,239 28,174 36,068 17,261 28,228 42,177
남성 15,778 21,807 27,631 13,880 21,980 34,181

<표 5-5> 통행시간의 가치 추정 결과

(단위: 원/시간-인)

다음으로 개별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통행시간 가치의 분포를 살펴보

면 아래의 <그림 5-3>과 같다. 전체 샘플의 경우 통행시간 가치가 상대

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첨두시와 남성의 경우 통행시간 가

치가 대부분 4만원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거

리 통행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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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통근>

<첨두> <단거리>

<남성>

<그림 5-3> 통행시간 가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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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R(Reliability ratio)

일반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절대값이 아닌 통행시간가치 대

비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RR로 제시되는 경

우가 많다. 이와 같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RR로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행시간 신뢰성이 평균 통행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가 통행시간과 같은 “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RR을 이용할 경우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통행시간 가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적용성 및 지역적 이전성에 있어 상대적

인 이점이 있다.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혼합 로짓모형의 계별 계수를 통해 추정된 RR은

평균 1.31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통행자가 통행시간을 1분 줄이는 것 대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1분 줄이는 것에 대해 1.31배의 WTP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통근 통행의 경우 RR이 1.38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통근 통

행의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가 전체 샘플 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첨두시간은 RR이 2.0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두시간은 통행시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단거리 통행의 경우 RR이 1.80으로, 이것은 단거리 통행은 통행

시간 가치는 장거리 대비 감소하는 반면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증가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RR이 1.65로, 이는 남성의 경우 통행시

간 신뢰성과 통행시간 가치가 전체 샘플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통행시

간 가치의 감소분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감소분이 적기 때문이다.

Lam and Small(2001)과 Carrion(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RR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만 남성과 여

성으로 구분하고 통행시간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통행시간 신뢰

성의 가치에 따라 RR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집단 계수와 개별 계수를 통해 추정한 RR을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집단 계수와 개별 계수의 평균 WTP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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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구분 전체 통근 첨두 단거리 남성

RR 1.31 1.38 2.00 1.80 1.65

<표 5-6> Reliability ratio 추정 결과

다음으로 개별 계수를 통해 추정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와 통행시간

가치를 이용하여 RR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RR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1과

1.5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개별 계수를 통해 추정한 RR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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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형의 강건성 검토

본 연구에서 추정한 혼합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한 강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첫 번째는 모형 내 변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형의 추정 결과가 일관된 값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혼합 로짓모형을 바탕으로 일부 변수를 제외 혹은 포함

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과 각 계수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수를 제

외하고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변수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반

적인 유의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계수의 부호는 직관에 위배되지 않으

며 그 값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거리 및 남성

과 고속도로의 교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인

유의성은 증가하였으며, 각 계수의 규모는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기본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33km 이상의 장거리 통행은 고속도로

통행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의 추정 결과

도 직관에 위배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교통부문의 수단선택모형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로짓모형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

과 동일한 변수로 구성된 조건부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의 전반적

인 유의성은 다소 감소하였다.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직관에 위배되지 않

으며, 계수의 값과 VOT, VOR의 추정결과는 혼합 로짓모형과 크게 다르

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iton(2004)은 혼합 로짓모형의 도입이 교통

부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가상의

사업에 대해 혼합 로짓모형과 일반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공급자의 수익확

보 가능성, 대중교통의 분담율, 적정요금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넓은

범위의 정책적 차원에서는 모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다만 적정

차두시간 간격 등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Viton(2004)은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합 로짓모형의

적용이 교통부문의 의사결정과정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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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상으로 변수의 변화 및 모형의 변화를 통해 본 연구 추정 결과의 강

건성을 검토한 결과 모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추정되었으며,

계수의 추정 결과 또한 강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
로짓모형

조건부
로짓모형

Random parameters
TIME -0.1130*** -0.1441*** -0.0914***
STD -0.1483* -0.1675**

Fixed Parameters
TIME -0.0934***
STD -0.1610**
COST/INCOME -0.1036** -0.0827* -0.0924* -0.1014**
ASCfreeway 0.2162 0.6132 -0.7058 0.1219
ASCfreeway×장거리 -1.3488***
ASCfreeway×남성 0.4312

Spread of Parameters
TIME 0.1130*** 0.1441*** 0.0914***
STD 0.1483* 0.1675**

N 353 353 353 353

 0.1533 0.1454 0.1841 0.1496

주: 1) Signif. codes: 0 ‘***’ 0.01 ‘**’ 0.05 ‘*’ 0.1 ‘ ’ 1
2) Random Parameters는 제약된 대칭삼각분포를 가정하였으며, spread는 평균으로부터 최
대 최솟값까지의 거리를 의미함.

<표 5-7> 모형의 강건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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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비교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는 통행시간 가치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RR으로 제시되므로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적 간단하게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추정된 RR의

결과를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추정된 RR이 적정

한 수준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RR을 살펴보면 장수은 외(2008)는 0.77에서 0.94,

허은진(2010)은 0.52에서 1.07, 최아름(2012)은 0.82에서 0.96 수준으로 제

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에서 제시된 RR을 살펴보면 비교적 연구간

RR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RP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

면, Lam(2000), Lam and Small(2001)에서는 RR이 0.40에서 4.17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Carrion(2010), Carrion and Levinson(2011), Carrion et

al.(2012), Carrion and Levinson(2013)에서는 RR이 0.23에서 1.50 수준으

로 나타났다. Parsons Brinckerhoff et al.(2013)에서는 RR이 0.49에서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P조사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DfT(2015)는 0.34에서 0.71, University of Arizona et al.(2015)는 0.169에

서 4.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Kouwenhoven et al.(2014)와 Significance et

al.(2007), Significance et al.(2012)에서는 0.41에서 1.15 수준이다. 그 외

다양한 연구에서 RR을 추정하였으며, 그 값의 분포를 보면 최소 0.10에서

최대 4.17 수준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RR인

1.31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범위 안에 포함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에

서 추정된 RR과도 유사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가치는 혼합 로짓모형은 29,472원/인-시,

조건부 로짓모형은 25,972원/인-시간 수준으로,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살

펴보기 위해 기존에 진행된 연구와 비교하였다. 통행시간 가치의 경우 RR

과는 달리 절대값으로 제시되므로 지역(국가)의 특성(소득수준 등), 분석

에 사용된 자료, 추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요 비교 대상

은 국내 연구로 한정하였다. 승용차의 통행시간 가치를 연구한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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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이승헌 외(2012)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

정을 위한 통행시간 가치를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는 예

비타당성조사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시 사용되는 값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준이 되는 값으로 볼 수 있

다. 이승헌 외(2012)는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로 구성된 수단선택모형 정

산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한계대체율로 통행목적별 통행시간 가

치를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추정된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 가치

는 업무통행은 21,814원/인-시간, 여가통행은 11,507원/인-시간, 비업무통

행은 9,343원/인-시간이다. 이장호(2012)는 고속도로, 고속버스, 철도, 항공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로짓모형 형태의 수단선택모

형 정산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통행목적별로 한계대체율을 이용

하였다. 통행시간 가치의 추정 결과 업무 통행은 13,205원/인-시간, 여가

통행은 6,340원/인-시간, 비업무통행은 4,080원/인-시간 수준이다. 김주

영․이승재․김도경․전장우(2011)는 2006년 수행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로짓모형 형태의 수단선택모형 정산을 통해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한계대체율로 각 통행목적별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하였

다. 이때 수단선택모형의 계수추정은 중권역과 소권역 단위로 별개의 모

형을 구축하였다. 통행시간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2,033원/인-시에서 17,358원/인-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가치인 29,472원/인-시

간은 국내의 선행연구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대안의 차이이다. 선행연구

에서는 통행수단간 선택모형을 통해 승용차의 통행시간 가치를 산출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료도로 선택 여부를 통해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 가치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분석을 위한 모형과 변수 구축방법의 차이이다. 우선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인 로짓모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합 로

짓모형을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모형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 추정

한 조건부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통행시간의 가치는 25,972원/인-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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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의 차이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서는 통행수단과 기종점이 동일한 통행의 경우 통행시간대에 관계없이 통

행시간과 통행비용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통

행자의 통행시간대와 경로를 고려하여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 변수를 구축

하였다. 또한 통행비용의 경우 앞선 연구에서는 모형에서 추정되거나 각

수단별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을 소득으로 나눈

변수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의 차이이다. 이승헌 외(2012)는 전국 여

객기종점통행량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

으며, 김주영 외(2011)는 수도권의 일부 권역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자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강남지역, 경

기도 성남시의 분당지역 등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

다. 그러므로 선행연구 대비 통행시간의 가치가 다소 높게 추정될 가능성

이 있다.

구분 본 연구
이승헌 외

(2012)

이장호

(2012)

김주영 외

(2011)

활용자료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SP조사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승용차 이용자의

통행시간가치

29,472

(혼합 로짓)

25,972

(조건부 로짓)

21,814

(업무통행)

13,205

(업무통행)
11,297～17,358

<표 5-8> 통행시간 추정 결과 비교(2010년 기준)

(단위: 원/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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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용 방안

1. 개요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

성 개선편익 산정에 대한 적용 방안을 살펴본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

익을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Jong and

Bliemer(2015)는 분석수준 및 범위를 기준으로 ①a simple feasible

approach, ②an intermediate approach, ③an ideal approach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①a simple feasible

approach는 통행배정 모형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통행

시간과 통행시간 신뢰성 간의 관계가 고정인 상태이다. ②an intermediate

approach는 통행배정 모형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이 고려되며, 시나리오 분

석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감안한다. ③an ideal approach는 통행시간과 통

행시간 신뢰성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Jong and Bliemer(2015)가 제시하는 'Method 1 Simple & feasible'에

따르면 주어진 네트워크와 O/D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한 후 이를

통해 기종점 간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추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추정된

기종점 간 통행시간 자료와 통행시간 신뢰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이

용하여 기종점 간 통행시간의 표준편차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추정된 기

종점 간 통행시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산

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 교통부문 사업의 교통수요 추

정 및 편익 산정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Method 1 Simple & feasible' 이후 단계의 방법을 통해 통행시간 신뢰

성 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통행배정 시 개별 통행자가 통

행시간 신뢰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행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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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통행시간 신뢰성과 평균 통행시간이 상호 유동적으로 변

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으며, 또한

교통부문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통행배정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KTDB에서 제공하는 통행시간, 통행비용으로 구성된 일반화비용의 VDF

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ong and Bliemer(2015)가 제시한 방법 중 현

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Method 1 Simple & feasible'을 기준으로 모의

실험을 진행한다.

자료: Jong and Bliemer(2015). On including travel time reliability of road traffic in apprais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73, 80-95.

<그림 5-5> Method 1 Simple & feasible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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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행배정 시
통행시간 신뢰성

반영

통행시간 신뢰성의
지표

통행시간 신뢰성과
평균 통행시간의

관계
시나리오

미반영 반영 표준편차스케줄링 고정적 유동적 단수 다수
Method 1

Simple & feasible
O O O O

Method 2
Intermediate

O O O O

Method 3
Complex & Ideal

O O O O O

주: Jong and Bliemer(2015). On including travel time reliability of road traffic in appraisa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73, 80-95의 자료를 번역 및 재구성함.

<표 5-9> 분석 방법별 특징

2. 주요 전제

본 적용 방안 검토에서는 2017년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수도권

KTDB를 활용한다. 네트워크 및 O/D는 수도권의 2015년 기준년도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통행배정을 위한 VDF, 재차인원, PCE 등은 KTDB에서

제공하는 값을 적용하였다. 통행배정은 첨두시와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1

시간 단위로 수행하였으며, 시간대별 집중율은 예타지침(제5판)에 따라 첨

두시 8.78%, 비첨두시 3.84%를 적용하였다. 통행시간 절감편익 및 통행시

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통행시간 가치는 이승헌 외(2012)에

서 제시된 18,744원/인-시간을 적용하였으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인

RR은 본 연구의 혼합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결과인 1.31을 적용하였다.

적용 방안 검토를 위한 대상 사업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택행태 자료

의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IC～개포동을 연결하

는 가상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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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행시 네트워크 시행시 네트워크 통행배정 결과 차이

<그림 5-6> 적용 방안 검토를 위한 네트워크

3. 비용편익분석 시 적용 방안

가. 편익산정 방법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 미시행시와 시행

시 각각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정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

링크의 통행시간 표준편차 합은 경로의 표준편차 합과 다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개별 링크 단위의 통행시간 표준편

차에 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적용 방안 검토에서는 경로기반과 링크기반의 통

행시간 표준편차를 모두 산정하고 두 가지 방법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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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기반 분석 링크기반 분석

통행배정 방법 path based traffic assignment fixed demand traffic assignment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식


  




  



×× 
  



××

통행시간
표준편차

산정식

  




  



×× 
  



××

 ×


× ×


O/D의

기종점간 통행시간 링크의 통행시간


더미 O/D의

기종점간 통행시간 링크의 길이 / VDF의 자유속도

 기종점간 평균 통행거리 링크의 길이

<표 5-10>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산정 방법 비교

1) 경로기반 분석

본 연구의 무료도로 구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예측식과 KT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종점간 통

행시간, 기종점간 통행거리, 기종점간 자유통행시간이라는 변수가 필요하

다. 이 중 각 기종점간 통행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경로기반의 통행배정을

수행하여야 하나, 경로기반 통행배정은 유일하지 않은 경로 통행량을 산

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로 통행량이 유일하지 않더라도 기

종점간 통행시간은 항상 같은 해를 산출한다(육동형, 2015). 이승헌 외

(2013)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존 링크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

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 방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편익 결과의 차이는 약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경로기반 분석에서는 EMME/3 패키지의 Path-based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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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ment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였으며, 각 기종점간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산정을 위해서 Path analysis for Path-based traffic

assignment를 활용하였다.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를 산정하기 위해

영국의 TAG(DfT, 2014)를 이용하여 계수를 재추정한 식을 이용한다. 각

기종점간 통행거리는 EMME/3의 Path analysis for Path-based traffic

assignment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된 경로의 평균통행거리를 산출하였으

며, 자유통행시간은 기종점간 통행량이 1인 Dummy O/D의 배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미시행시

Network

시행시

Network

Dummy O/D O/D Dummy O/D O/D

자유통행시간

산출

통행시간 산출

통행거리 산출

자유통행시간

산출

통행시간 산출

통행거리 산출

미시행시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시행시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사업 시행에 따른

기종점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화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그림 5-7> 경로기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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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크기반 분석

링크기반 분석은 이용자 평형(user equilibrium) 상태에서 개별 링크의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링크기반 분석은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 경로기반 분석 대비 간단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링크기반 분석에서는 EMME/3 패키지의 fixed demand

traffic assignment를 이용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산정을 위한 개별 링크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앞서 경로기반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영국의 TAG(DfT, 2014)를 이용하여 계수

를 재추정한 식을 이용한다. 개별 링크의 거리는 KTDB에서 입력된 실제

값을 적용하였으며, 자유통행시간은 개별 링크의 거리와 VDF의 자유속도

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미시행시

Network
O/D

시행시

Network
O/D

미시행시 링크별

통행시간 표준편차

시행시 링크별

통행시간 표준편차

사업 시행에 따른

링크별 통행시간

표준편차 변화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

<그림 5-8> 링크기반 통행시간 신뢰성 편익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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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익산정 결과

가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경로기반 분석과 링

크기반 분석에 있어 모두 비첨두시 대비 첨두시에 통행시간 절감편익 대

비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상대적인 비중은 혼잡이 심해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산정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경로기반 분석과

링크기반 분석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으며, 비첨두시 대비 첨두시의 통

행시간 절감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은 경로기반 분석과 링크기반 분석의 결

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절감편익 대비 통행시간 신

뢰성 개선편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로기반 분석에서는 14.07～21.07%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링크기반 분석에서는 26.42～35.50%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행시간 표준편차 예측식에 통행거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당식에 따르면 통행거리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링크가 더 많이 나눠질수록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더 크게 산출된다. 이에

따라 경로기반 분석에서 추정된 결과 대비 링크기반에서 추정된 통행시간

표준편차 대-시가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RR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적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경로기반 분석과

링크기반 분석을 통해 산출된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적용 방안 검토에

서 추정된 통행시간 개선편익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의 비율은

Kouwenhoven and Warffemius(2016)가 제시한 15～60%, 기존의 네덜란

드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을 감안하기 위해 통행시간 가치에 일률적으로 적

용한 비율인 25%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본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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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규모는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

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내의 실정에 맞는 통

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첨두시 비첨두시

VTTRI VTTS VTTRI VTTS

대-시/일

미시행시 69,608 516,823 21,182 190,535

시행시 69,512 516,226 21,169 190,414

절감분 96 597 13 121

지속시간(시간) 4 16

연간편익(억원/연) 33.65 159.72 18.23 129.49

VTTRI/VTTS 21.07% 14.07%

<표 5-11> 경로기반 분석의 편익산정 결과

첨두시 비첨두시

VTTRI VTTS VTTRI VTTS

대-시/일

미시행시 134,306 517,284 46,025 190,674

시행시 134,151 516,712 46,001 190,555

절감분 155 572 24 119

지속시간(시간) 4 16

연간편익(억원/연) 54.33 153.04 33.65 127.35

VTTRI/VTTS 35.50% 26.42%

<표 5-12> 링크기반 분석의 편익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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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최근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증

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 효과를 교통부문 사업

의 의사 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을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

한 전제 중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 수집한 개별 통행자의 유료

도로 선택행태와 1년간의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이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개선편익 산정을 위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부

분 SP조사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통행자의 행태를 고려하

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통행시간 신뢰성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 상 일회

적인 SP 조사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기에는 피설문자의 개념에 대

한 이해수준, 기간에 대한 미고려 등의 사유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1시간 단위의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

여 실제 승용차 이용자의 선택행태와 통행특성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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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은 승용차 이용자의 경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을 위한 지불용의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먼저 교통수요 추정 시 통행시간 신뢰성이 개별 통행자의 선택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강건성 검토 부분에

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승용차 이용자의 유료도로 선택행태를 통행

시간과 통행비용만으로 모형화 하는 것 대비 통행시간 신뢰성을 포함시킬

경우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도가 높아졌으며, 353개 샘플의 실제 선택과

모형에서 추정된 선택의 적중율도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

행자들은 수단 혹은 경로선택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중 통행시간 신뢰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을 일반화 비용에 포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교통수요 예측 단계에서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

면 통행자의 행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시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따른 편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통

행속도 자료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통시설의 공급 등으로 인해 동

일한 기종점간 통행시간이 감소하면 통행시간의 신뢰성은 좋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지불용의액이 있으

므로 교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혼잡이 완화되면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통행시간 신뢰성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단거리 통행, 첨두시에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거리 통행의 비율과 첨

두시간의 집중율이 높은 도심지역의 혼잡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

사업에서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도로의 운영기관은 통행시간 신뢰성을 관리하기 위

한 적절한 지표 및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승용차 이용자는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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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효용을 체감하고 있으며, 개인별 효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행시간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다 많은

승용차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의 효용을 폭 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

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와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

하여 가능한 실제 행태를 표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는 무료도로 대안의 경로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료도로 대

안의 경우 진출입 IC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실제 통행자가 선택한 경로

와 유사한 경로를 가정할 수 있었으나, 무료도로 이용자의 경우 경로를 예

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로를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네이버 지도 등

을 통해 추정된 통행거리(혹은 경로)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련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GPS, DSRC, 블

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실제 개별 통행자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통행

시간 신뢰성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가구통행실태조사와 통행속도 자료의 시점

및 통행속도 자료간의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택행태 자료인 가

구통행실태조자 자료는 2010년 조사된 자료이나, 해당 시점에 해당하는

무료도로 통행속도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2010년 기준의 고속도로 통행자료와 2015년 기준의 무료도로 GPS

속도 자료를 검토 후 개별 통행자의 통행특성 자료로 활용하였다. 2010년

과 2015년 도심부 통행속도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이를 적용하였으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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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행태 자료와 2015년 통행속도 자료에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있다. 또 다

른 한계로는 고속도로 구간과 도심부 도로 구간의 자료 생성과정이 일부

다르다는 것이다, 두 가지의 속도 모두 1시간 단위의 구간평균속도 자료

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생성기관과 세부 집계화 과정에 있어 일부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 승용차 이용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도권 경부고속도로 축 구간은 상대적

으로 타 권역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교통특성이 통행시

간 신뢰성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통행시간 신뢰성 개선편

익을 전국단위의 비용편익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

지 않은 전국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기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개선 효과를 교통부문 의사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 본 연구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

추정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교통부문 사업의 의사결

정 과정에 통행시간 신뢰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통행시간 신뢰성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행시간

신뢰성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의 변화도

예측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후 통

행시간 신뢰성 개선효과를 교통부문의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

기 위해서는 교통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신뢰성의 변화를 예측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

통수요 예측 과정에서 통행시간 신뢰성과 관련된 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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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통행속도 자료의 특성 분석

1. 도로의 혼잡과 통행시간 신뢰성

본 연구의 통행특성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료도로 연속류(분당수서고속화도로, 동부간선도로), 무료

도로 단속류(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반포대로, 봉은사로, 삼성로, 언주로,

테헤란로) 중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테헤

란로의 1년간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통행시간 분포를 살펴

보았다. 통행속도 자료 검토 시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도로의 혼잡과 통행시간 신뢰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도로별

시간대별 평균통행시간과 통행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부록-

1>～<그림 부록-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첨두시간대에 평균통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통

행시간이 높은 시간대에는 일별 통행시간의 분포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테헤란로의 경우 오후 첨두시에 통행시간의 산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분당수서고속화도로는 오전첨두와 오후첨두에, 용

인서울고속도로는 오전첨두에 통행시간의 산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

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통행시간의 산포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로별 및 시간대별 통행시간 분포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부록-5>～<그림 부록-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시간

대에서 평균 통행시간을 주변으로 통행시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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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

<그림 부록-2> 경부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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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

<그림 부록-4> 테헤란로의 시간대별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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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5>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0:00～05:00)

<그림 부록-6>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6: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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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7>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2:00～17:00)

<그림 부록-8>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8: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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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9> 경부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0:00～05:00)

<그림 부록-10> 경부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6: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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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1> 경부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2:00～17:00)

<그림 부록-12> 경부고속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8: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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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3>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0:00～05:00)

<그림 부록-14>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6: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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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5>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2:00～17:00)

<그림 부록-16>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8: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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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7> 테헤란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0:00～05:00)

<그림 부록-18> 테헤란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06: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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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9> 테헤란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2:00～17:00)

<그림 부록-20> 테헤란로의 시간대별 1년간 통행시간 분포(18: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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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유형별 통행시간 신뢰성

다음으로 도로 유형별로 통행속도와 통행속도 표준편차 간에 어떠한 관

계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평일 19시의 일별 통행속도 변화를 살펴보았

다. 앞선 통행시간의 분포와는 달리 통행속도는 단위시간당 통행거리를

의미하므로 각 기종점 간 서로 다른 통행거리를 감안할 필요가 없다. 도로

별 차로수 및 개략적인 교통량을 살펴보면 용인서울고속도로는 4차로에 5

만대/일, 경부고속도로는 10차로에 20만대/일, 분당수서고속화도로는 8차

로에 8만대/일, 테헤란로는 10차로에 8만대/일 수준이다.

구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테헤란로

차로수 4차로 10차로 8차로 10차로
교통량 5만대/일 수준 20만대/일 수준 8만대/일 수준 8만대/일 수준

<표 부록-1> 도로별 현황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연평균 통행속도는 85.67～

97.78km/h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 통행속도는 매우 유사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는 2.07～3.53km/h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통행속도 변동비율의 비율은 2.11～4.12%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평균 통행속도 변동비율은 다른 도로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준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통행시

간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구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 흥덕IC～
광교IC

광교IC～
서수지IC

서수지IC～
고기JCT

고기JCT～
서판교IC

평균속도() 93.28 85.67 94.46 97.78
표준편차() 2.54 3.53 3.00 2.07
 /  2.72% 4.12% 3.17% 2.11%

<표 부록-2>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구간별 연평균 통행속도 및 통행속도의 표준편차

(단위: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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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1>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구간별 1년간 통행속도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연평균 통행속도는 27.67～93.42km/h 수

준으로 구간1～구간3은 평균 통행속도가 유사하지만, 구간4는 평균 통행

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구간4의 경우 평균 통행속도 변동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매우 많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통행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간1～구간3은 수원IC～서울톨게이

트 구간으로, 해당 구간은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연평균 통행속도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통행속

도의 표준편차는 용인서울고속도로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간4는 반포IC～잠원IC 구간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7.67km/h, 통행

속도의 표준편차는 19.73km/h 수준으로 통행속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구간은 서울요금소 북쪽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

고, IC간 거리가 짧아 차량 간 엇갈림이 많으며, 경부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도심 내 통행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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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 수원IC～
신갈JC

신갈JC～
죽전휴게소

죽전휴게소～
서울톨게이트

반포IC～
잠원IC

평균속도() 93.42 90.99 91.02 27.67
표준편차() 9.42 8.19 8.27 19.73
 /  10.08% 9.00% 9.09% 71.29%

<표 부록-3> 경부고속도로의 구간별 연평균 통행속도 및 통행속도의 표준편차

(단위: km/h)

<그림 부록-22> 경부고속도로의 구간별 1년간 통행속도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연평균 통행속도는 48～63km/h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간별로 통행속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평균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는 6.58～11.58km/h 수준으로 나타났

다. 연평균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는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 규모에 따

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므로 도로 간 비교를 위해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를

평균속도로 나눈 평균 통행속도 변동비율을 펴본 결과 10.51～24.3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고속도로와 테헤란로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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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 분당～송파

평균속도() 62.63 47.57 51.26 53.80
표준편차() 6.58 11.57 11.58 7.58
 /  10.51% 24.32% 22.60% 14.09%

<표 부록-4>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구간별 연평균 통행속도 및 통행속도의 표준편차

(단위: km/h)

<그림 부록-23> 분당수서고속화도로의 구간별 1년간 통행속도

테헤란로의 경우 구간별로 연평균 통행속도는 13.81～27.35km/h 수준으

로, 다른 도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통행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는 7.07～9.57km/h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는 해당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

으로 달라지므로 도로간 비교를 위해 통행속도의 표준편차를 평균속도로

나눈 평균 통행속도 변동비율을 펴본 결과 26.76～65.36%로 나타남에 따

라 테헤란로는 고속도로 및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 비해 통행시간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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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 역삼역～
르네상스호텔

르네상스호텔～
선릉역

선릉역～
포스코

포스코～
삼성역

평균속도() 24.69 27.35 13.81 26.43
표준편차() 7.67 9.57 9.03 7.07
 /  31.07% 35.00% 65.36% 26.76%

<표 부록-5> 테헤란로의 구간별 연평균 통행속도 및 통행속도의 표준편차

(단위: km/h)

<그림 부록-24> 테헤란로의 구간별 1년간 통행속도

도로별로 동일한 시간대의 일별 통행속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고

속도로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의 편차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도심부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특

히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속도의 표준편차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되므로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테헤란로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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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도로 단속류 구간은 일별 통행속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3. 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행속도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의 혼잡과 통행시간 신뢰성과의 관계,

그리고 도로의 유형별 통행시간 신뢰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의 혼잡이 심해지는 경우 통행시간의

신뢰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종점이 동일하더

라도 시간대별로 통행량과 통행속도가 다르므로 평균 통행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평균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혼잡이 심해질수록 통행시간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기종점간 통행시간 신뢰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종점간 통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대별 통

행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오후 첨두시간에 대해 도로의 유형별 통행속도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도로유형별로 통행속도의 변화폭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첨두시간을 기준으로 용인서울고속도

로와 경부고속도로 대비 분당수서고속화도로와 테헤란로의 일별 통행속

도 변화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한 시간대에 무료도로를 이

용하는 통행자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는 통행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행시간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시간 신뢰성 간에 trade-off가 있으며,

승용차 이용자는 이를 고려하여 유료도로와 무료도로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가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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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입력 자료 양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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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ues of travel time reliability
revealed by toll road uses

Choi, Younge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consider various factors such as travel time, travel cost,

travel time variability and accessibility to final destination when

choosing the modes or route to get to the destination.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crease in individual income and quality of life that brings

about the increase in various production activities and traffic,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reflect the improvement of the travel time

reliability in decision-making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orporate the travel time

reliabil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 is to reflect the improvement in

travel time reliability in the cost benefit analysi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This dissertation estimates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based

on the passenger car users’ choice behavior of toll roads and discusses

its applicability. IC choice data from Travel Diary Survey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annual speed data are used to

measure travel time, travel cost, and travel time standard deviation for

353 samples of individual passenger car users.

The mixed logit model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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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ffic time reliability and the choice of toll roads and the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on the peak time. In addition, the fit

of the model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s improved when the

travel time reliability variable is included in the toll road selection

model.

The estimated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is to be 39,613 KRW /

person-hour and the RR(Reliability Ratio) 1.31. Commuters who

routinely use the route, thereby have more information, peak time users

considered to have relatively lower value of the travel time reliability,

short distance travelers, and male users turned out to have higher RR.

Further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using KTDB(Korea Transport

Databas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improvement of travel

time reliability shows the value of the travel time reliability 14.07 ~

35.50% of the savings of travel time benefit.

In this dissertation, the value of travel time reliability is estimated

by using the actual toll road choice behaviors of the passenger car

users. Furthermore, Travel Diary Survey Data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ne-hour unit travel speed data are used to replicate the

actual choice behaviors of passenger car users as accurately as

possi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vel time reliabil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oice of toll roads for passenger car users,

and that they possess some willingness to pay(WTP) for the travel

time reliability.

Keywords: Travel time reliability, Values, Mixed logit model,

Revealed preference data, Seoul metropolitan area,

Improvemen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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