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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추석부

터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를 시행하였다. 현재 제도시행 3회에 걸쳐 약 

1,500억 면제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의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고속도로 정체를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

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통수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로 모형분석을 통한 적정통행요금 산

정과 통행혼잡을 해소하거나 요금탄력성 측면으로 분석되어진데 반해, 

본 연구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제도의 효과와 제도효과에 미치는 지역

별, 요금별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명절 고속

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하여 2016년과 2018년 국고고속도

로 영업소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을 때 설날과 추석 모두 고속도로 통행

료 면제제도가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가 고속도로 통행량에 긍정적인 효과로 영향을 미쳐 고

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의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시행 효과에 대한 권역별 차이분석 결과는 대부분 발생하

지 않았다. 이는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명절 고속도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아 요금 변화가 있어도 타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전이하기가 마땅치 않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원권의 설날은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명절 교통량이 적음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이 원활한 강원권으로 추가적인 여가통행 교통량이 

발생하여 강원권 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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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도효과의 면제금액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면제금액이 2

만원미만의 면제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만

원이상 면제금액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통행요금

의 산정은 단순히 거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차종과 차로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장거리 교통량이나 대형차 등 높은 차종의 중·장거리

를 운행하는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낮은금액을 

면제받기 보다는 통행시간의 가치나 통행자가 느끼는 쾌적성, 안정성 등 

무형의 가치가 통행경로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는 통행 선택시 통행요금에 대한 고려가 없어져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자 생각했던 귀성·귀경객들이 고속도

로를 이용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행요금이 적정한 수

준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교통망간 통행수요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수

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대중교통 이용이 

줄이고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여가통행 교통량의 증가로 오히려 고속

도로 정체를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제도시행에 보다 신중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

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긍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피드백을 시행하여 적절한 통행요금 면제제

도 정착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재의 요금체계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 측면이 중요하지

만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적정한 통행요금 부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고속도로통행료, 통행료 면제, 교통수요, 요금제도, 요금탄력성

학 번 : 2018-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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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재인 고속도로 건설은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국토종

합 개발계획과 경제개발 계획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에서 역점을 두어왔

던 사업의 하나로, 1967년 3월 24일 경인고속도로를, 1968년 2월 1일 경

부고속도로를 착공한 후 1968년 12월에 경인고속도로 29.5km와 경부고

속도로 서울-오산간 45.5km를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로 접

어들어 2017년 4,767km(국고 4,151, 민자 616)가 되었다. 

  고속도로 건설의 재원은 정부의 출자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자체 

조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의 출자는 2017년기준 40% 이

하이며 한국도로공사 자체 조달은 통행료 수입과 채권발생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로 통행료 수입은 늘었지만 건설원가의 인상,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채권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통행료 부과의 근거는 “유료도로법”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

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것으로, 유료도로법은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재정만으로 부족한 도로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도로를 이용

하는 통행자에게 건설비용의 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요금을 징수

하게 하고 있다.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은 원가회수측면 이외에도 빠르고 

쾌적한 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혼잡을 방지하

고 교통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1969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4억 3,600만원에 불과했으나, 고속

도로 신설, 이용차량의 증가, 통행료 조정으로 인하여 1975년에 100억원

을 돌파했으며, 1983년에 1,000억원을,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하여 2017년은 4조 564억원에 이르렀다.



- 2 -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정책적 목적 및 각종 이해관계로 인

해 다양한 감면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특정 이용계층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고 있으며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2011

년 기준으로 약 2,675억원으로 이는 통행료 매출액 대비 약 8.9%에 달하

는 수준이다.(고용석, 2012)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

고, 명절 연휴 고속도로 정체에도 통행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명절이동과 국내여행을 촉진

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의 대국민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 

하였다(2017.9.19, 2018.1.16). 하지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으로 

2017년 추석에 535억원, 2018년 설 442억원, 2018년 추석에  481억원로 

정책시행 3회에 걸쳐 약 1,500억 면제비용이 발생하여 국민의 편익과 공

공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일부언론에서는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귀성·귀경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는 다르게, 명절 통

행료 면제제도가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승용차 이용을 부추겼으며 나

들이객 증가로 오히려 고속도로 정체를 키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

다는 지적도 있었다(조선일보, 2018.3)

  김일환(2001)은 “통행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을 때 도로

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망간 통행수요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통행요금에 의한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다”고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명절 귀성·귀경과 관련된 통행경로의 선택은 이용자의 성향, 통행요

금, 통행시간, 타교통수단의 여건, 교통상황, 통행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

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자동차를 이용

하여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자 생각했던 귀성·귀경객들이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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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반면 교통량의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면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정체 우려, 통행요금보다는 익숙하

게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패턴의 일관성, 통행요금 수준이 사회수준

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통행요금의 면제가 통행경로 선택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그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명

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 의사

결정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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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국민부담 경감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로 2017

년 추석부터 시행하게 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으로 고속

도로에 교통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면제기준 3일[명절 전날(D-1), 명

절당일(D), 다음날(D+1))]을 대상으로 연도별, 명절별 면제제도가 시행된 

2017년 기준으로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통계분석을 위해 제도

시행 전해인 2016년과 제도시행후인 2018년을 비교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량 자료를 권역별·요금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명 절 시행전 시행후

설, 추석 2016 2018

  분석단위는 명절을 포함하여 3일간의 일교통량과 일평균 교통량(대/일)

을 비교·분석하였다. 제도시행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전국 324개 영업

소1) 단위로 교통량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54개 지역의 한국도로공사 지

사단위로, 이를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

권)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영업소 교통량을 통행요금별 5개 구간으로(5천원미만, 5천

원~1만원, 1~2만원, 2~3만원, 3만원이상) 교통량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

다. 

1) 통계분석을 위해 2016년 기준 영업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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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명절에 귀성·귀경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계획했던 국민

들이나, 명절 연휴기간 나들이를 계획했던 이용객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으로 고속도로 교통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 통행료 부과법령, 통행료 면제정책 등을 국내·

외 발표된 논문, 기고 등 학술지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본 연구

의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명절 고속도로 이용현황 조사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하

여 연도별, 일자별 교통량 데이터 등의 자료는 한국도로공사의 TCS(Toll 

Collection System)와 영업정보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세밀한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모

형을 이용하여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

통량 증가 영향을 사후적으로 추정하는데 비교적 인과적 추론이 가능한 

준실험 설계와 통행료 면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준실험설계로는 제도시행 전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Excel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방법을 SAS 9.4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 등을 통하여 2017

년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통행료 면제시 교통수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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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고찰

1. 교통수요 이론

  김문성(2011)은 “일반적인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경합성과 재화를 구입한 사람이 배타적인 지

배를 할 수 있는 배제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

성을 모두 지니지 않거나 이 중 하나의 특성이 없는 재화이다. 즉 공공

재는 한 사람이 이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소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 외에도 공공재의 또 다른 특성으로 혼잡성을 들 수 있다. 혼잡

성이란 일정 수준이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혼잡하게 되며, 이때

부터 지체로 인한 시간적･환경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

다”고 하였다.

  고속도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이지

만 자신의 통행하는 도로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배제적 특성을 지니며 또한 혼잡성을 지닌 공유재이다. 나아가 고속

도로 건설, 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Savas(1987)의 공공재에 대한 유형화 기준에서 본다면 요금재(toll goods)

에 속한다.

  경제학에서는 수요를 분석할 때에 하나의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

한 요인은 해당 상품의 가격이다. 수요의 법칙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

다는 것이다.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결정요인들 중 하나의 변화에 

따라 특정 상품의 수요량이 실제로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



- 7 -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탄력성은 바로 이 경우에 활용된다. 탄력성

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 요소의 크기가 다른 요소의 크기 변화에 얼마

나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이 경우에 두 요소의 변화는 모두 

백분율 개념으로 나타난다(Graham Mallard ＆ Stephen Glaister, 

2008/2013). 

  한편 일반적으로 탄력성은 통행시간, 통행비용 등의 변화에 대한 통행

자의 선택확률이 변화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교통정책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통행료의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는 교통수요의 요금(가격) 탄력성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요금탄

력성은 요금변화율에 대한 수요변화율로 정의된다(임용택 외, 2010).

  임용택 외(2010)는 “고속도로 요금탄력성은 통행요금, 대체경로(국도 

및 지방도 등)의 가용성, 시간가치의 파라메타에 의해 변하며, 1보다 작

음으로써 탄력성이 작게 나오는데,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중에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대체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 비

탄력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탄력성은 단위가 없는 수치이며,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

라서 이 탄력성 값은 도시 규모가 크던 작던, 또 평균 요금이 높던 낮

던, 어떤 도시에나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기울기에 비해 탄력성

이 갖는 장점이다.

  반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는 Pigue의 혼잡세 이론이 있다. 혼잡세 

이론은 경제학의 한계비용 이론과 교통공학의 교통류 이론이 접목되면서 

발전된 것이다(Hoden, 1990; 황기연·엄진기, 2001 재인용). 혼잡세 이론

의 핵심은 정부가 혼잡이 발생하는 교통시설의 이용에 일정한 조치를 취

하지 않으면 교통시설은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혼

잡한 도로의 이용자는 도로의 혼잡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입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이용자나 도로의 혼잡 때문에 도로의 이용을 포기한 사람들

에게도 손실을 끼치며 따라서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

부가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다(Wohl ＆ Hendrickson, 

1984; 황기연·엄진기,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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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요금 개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공공재로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의 건설 및 정비

를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1963년 유료도로법이 제정·공표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징수되기 시작하였다. 김세환(2014)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통행요금의 형평성, 적자노선의 지속적인 유

지관리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통행자에게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 통행요금 부과배경

  고속도로의 공공재적 특성, 건설, 관리 및 개선 비용, 혼잡성 및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경비,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으로서 이용자들이 누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면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결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여부와 부과수준은 공공선택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정책

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KDI, 2008; 김문성, 2011 재인용). 

  도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어서 도로는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하며, 그 건설과 관

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중(公衆)에게 무료

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김남진·김연태, 2015; 최호정, 

2018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회수함과 동시에 혼잡성

과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대 및 유지 관리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

다(김문성, 2011).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도로재원의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기정비가 가능하여진 고속도로는 국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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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박신, 2011).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

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자에 의한 민자도

로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가 있다(김세환, 2014).

나. 통행요금제도의 근거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법적 기준은 도로의 

기준 및 통행요금의 기준을 정한 유료도로법에 제3조와 제9조에 명시되

어 있다.

  유료도로법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에 의하면, 첫째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둘째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행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

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한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유료도로법 제9조(통행요금의 기준)는 통행요금은 차량의 구조, 

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

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통행요금의 총액은 다애 유료도

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행료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재원을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통행요금 수준 결

정에 있어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는 ‘원가회수주의’, 전국 고속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통합채산주의

(유료도로법 제 18조)’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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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행요금 부과의 목적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의 목표는 자금 확충과 통행 규제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확충이란 고속도로를 관리･보수하거나 고속도로망

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확충하는 것이

다. 그리고 통행 규제는 고속도로 통행수요 관리와 관련된 목표이다.

  김문성(2011)은 고속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자만 고

속도로 건설･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

에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한 자금은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비용에 부분적

으로 충당할 뿐이고 대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CEDR,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의 목적은 하부구조 건설을 위

한 자금을 확충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통해 확보한 자금

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고속도로의 연

계성을 최적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통행료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통 체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규제를 통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시간 손실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싱가포르의 ALS(area licension scheme) 경우는 도심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도로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이다. 런던과 스톡홀름은 환경문제와 효율성 두 가지 목적이며, 이탈리

아 밀라노는 교통혼잡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중

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통행요

금 부과는 통행량의 수단전환이나 통행시간대를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대

중교통 활성화나 대기오염 감소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였다(최호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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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한 총괄원가 

회수주의 원칙과 이부요금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총괄원가 기준으로 

이용자 간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되게 하기 위함이다(최호정, 2017).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건설, 관

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들을 단일한 재화로 간주하여 전 노선을 통합하

여 채산하고 있다(박신, 2011).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행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km당 요금단

가를 곱한 주행요금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요금으로는 건설비용을 회수하

고 주행거리에 비례한 주행요금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회수에 활용된

다.여기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기본요금은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투자비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이용차량에 균등하게 부과하며, 주행요

금은 변동비용인 운영비에 대한 원가를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

거리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어 [그림2-1]으로 나타낼 수 있

다(김세환, 2014).

<그림 2-1> 고속도로 요금체계 구조

※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 12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통상 30년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행요금은 차종별로 고속도

로 파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km당 요금을 산정 부과하며, 이

용 노선의 차로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한다 (2차선 50%할인, 6차선 

20%할증). 4차로 1종 주행요금인 44.3원/km을 기준으로 도로 파손율 등

을 감안하여 2종∼5종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별 주행요금을 산정하

는데, 차종별 가중치 및 가중치를 적용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2-1> km당 주행요금 단가(4차로 기준)

구  분 대 상 차 량 주행요금
(원/km)

1종
(소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44.3

 적용) 승용차, 16인승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0

2종
(중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45.2

 17인승이상 32인승이하 승합차, 
 2.5톤이상 5.5톤미만 화물차

1.02

3종
(대형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7.0

 33인승이상 승합차(버스), 
 5.5톤이상 10톤미만 화물차

1.06

4종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62.9

 10톤이상 20톤미만 화물차 1.42

5종
(특수화물차)

 4축이상 특수화물차
74.4

 20톤이상 화물차 1.68

   * 2차로 구간 : 50% 할인,  6차로 이상 구간 :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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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행료 감면제도

 가. 한국의 감면제도

  고용석(2012)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는 수익자부담원칙 등에 의거, 

이용자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 

지불에 있어 정책적 목적 및 각종 민원 등에 의해 다양한 감면제도를 도

입·운영하여 특정 이용계층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고 있

다”고 하였다. 

  김태영(2012)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요금부담 형평성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재정고속도로를 하나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통행

요금 감면대상과 할인율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성을 

위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해 왔다고 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고속도

로의 경우 현재 약 18여종의 다양한 감면제도를 [표 2-2]와 같이 적용하

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정책 기조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절 

연휴시 명절일과 전,후일을 포함한 3일동안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고속

도로 포함) 통행료 면제를 시행 공고하였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인 시행

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2)3)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28191호, 2017.7.17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28329호,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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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감면제도 주요내용4)

항   목 할인율 시 행 일

면제

군작전용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100%

1963.11. 5

교통단속용차량 1964. 7.23

경찰작전용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2001. 9. 6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차량

2004.12.31

독립유공자 2005. 5. 7

국가유공자 1∼5급 1988.11. 1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1∼5급 2004.12.31

설․추석(각 3일) 및
국무회의 지정기간

2017. 9.20

할인

국가유공자 6∼7급 50% 1997. 8. 1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6∼14급 50% 2004.12.31

장애인 50% 1997. 8. 1

고엽제

환자

후유증환자 50%
2001. 5. 1

후유의증환자 50%

경차(1,000㏄미만) 50% 1996. 6. 1

전기․수소자동차 50% 2017. 9.18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30% 2018. 6.14

출퇴근 20%,50% 2000. 1.10

화물차 심야할인
(1~3종 화물차)

20%,30%,50%
2000. 1.10 ~ 2017. 12. 31
(2016. 7. 6 ~ 2017. 12. 31)

4)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

용(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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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

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8. 1. 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0.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나.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17. 9. 19>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은 2017년기준 

2,409만대 면제액은 730억원이고 이중 명절연휴 통행료 면제차량 1,583

만대이며 통행료 면제액이 약 535억원으로 전체 면제액의 73%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나. 외국의 감면제도5)

 1) 일본

  동일본 고속도로의 경우 ETC이용자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할인 등 일부 제도를 이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인 ETC의 경우 크게 휴일특별할인, 평

일 낮할인, 심야할인, 통근할인, 조조야간 할인, ETC마일리지 등이 있다. 

평일 낮시간이나 통근시간의 경우 동경·오사카 근교의 대도시권을 제외

한 지방부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혼잡을 고려한 할인을 적용하는 특

징이 있으며 도쿄·오사카 근교의 대도시권의 경우 이러한 할인이 적용

5) 고용석(201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주요 해외사례”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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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조조 야간할인을 따로 적용하여 이용자의 형평

성 및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운전하거나 또는 중증의 신체장

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해 운전하는 경우에, 사전에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할인율 50%이하의 장애인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대규모·다빈도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NEXCO 동일본/중일본/서

일본이 미리 정하는 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ETC 코퍼레이트 

카드를 이용해야 되며, 요금은 1개월분을 정산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표 2-3> 동일본 고속도로 통행료 ETC 할인제도

 2) 캐나다

  캐나다 407ETR의 차등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특성(Transponder, 

VTCs)에 따라 진입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비첨두시간대와 첨두시간대

로 나누어 징수하며, 고속도로 구간도 정체구간(Regular zone)과 보통구

간(Light zone)으로 구분하여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화물차와 관련

해서는 Heavy vehicle saving program이라는 할인제도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이용자를 두 그룹

으로 나누어 심야시간(0시~6시), 주말시간, 비첨두시간(10시~3시, 19시~0

시)에 25~50%의 할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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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

 (1) 스페인 다빈도 이용차량 할인

 Via-T(스페인의 전자통행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중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일정시간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이용횟수에 따라 

차등할인제도를 시행중이다. 적용되는 노선은 고속도로 C33(Barcelona – 
Montmeló), C32(Sitges - El Vendrell구간, Montgat - Palafolls구간), AP7 

(La Jonquera Salou), AP2(Zaragoza Mediterráneo)이며 1개월 단위로 요금

을 지불하며, 1개월 누적 횟수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을 적용하고 있다.

 (2) 영국 장애인 할인제도

  영국의 경우 유료터널 및 교량, 유료도로에서 각각 다른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구간에서 장애인 생활수당 수혜 정도에 따라 

통행료 면제 패스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오스트리아 할인제도

  오스트리아는 상시 면제, 한시적 면제, 장애인면제, 친환경차량 할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면제는 오스트리아 연방 장애

인 법률에 따라 장애인 신분증에 장기적, 심각한 보행장애, 대중교통이

용불가, 시각장애가 표기된 경우 무료 패스를 발급하여 통행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차량은 본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무료패스는 

1대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차량, 즉 친환경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제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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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통행요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통행요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연구분야도 확장되고 있다. 

Pigou(1920)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행요금 수준은 한계비

용(Marginal Cost)에 근거해야 하고, 서비스 수준이 다른 도로에서는 특

히 통행요금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교통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Dupuit, 1962; 김일환, 

2001 재인용).  

  또한 통행요금 체계는 단순해야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고 

교통량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하고 통행요금 부과수준이 수요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Johansson, 1993; 김일환, 2001 재인용).

  즉 통행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을 때 도로이용의 비효율

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망간 통행수요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통행요금에 의한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결국 통행요

금은 제도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로의 특성이나 교

통여건, 통행자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통행배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할 때 사회적인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연구로서는 한재일(1995)은 최적통행요금 결정모형에 따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구하였다. 이 연구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통행자의 비용에 시간비용과 차량운행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분석하고 

있으나, 통행요금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김일환(2001)는 현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가 교통수요관리 기능이 미

흡하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불충분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한

계비용 가격화 원리에 근거한 통행요금제도 도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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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 하였다. 즉 적정통행요금 부과시의 고속도로의 서비스수준 개선효

과와 총사회비용 절감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요관리 요금체계 도입과 관

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김문성(2011)은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은 대상집단에는 개인, 기업, 지역,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을 결정함

에 있어서 집행과정에서 야기될 사회경제적 영향 외에 교통 체증, 친환

경, 지역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들을 형평성, 수락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환(2014)은 사회적 편익과 통행요금 수입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권

역기반 차등요금제의 검토를 위해 국도와 고속도로의 통행시간, 교통량, 

용량, 고속도로 통행요금, 통행시간가치, 고속도로연장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통행요금이 증가할수록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감소하고, 국도

의 교통량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통행요금이 증가할

수록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저항요인이 증가하므로 고속도로에서 국

도로 경로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행요금의 증가는 교통량을 분

산시킬 수 있으며, 통행요금 수입은 점차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패턴

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2. 교통수요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교통수요가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나타

나며, 장기 탄력성 추정치 의 경우 단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1999).

  프랑스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고속도로 교통량에 미치는 연구를 통하

여,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단기와 장기는 다르다

고 추정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른 대체방안이 개발되므로 수요는 

시간 경과에 따라 더 탄력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Quinet ＆ Vickeman, 

2004; Graham Mallard ＆ Stephen Glaister,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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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연구 사례를 보면 이재민, 박수신(2005)은 고속도로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였는

데 종속변수는 통행량으로 하고 설명변수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속도로 

연장, 실질 GDP, 자동차 수, 통행료, 고속철도 개통여부를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실질 GDP가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증가하였으나, 실

질 통행요금이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공공부문 도로에 대하여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

석한 결과 통행료에 의한 수요탄력도 0.5106를 감안하여, 통행료의 무료

화 시 기존 교통량의 약 0.378%의 추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

다(한국도로공사, 2004; 임용택 외, 2010 재인용). 

  조영재,김성수(2009)는 남산 1, 3호선 터널의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

하여 혼잡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남산 1,3호선 터널 전체와 각각의 통행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 차량과 면제 차량

을 분리하여 추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류가격과 대중교통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명변수 계수값은 기대부

호와 일치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산 1,3호

선 터널 혼잡통행료의 탄력성 추정치가 낮다는 것은 혼잡통행료의 인상

은 통행료 수입 증가에는 효과적이지만, 자동차 통행량의 감소나 분산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중태(2008)는 두 분석시점의 교통카드 이용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거리 비례요금제 이후 대중교통 이용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수요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교통카드 자료에

서 구축한 대중교통요금 및 환승횟수와 사회경제지표인 승용차 유류비 

및 인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인

상은 운영자의 재정 측면에서 요금 수입 증가에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요금 선택 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21 -

  김주영,남혜경(2010)은 고속도로 TCS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2003년 

이후의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였다.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은 일평균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으

며, 2009년 설의 경우에 2007년 기준 연평균 일교통혼잡비용의 4. 36배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연휴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서는 명절 연휴기간의 조정, 고속도로 교통 수요관리방안, 효율적인 도

로제어방안, 실시간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방안 등 다양한 교

통관리기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임용택 외(2010)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산정방법(통합채산제, 독립채산

제)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수요의 변화와 통행요금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

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투자금 회수가 완료된 노선에 대한 무료 

시의 통행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요금탄

력성을 추정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기존 도로가 대부분 

혼잡하기 때문에 요금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라권과 강원권은 교통수요량이 적음에 따라 통행요금 인상에 따라 탄

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대부분 합리적이며, 요금

탄력성 역시 기존 연구들의 범위내에 있어 타당하다 추정된다고 하였다.

  김세환(2014)는 권역기반 차등요금제 적용을 위해서 권역별 통행패턴

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고속도로 이용률과 교통량에 따라 통행패턴의 변

화가 발생하였다. 즉 고속도로가 혼잡한 권역은 통행요금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 분산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권역내 총 통행량 감소로 인해 고속도

로의 혼잡도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가 비혼잡한 권역은 통

행요금 감소로 인해 권역내 지역간 통행의 전이와 더불어 국도와 지방도 

등 성능이 낮은 도로에서 전이된 통행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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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가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및 법적 기준은 도로의 

기준 및 통행요금의 기준을 정한 유료도로법의 제3조와 제9조에 명시되

어 있으며 통행료 부과의 주된 목적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최소화와 고속도로 건설재원 마련이라는 경제

적인 이유였다. 따라서, 통행료감면제도는 도로 본연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료도로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 

  이재민,박수신(2005)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총통행량 자료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통행량으로 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

는 차량의 대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우리나라 전체

의 고속도로 연장, 실질 GDP, 자동차 수, 통행료, 고속철도 개통여부를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실질 GDP가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증가

하였으나, 실질 통행요금이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량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가설1을 설

정하였다.

  또한 권역별로 사회·경제지표가 다르므로 제도시행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통행경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인 통행요금 면제 제도가 권역별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고자 하였다. 임용택외(2010)은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요금

탄력성을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이 많고, 전

라권과 강원권은 교통수요량이 적음에 따라 통행요금 인상에 따라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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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김세환(2014)는 권역기반 차등요금제 

적용을 위해서 권역별 통행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고속도로가 혼잡한 

권역과 비혼잡한 권역은 통행요금 변화로 인해 통행량이 분산하거나 이

용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절 통행료 면제영향이 권역별로 차이가 발생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시행과 권역별 조절변수를 활용

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2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명절 통행

경로의 선택에서 통행요금이 주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면제요금별

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1-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설날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다.

     1-2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추석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다. 

가설 2.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이 권역별

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이 면제요

금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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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모형

1. 준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중 단절적 시계열설계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자료를 

통하여 실험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본 연구모형은 정책효과가 특정 기관이나 대상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

칠 때 유일한 비교기준이 전년도 결과뿐일 때 처리(X) 전과 후의 여러 

시점의 관찰 자료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계방법이다.

단절적 시계열설계 모형

O1  O2  O3  O4  X  O5  O6  O7  O8

  본 연구모형에서 주의할 점은 정책시행 전과 후에 성숙요인(시간의 경

과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역사요인(실험기간중 일어난 사건에 의

한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회귀요인(실험대상이 극단적인 값을 갖기 때문

에 재측정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과 같은 

효과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으로 교통

량의 증가를 검증함에 있어 인구의 증가 등으로 수 년 동안 명절 교통량

이 증가되어 왔는지, 기상조건 변화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평균으로의 회귀요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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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 중 회귀분석은 종속변수(Y)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되는 

독립변수(X)의 영향의 크기를 검증할 때 회귀계수를 가지고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또

는 비율척도일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독립변수가 명목척

도일 때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설계 외에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폭 넓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교통량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모형1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미변수 전=0, 후=1)

교통량(대)

통제변수 조절변수
인구, 소득, 자동차

등록대수, 고속도로연장
권역별
(더미변수)

2) 연구모형2

독립변수 종속변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더미변수 전=0, 후=1)

요금대별 교통량(대)

통제변수 조절변수
인구, 소득, 자동차

등록대수, 고속도로연장
면제요금별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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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준실험설계

  준실험 설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명절기간(설 3

일, 추석 3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영업소 교통량과 통행요금별 교통량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통행요금은 화폐단위를 고려하여 5개 구간

(5000원미만, 5000원~1만원, 1만원~2만원, 2만원~3만원, 3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 설계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의 설정

구분 변수설정 측정지표

분석기간 설, 추석 각 3일 2012년~2018년

분석단위 교통량 대/일(00:00~24:00)

분석데이터

교통량
고속도로 공공데이타 포탈

(http://data.ex.co.kr/)

통행요금별

교통량
한국도로공사 영업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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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연구모형1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종속

변수(Y)에 고속도로 교통량을, 독립변수(X)에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

제제도 시행여부를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면제제도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인구, 소득, 자동차등록대수, 고속도

로연장을 권역별로 설정하였다.

  권역별 교통량은 회귀분석을 위해 2016년 기준 재정고속도로에서 관리

하는 324개 고속도로 영업소 교통량을 관리기관인 지사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지리적 행정구역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3-2> 권역 분류

권역 지리적 위치 해당지사 해당영업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경기광주, 군포, 동서울,

수원, 시흥, 이천, 인천, 화성
서울영업소 외 47개

강원 강원도
강릉, 대관령, 양양, 원주,

춘천, 홍천,
원주영업소 외 23개

충청 대전, 충청도

공주, 논산, 당진, 대전, 무주,

보령, 보은, 부여, 엄정, 영동,

제천, 진천, 천안, 충주

대전영업소 외 80개

전라 광주, 전라도
광주, 구례, 남원, 담양, 보성,

부안, 순천, 전주, 진안, 함평
광주영업소 외 70개

경북 대구, 경상북도
경주, 고령, 구미, 군위, 대구,

상주, 성주, 영주, 영천

서대구영업소 외

47개

경남
부산, 울산,

경상남도

고성, 산청, 서울산, 양산,

진주, 창녕, 창원
부산영업소 외 51개

  또한 모형2의 면제금액별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Y)에 통행요금별 

교통량을, 독립변수(X)에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여부를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적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모형1과 동일하게 사용

하였다. 또한 통행요금을 5개 구간(5000원미만, 5000원~1만원, 1만원~2만

원, 2만원~3만원, 3만원 이상)으로 교통량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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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정의

(1) 독립변수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여부

  본 연구를 위해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통행교 감면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명절 통행료 면제제도는 유료도로법 제 15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

조 제1항에 의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된 제도로 통행료 면제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면제시행 전인 2016년 명절과 시행후인 2018년 명절을 더미변

수(시행전: 0, 시행후:1)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2) 종속변수 : 고속도로 교통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로 통행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시행전인 2016년과 시행후인 2018년 명절 3일

(D-1,D,D+1) 각각의 출구기준 일교통량과 일평균교통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량은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변환 하였다. 

(3) 통제(조절)변수

  독립변수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여부와 종속변수인 고속도로 교통량

과의 인과관계 검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변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교통량 증감의 영향은 Hansen과 Huang(1997)은 고속도

로 차로감안 연장, 인구, 소득은 고속도로 통행수요와 정(+)의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민,박수신(2005)은 한국 전체의 고속도로 연장, 실질 GDP, 자

동차 수, 통행료, 고속철도 개통여부를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 실질 GDP

가 증가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통행요금이 증가

할수록 고속도로 통행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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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주요 영향요인 인구, 소득, 자동차 등록

대수, 고속도로연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인구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표인 인구 증가는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

다고 연구되어 통계청(http://kostat.go.kr)의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를 사용

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 소득

  경제적 지표인 소득은 통계청(http://kostat.go.kr)의 지역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 각 측면이나 경제주체가 소득 순환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GRDP(지역내총생산)를 인구로 나눈 인당 

GRDP를 사용하였다.  

3)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전

국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인구로 나눈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를 사용

하였다. 

4) 고속도로 연장

  고속도로 연장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

스템(http://www.rsis.kr)의 행정구역별 고속도로 현황을 인구로 나눈 인당 

고속도로 현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형 설계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살펴보면 <표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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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의 정의 및 단위

구 분 변수설정 측정지표

분석기간
설, 추석

각 3일
2016년, 2018년

분석단위

교통량 일교통량 (대/일, 00:00~24:00)

인구 Ln 주민등록인구(인)

소득 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백만원)

자동차등록대수 인당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대)

고속도로 연장 인당 행정구역별 고속도로연장(m)

분석데이터

교통량
고속도로 공공데이타 포탈

(http://data.ex.co.kr/)

인구 통계청(http://kostat.go.kr)

소득 통계청(http://kostat.go.kr)

자동차등록대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고속도로 연장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http://www.r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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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명절 통행료 면제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2017년 추석연휴를 

기준으로 시행전과 시행후 교통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고속도로 

기초통행량은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탈을 통해 수집하였다

  고속도로 공공데이터포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한국도로공사의 통

행료수납시스템인 TCS(Toll collection System)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통행권 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진출입한 

모든 차량의 이력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분석방법

가. 준실험설계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위해 최근 7개년도(2012∼2018년)의 설과 추석 

명절별 3일간 일교통량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일평균 교통량으로 환산

하여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 전과 후의 시계열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통행요금대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과 추석 명절별 5개 통행

요금대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노선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

전의 통행량 변화와 통행료 면제후의 통행량 변화 등을 비교하였다. 또

한 자료의 정리와 분석을 위하여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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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통계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통행료 면제 시행여부의 독립변수를 더미변수로 하고 교통량 자료는 

2016년과 2018년 설과 추석 명절 3일간 일교통량을 정리하고 이렇게 정

리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유의수준에서 검증하며, 통계처리는 SAS 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1은 종속변수(Y)로 권역별로 구분된 고속도로 교통량을, 독립변수

(X)에는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인구, 소득, 자동차등록대수, 고속도로연

장을 권역별로 설정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키는지를 

가설1을 검증하고 또한 독립변수*권역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여 제도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가설2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2는 종속변수(Y)로 면제금액별로 구분된 고속도로 교통량을, 독립

변수(X)에는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인구, 소득, 자동차등록대수, 고속도

로연장을 권역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면제금액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

하여 가설3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3-4> 2016년, 2018년 명절 요일 

연도 명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행전

2016

설 2/7 2/8 2/9

추석 9/14 9/15 9/16

시행후

2018

설 2/15 2/16 2/17

추석 9/23 9/24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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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 1

다중회귀방정식 :   Y=β0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X5 + β6X6 + β7X7 +        
종속변수 Y : 교통량

독립변수 X1 : 통행료 면제 시행(더미변수, 시행전 0 , 시행후 1)

통제변수 X2 : Ln인구

통제변수 X3 : 인당 소득

통제변수 X4 :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통제변수 X5 : 인당 고속도로연장

조절변수 X6 : 권역별(더미변수, 0, 1)

상호작용 X7 : 시행*권역별

   β0 절편 , β1,β2,β3,β4,β5,β6,β7 상수 ,  오차

2. 연구모형 2

다중회귀방정식 :   Y=β0 + β1X1 + β2X2 + β3X3 + β4X4 + 

                     β5X5 + β6X6 + β7X7 +      
종속변수 Y : 통행요금별 교통량

독립변수 X1 : 통행료 면제 시행(더미변수, 시행전 0 , 시행후 1)

통제변수 X2 : Ln인구

통제변수 X3 : 인당 소득

통제변수 X4 :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통제변수 X5 : 인당 고속도로연장

조절변수 X6 : 권역별(더미변수, 0, 1)

상호작용 X7 : 시행*권역별

   β0 절편 , β1,β2,β3,β4,β5,β6,β7 상수 ,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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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준실험설계

 

1. 일교통량

  단절적 시계열분석을 이용하여 명절 고속도로 면제 전후의 교통량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시계열 설계를 통하여 면제제도의 영향을 분석

할 경우 성숙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왔는지, 평균으로의 회귀현상이 

있는지, 역사적 사전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4-1〉는 면제정책 시행전·후 7개년 동안 설날·추석 3일동안

(D-1, D, D+1) 고속도로 일자별 교통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날보다 추석의 교통량이 30만대~ 90만대 이상 많다. 

따라서 설날과 추석은 기울기에서 각각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그림 4-1> 2012~2018 명절 일자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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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자별 교통량을 일평균 교통량으로 바

꾸어 비교하였다.

  설날은 제도시행이전 5개년 동안 교통량은 4.4% 연평균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가 제도시행 직전해인 2017년과 비교시 제도시행해인 2018

년에 13.8%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추세 회귀선에서도 상향돌파하고 

있어 성숙 및 회귀현상은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석 교통량도 역시 제도시행이전 5개년 동안 교통량은 1.9% 연

평균 증가하였으나, 제도시행 직전해인 2016년과 비교시 제도시행해인 

2017년에 13.7%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추세 회귀선에서도 상향돌파하

고 있어 성숙 및 회귀현상은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도시행 2

년차인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여 성숙되고 있는 경향이 있

지만, 이는 향후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4-2> 2012~2018 명절 일평균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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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012~2018 명절 일평균 교통량 및 증감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설

일평균

교통량(대)
3,150,485 3,474,292 3,622,821 3,901,019 3,844,006 3,848,283 4,379,485

전년대비

증감율(%)
- 10.3 4.3 7.7 -1.5 0.1 13.8

추

석

일평균

교통량(대)
3,954,625 4,031,381 3,970,279 4,278,165 4,256,204 4,840,941 4,711,426

전년대비

증감율(%)
- 1.9 -1.5 7.8 -0.5 13.7 -2.7

2. 요금대별 교통량

  2012년∼2018년 명절 3일간 일자별 통행요금별 시계열자료는 <그림 

4-3>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명절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통행요금별 교통량도 금액대별로 증가 추세이다. 

<그림 4-3> 2012~2018 명절 일자별 통행요금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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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해 일자별 교통량을 일평균 교통량으로 바꾸어 비교하였다.  

설날 제도시행전·후인 2017년과 2018년 비교시 5천원미만은 13%, 5천

원~1만원은 2%, 1만원~2만원은 13%, 3만원이상은 10%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2만원이상~3만원미만에서 563%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4> 설명절 일평균 통행요금별 교통량 

  또한 추석은 제도시행전·후인 2016년과 2017년 비교시 5천원 미만은 

10%, 5천원~1만원 구간에서 10%, 1만원~2만원은 –1% 증가세를 나타내었

는데 특히 2만원~3만원미만에서 1,309%, 3만원이상 통행요금에서 

17,364% 교통량이 급등하였다. 이는 2016년과 2018년을 비교시에도 

810%와 213%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날에는 2만원~3만원대, 추석명절의 경우는 2만원대 이상 통행

요금 구간의 통행량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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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추석명절 일평균 통행요금별 교통량 

 <표 4-2> 명절 일평균 통행요금별 교통량 및 증감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설

5천원미만 2,615,326 2,850,759 2,975,067 3,197,370 3,109,831 3,087,701 3,491,498 

증감율(%) - 9 4 7 3 1 13

5천원~
1만원미만  380,383  440,695  461,084  503,233  517,638  541,308  554,209 

증감율(%) - 16 5 9 3 5 2

1만원~
2만원미만  148,984  174,716  178,323  191,730  204,419  203,562  230,983 

증감율(%) - 17 2 8 7 0 13

2만원~
3만원미만    5,747    8,097   8,316    8,642   11,998   15,460  102,520 

증감율(%) - 41 3 4 39 29 563

3만원이상       45       26       31       45      120     252      276 

증감율(%) - -43 22 43 169 1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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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

석

5천원미만 3,253,724 3,318,448 3,297,989 3,531,046 3,423,131 3,778,104 3,732,263 

증감율(%) - 2 -1 7 -3 10 -1

5천원~
1만원미만  497,913  513,384  486,689  543,353  592,448  642,891  606,590 

증감율(%) - 3 -5 12 9 9 -6

1만원~
2만원미만  194,443  189,894  176,300  192,472  227,884  225,814  257,143 

증감율(%) - -2 -7 9 18 -1 14

2만원~
3만원미만    8,528    9,636    9,292   11,275   12,650  178,297  115,145 

증감율(%) - 13 -4 21 12 1,309 -35

3만원이상       18       20        8       19       91   15,834      284 

증감율(%) - 13 -60 133 386 17,36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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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계적 방법

1. 기초통계량 분석

1) 연구모형1 

  명절 통행료 면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18년 

설·추석 출구기준 교통량과 Ln인구, 인당소득, 인당자동차등록대수 및 

인당고속도로 연장을 통제(조절)변수로 하는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다. 

 

(1) 종속변수 : 고속도로 교통량

  종속변수인 고속도로 교통량은 2016년 설명절의 경우 최소 5,224대 최

대 283,768대 평균 62,171대이고, 추석명절은 최소 7,600대 최대 288,721 

평균 68,717대이다. 

  2018년 설명절의 경우 최소 7,250대 최대 286,902대 평균 69,747대이

고, 추석명절은 최소 8,631대 최대 288,801대 평균 75,174대로, 2016년에 

비해 교통량의 기초통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변환하였다. 

(2) 통제변수

  연구모형에 적용할 Ln인구, 인당소득, 인당자동차 등록대수 및 인당고

속도로 연장을 통제변수로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기초통계량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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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n인구

  통제변수로 사용할 지역별 인구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평균 8,245,754

명 최소 1,549,507명으로 강원권이며, 최대 25,679,863명으로 수도권 지역

인구이다.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변환하였다.

나. 인당 소득

  지역경제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평균 32.0324백만원 최소는 강원권으로 25.5343백

만원, 최대는 40.5999백만원 충청권 지역이다. 

다.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평균 0.45대, 표준편차 0.0365대이고 권역별 

최소·최대는 최소는 수도권으로 0.3663대, 최대는 0.4934대로 경북권이 

가장 많다. 

라. 인당 고속도로 연장

  1인당 고속도로 연장은 평균 0.1422m, 표준편차 0.0663m이며 권역별 

최소·최대는 수도권이 최소 0.0312m로 가장 짧으며, 강원권이 최대 

0.3045m로 가장 길다.

(3) 조절변수

  교통량 분석을 위한 2016년과 2018년 교통량, 통제변수인 인구, 소득, 

자동차등록대수 및 고속도로 연장 및 권역별 기초통계량은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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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교통량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

구 분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설교통량(대) 162 62,171 56,901 5,224 283,768

추석교통량(대) 162 68,717 57,620 7,600 288,721

2018
설교통량(대) 162 69,747 58,440 7,250 286,902

추석교통량(대) 162 75,174 61,113 8,631 288,801

Ln 인구(명) 648 8,245,754 7,406,166 1,549,507 25,679,863

1인당소득(백만원) 648 32.0324 4.5483 25.5343 40.5999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648 0.4500 0.0365 0.3663 0.4934

1인당고속도로 연장(m) 648 0.1422 0.0663 0.0312 0.3045

수도권

Ln 인구(명) 96 25,575,232 104,630.5 25,470,602 25,679,863

1인당소득

(백만원)
96 32.1228 1.7757 30.3471 33.8985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96 0.3781 0.0118 0.3663 0.3899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96 0.0344 0.0032 0.0312 0.0375

강원권

Ln 인구(명) 72 1,549,824 317.5 1,549,507 1,550,142

1인당소득

(백만원)
72 26.8469 1.3126 25.5343 28.1595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72 0.4646 0.0167 0.4479 0.4812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72 0.2648 0.0397 0.2251 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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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Ln 인구(명) 168 5,442,394 51,134.5 5,391,260 5,493,529

1인당소득

(백만원)
168 38.6614 1.9385 36.7229 40.5999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168 0.4647 0.0148 0.4499 0.4795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168 0.1628 0.0022 0.1606 0.1650

호남권

Ln 인구(명) 120 5,232,853 18,052.5 5,214,801 5,250,906

1인당소득

(백만원)
120 28.5565 1.2066 27.3499 29.7630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120 0.4667 0.0195 0.4472 0.4863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120 0.1646 0.0006 0.1641 0.1652

경북권

Ln 인구(명) 108 5,178,796 11,859 5,166,937 5,190,655

1인당소득

(백만원)
108 28.7370 1.0225 27.7145 29.7595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108 0.4792 0.0142 0.4650 0.4934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108 0.1490 0.0209 0.1281 0.1700

경남권

Ln 인구(명) 84 8,034,101 17,912 8,016,189 8,052,013

1인당소득

(백만원)
84 32.3182 1.0332 31.2850 33.3515

1인당자동차

등록대수(대)
84 0.4292 0.0137 0.4154 0.4429

1인당고속도

로 연장(m)
84 0.0782 0.0018 0.0764 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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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2

  면제요금에 대한 제도시행 영향을 통계분석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16년과 2018년 요금대별 교통량의 기초통계량은 [표 

4-4]와 같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모형1과 동일하여 작성을 

생략한다.

(1) 종속변수 : 고속도로 통행요금별 교통량

가. 5천원미만 교통량

  통행요금 5천원 미만은 ‘1종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고 서울영

업소에서 출발하여 천안영업소까지 운행시(약 70km) 통행요금이 4,600

원’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적게 운행한 경우의 요금이다.

  명절 교통량에서 5천원미만 교통량은 전체교통량의 약 80%를 차지하

고 있어 설·추석명절에도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교통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소값은 122.703대 최대값은 1,911,003대

이고 평균 573,197대로 확인되었다.

나. 5천원이상에서 1만원미만 교통량6)

  

  명절 교통량에서 5천원미만에서 1만원미만 교통량은 전체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는 교통량으로 중거리 교통량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소값은 28,366대 최대값은 197,799대이고 평균 

94,620대로 확인되었다.

6) 통행요금 5천원 이상~1만원 미만은 ‘1종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고 서

울영업소에서 출발하여 영동영업소까지 운행시(약 170km) 통행요금이 10,100원’

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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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만원이상에서 2만원미만 교통량7)

  설·추석 명절 교통량에서 1만원이상~2만원미만 교통량은 전체교통량

의 약 5.4%를 차지하는 교통량으로 장거리 교통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소값은 12,349대 최대값은 99,288대이고 평균 38,351대로 확인되

었다.

다. 2만원이상에서 3만원미만 교통량8)

  명절교통량에서 2만원이상~3만원미만 교통량은 전체교통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약 1.4%로 적은 비율이며 높은 차종으로 장거리 교통량을 알 

수 있다. 최소값은 317대 최대값은 59,863대 평균 10,096대로 나타났다.

다. 3만원이상 교통량

  3만원이상 교통량은 전체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004%로 극

히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최소값은 0대 최대값은 150대 평균 32대

로 나타났다.

7) 통행요금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은 ‘3종 대형승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고

서울영업소에서 출발하여 부산영업소까지 운행시(약 386km) 통행요금이 19,700

원’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요금
8) 통행요금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은 ‘4종 3축 대형화물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고 서울영업소에서 출발하여 장항영업소까지 운행시(약 372km) 통행요금이

29,900원’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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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16년, 2018년 요금대별 기술통계량

교통량(대)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천원미만 72 573,197 500,071 122,703 1,911,003

5천원~1만원 72 94,620 41,546 28,366 197,799

1만원~2만원 72 38,351 18,785 12,349 99,288

2만원~3만원 72 10,096 13,592 317 59,863

3만원이상 72 32 32 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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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를 분석하였다. [표4-5]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수치를 나타낸다.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변수 ①에 해당하는 Ln인구는 변수 ②에 

해당하는 1인당소득과 (+)의 상관관계, 변수 ③, ④와는 (-)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변수 ②인 1인당 소득과 변수 ③에 해당하는 1인당자

동차등록대수 간에 (+), 변수 ④와는 (-)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변

수 ③과 ④는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변수 ②와 ③ 상관관계를 제

외한 변수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사분계치(Cut-off Threshold 0.7)를 대부분 만

족하나, 일부 변수들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여 VIF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말해주는 

VIF 수치가 절사분계치(Cut-off Threshold 10)를 넘는 값이 없음으로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피어슨 상관계수와 VIF

변  수 ① ② ③ ④ VIF

①Ln인구 1.0000 9.2854

②1인당소득 0.2454** 1.0000 1.2597

③1인당자동

차등록대수
-0.7459** 0.0598 1.0000 2.7193

④1인당고속

도로 연장
-0.9350** -0.1586** 0.7555** 1.0000 8.6037

※ 상관계수에서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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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제도 시행여부가 종속변수인 교통량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변수인 Ln인구, 1인당 소득,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1인당 

고속도로연당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교통량의 변화를 권역별 

조절효과와 제도시행과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통행요금별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 연구모형 1 

1). 가설1, 가설2의 검증

가설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1-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설날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다.

     1-2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추석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

이다.

가설 2.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영향이 권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

다.

  위의 가설1과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행료 감면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시행

전=0, 시행후=1로 각각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와 통제

변수중 인구는 로그변환하였고 소득, 자동차등록대수 고속도로연장은 인

당 변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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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날교통량

  SAS 프로그램을 통한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의 모형적합도는 F값이 

50.50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26 수정 R값은 0.4339 유

의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교통량과 독립변수인 통행료 면제제도와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회귀계수 0.419). 통제변수인 인구는 (+)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회귀계수 0.422). 인당소득은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회귀

계수(-0.014), 인당자동차등록대수와는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계수 –6.803). 반면 인당고속도로연장은 교통량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날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와 인구는 교통량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자동차등록대수는 음

(-)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고속도로연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6> 설날의 기본회귀모형

Ln교통량 변 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상   수 7.54952 2.97979 2.53 0.0118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41962 0.09007 4.66 <.0001***

통제변수

Ln 인구 0.42211 0.15653 2.70 0.0074***

인당 소득 -0.01439 0.00835 -1.72 0.0857*

인당자동차등록
대수

-6.80310 1.82928 -3.72 0.0002***

인당고속도로연
장

-0.43271 1.53969 -0.28 0.7789

F Value(모형적합도) 50.50***

R-Square(수정 R) 0.4426(0.433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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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석교통량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의 모형적합도는 F값이 49.53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78 수정 R값은 0.4290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교통량과 독립변수인 통행료 면제제도와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회귀계수 0.349). 통제변수인 인구는 (+)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

(회귀계수 0.367), 인당소득과는 (-)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회귀계수 –
0.015), 인당자동차등록대수와는 (-)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회귀

계수 –6.249). 반면 인당고속도로연장은 교통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석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와 인구는 교통량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자동차등록대수는 음

(-)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고속도로연장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날의 통계적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추석의 기본회귀모형

Ln교통량 변 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상   수 8.39336 2.81945 2.98 0.0031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34875 0.08523 4.09 <.0001***

통제변수

Ln 인구 0.36749 0.14811 2.48 0.0136**

인당 소득 -0.01508 0.00790 -1.91 0.0571*

인당자동차등록
대수

-6.24918 1.73085 -3.61 0.0004***

인당고속도로연
장

-0.86090 1.45684 -0.59 0.5550

F Value(모형적합도) 49.53***

R-Square(수정 R) 0.4378(0.4290)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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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설날 및 추석의 교통량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1-1, 1-2는 채택되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절 귀성·귀경이 통행경로의 선택에서  

통행요금, 통행시간의 가치, 타교통수단의 여건, 교통상황, 통행도로의 

환경 등 사회·경제적 측면 및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는데, 통행요금 면

제로 통행요금이외 가치들을 고려하여 통행경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즉 기존의 설 및 추석 명절기간 귀성·귀경객들의 이용했던 통행경로 

선택요인들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통행요금에 대한 고려가 없

어지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때문이다. 이는 통행요금

을 제외한 통행시간, 타교통수단의 여건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권이 바뀌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자 생각했던 귀성·귀경객

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 52 -

(3) 권역별 조절효과

  선행연구를 통해 권역별로 통행요금의 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로 제도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영향의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권역별 조절변수를 더미변수(0, 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수도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수도권역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수도권역 변수

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과 추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은 명절 통행료 면제 제도 시행으로 인

한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8> 수도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6.892 3.403 8.784 3.226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504*** 0.114 0.374*** 0.108

통제변수

Ln 인구 0.560** 0.229 0.375* 0.216

인당 소득 -0.018* 0.009 -0.015* 0.008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9.157*** 3.029 -6.593** 2.871

인당 고속도로
연장

0.764 2.101 -0.784 1.991

조절변수 수도권 -0.381 0.341 -0.087 0.323

제도시행여부*수도권 -0.156 0.191 -0.103 0.181

F Value(모형적합도) 36.24*** 35.24***

R-Square 0.4453 0.4384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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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원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강원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00]과 같으며 설날 F

값이 36.70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84, 추석은 F값이 

35.41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9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강원권 변수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회귀계수 0.463), 추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 0.233). 즉 설날은  

면제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의 영향을 끼친 것이고, 추석

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9> 강원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9.118 7.102 6.754 6.745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360* 0.189 0.256 0.179

통제변수

Ln 인구 0.328 0.296 0.420 0.281

인당 소득 -0.012 0.009 -0.012 0.009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5.752 5.667 -3.635 5.382

인당 고속도로
연장

-2.314 2.097 -2.147 1.992

조절변수 강원권 0.335 0.531 0.357 0.505

제도시행여부*강원권 0.463* 0.256 0.233 0.243

F Value(모형적합도) 36.70*** 35.41***

R-Square 0.4484 0.4396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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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충청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00]과 같으며 설날 F

값이 36.44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66, 추석은 F값이 

35.2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8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충청권 변수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회귀계수 –0.055)
과 추석(회귀계수 –0.04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충청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1.280 5.439 6.871 5.162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039 0.273 0.243 0.259

통제변수

Ln 인구 0.567*** 0.188 0.404** 0.179

인당 소득 0.082 0.064 0.013 0.061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4.745** 2.280
-5.646**
*

2.164

인당 고속도로
연장

2.812 2.698 0.030 2.561

조절변수 충청권 -1.013 0.669 -0.311 0.635

제도시행여부*충청권 -0.055 0.161 -0.041 0.153

F Value(모형적합도) 36.44*** 35.22***

R-Square 0.4466 0.438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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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남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전라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00]과 같으며 설날 F

값이 36.04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39, 추석은 F값이 

35.31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8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전라권 변수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회귀계수 –0.037)
과 추석(회귀계수 0.04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4-11> 전라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6.898 3.306 7.815 3.129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410*** 0.097 0.328*** 0.092

통제변수

Ln 인구 0.475*** 0.170 0.416** 0.161

인당 소득 -0.018* 0.009 -0.018** 0.009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6.068*** 2.015
-5.761**
*

1.907

인당 고속도로
연장

-0.133 1.620 -0.509 1.533

조절변수 호남권 -0.109 0.139 -0.048 0.131

제도시행여부*호남권 -0.037 0.177 0.045 0.168

F Value(모형적합도) 36.04*** 35.31***

R-Square 0.4439 0.4388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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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북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경북권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00]과 같으며 설날 F

값이 35.93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31, 추석은 F값이 

35.2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8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경북권 변수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회귀계수 0.007)

과 추석(회귀계수 –0.02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경북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8.622 3.278 9.225 3.102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435*** 0.099 0.366*** 0.094

통제변수

Ln 인구 0.399** 0.164 0.352** 0.155

인당 소득 -0.011 0.010 -0.012 0.009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7.740*** 2.493
-7.064**
*

2.359

인당 고속도로
연장

-0.280 1.631 -0.668 1.543

조절변수 경북권 0.077 0.158 0.053 0.150

제도시행여부*경북권 0.007 0.187 -0.021 0.177

F Value(모형적합도) 35.93*** 35.22***

R-Square 0.4431 0.4382

*** p<0.01, ** p<0.05, * p<0.1



- 57 -

마. 경남권

  설날과 추석의 통행료 면제 영향에 대한 경남권역의 조절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4-00]과 같으며 설날 

F값이 36.43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466, 추석은 F값이 

35.23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4383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 경남권역 변수의 상호 작용항은 설날(회귀계수 –
0.021)과 추석(회귀계수 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경남권의 조절효과를 적용한 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3.287 4.446 7.136 4.220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355*** 0.107 0.325*** 0.101

통제변수

Ln 인구 0.670*** 0.233 0.452** 0.221

인당 소득 -0.016* 0.008 -0.015** 0.008

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5.847*** 1.943
-5.922**
*

1.844

인당 고속도로
연장

2.219 2.401 0.048 2.279

조절변수 경남권 0.227 0.202 0.0816 0.192

제도시행여부*경남권 -0.021 0.203 0.001 0.193

F Value(모형적합도) 36.43*** 35.23***

R-Square 0.4466 0.438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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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시행과 권역별 상호작용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강원권의 설날의 경우에 상호작용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설날의 강원권은 면제 제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역별로는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설날 강원지역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면 

2016년대비 2018년 교통량 중 강릉지사 91%, 대관령지사 97%, 양양지사 

312%의 교통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명절 귀성·귀경 교통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이 원활한 강원권으로 추가 여가통행 교통량이 발생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6> 제도시행*권역별 상호작용 그래프

설날모형 추석모형

※ region(1=수도권, 2=강원권, 3=충청권, 4=호남권, 5=경북권, 6=경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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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유의하지 않은 권역은 명절 고속도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아 요금 변화가 있어도 타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전이하기가 마

땅치 않으며, 통행자들이 생각하는 통행경로 선택에 요금의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강원권은 명절 교통수요량이 적음에 따라 통행요금 면제로 인한 

영향이 증가하여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통행요금을 제외한 통행시간이

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교통량의 증가와 여가통행 교통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또한 타 도로나 수단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용객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이 다소 원

활한 강원권 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김세환(2014)의 권역기반 차등요금제 적용을 위해서 권역별 통행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고속도로가 혼잡한 권역은 통행요금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 분산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고속도로가 비혼잡한 권역은 

통행요금 감소로 인해 권역내 지역간 통행의 전이와 더불어 국도와 지방

도 등 성능이 낮은 도로에서 전이된 통행량으로 인해 고속도로의 이용률

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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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2 

1). 가설3의 검증

  가설 3.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이 면제

요금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위의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6년과 2018년 면제요금별 교통량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행료 감면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

하여 시행전=0, 시행후=1로 교통량은 회귀분석을 위해 로그변환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면제요금을 화폐단위를 고려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조절

변수로 설정하고 조절변수는 더미변수(0, 1)로 처리하였다. 또한 제도시

행과 조절변수인 면제요금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1) 면제요금(5천원 미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요금 5천원미만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0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설날 F값이 372.0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567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회귀계수 0.6072) 나타났다. 이는 면제금액 5천원미만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추석은 F값이 399.90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599로 모

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시행 효과와 면제금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회귀계수 –
0.8489) 결과가 나타났다. 즉 설날과 같은 결과로 5천원미만 면제금액에

서 제도시행 효과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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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면제요금(5천원미만) 회귀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5.196 4.622 -1.281 4.545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1.043*** 0.162 1.048*** 0.161

통제변수

Ln 인구 0.106 0.238 0.383 0.234

인당 소득 -0.001 0.016 0.001 0.016

인당자동차등
록대수

-6.858** 2.878 -3.093 2.824

인당고속도로
연장

-1.682 2.354 -0.046 2.316

조절변수

면제금액 
5천원 미만

9.642*** 0.228 9.768*** 0.224

면제금액 
5천원~1만원

8.303*** 0.179 8.591*** 0.177

면제금액 
1만원~2만원

7.391*** 0.179 7.672*** 0.177

면제금액 
2만원~3만원

5.303*** 0.179 5.604*** 0.177

면제금액 
3만원이상

- - - -

면제금액 5천원 미만 
*제도시행

-0.607** 0.282 -0.848*** 0.277

F Value(모형적합도) 372.02*** 399.90***

R-Square 0.9567 0.9599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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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요금(5천원 이상~1만원 미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요금 5천원이상~1만

원미만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0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설날 F값이 378.03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574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회귀계수 0.7568) 나타났다. 이는 면제금액 5천원이상~1만원미

만에서 제도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효과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추석은 F값이 404.6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603로 모

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시행 효과와 면제금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회귀계수 –
0.9298) 결과가 나타났다. 즉 추석과 같이 5천원이상~1만원미만 면제금액

에서 제도시행 효과는 감소하였을 것이다.

(3) 면제요금(1만원 이상~2만원 미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요금 1만원미만~2만

원미만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0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설날 F값이 374.9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571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회귀계수 0.6841) 나타났다. 이는 면제금액 1만원이상~2만원미

만에서 제도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효과는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석은 F값이 399.01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598로 모

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시행 효과와 면제금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회귀계수 –
0.8324) 결과가 나타났다. 즉 추석과 마찬가지로 1만원이상~2만원미만 면

제금액에서 제도시행 효과는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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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면제요금(5천원이상~1만원미만) 회귀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5.214 4.587 -1.268 4.520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1.073*** 0.161 1.065*** 0.160

통제변수

Ln 인구 0.106 0.236 0.383 0.232

인당 소득 -0.001 0.016 0.001 0.016

인당자동차등
록대수

-6.865** 2.856 -3.097 2.808

인당고속도로
연장

-1.680 2.336 -0.047 2.303

조절변수

면제금액 
5천원 미만

9.946*** 0.178 10.193*** 0.176

면제금액 
5천원~1만원

7.925*** 0.226 8.126*** 0.223

면제금액 
1만원~2만원

7.392*** 0.178 7.672*** 0.176

면제금액 
2만원~3만원

5.303*** 0.178 5.605*** 0.176

면제금액 
3만원이상

- - - -

면제금액 5천원~1만원 
미만 *제도시행

-0.756*** 0.280 -0.929*** 0.275

F Value(모형적합도) 378.03*** 404.62***

R-Square 0.9574 0.960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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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면제요금(1만원이상~2만원미만) 회귀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5.205 4.605 -1.284 4.550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1.058*** 0.162 1.045*** 0.161

통제변수

Ln 인구 0.106 0.237 0.384** 0.234

인당 소득 -0.001 0.016 0.001 0.016

인당자동차등
록대수

-6.862** 2.867 -3.092 2.827

인당고속도로
연장

-1.681 2.345 -0.046 2.318

조절변수

면제금액 
5천원 미만

9.946*** 0.179 10.193*** 0.178

면제금액 
5천원~1만원

8.303*** 0.179 8.591*** 0.178

면제금액 
1만원~2만원

7.050*** 0.227 7.255*** 0.224

면제금액 
2만원~3만원

5.303*** 0.179 5.604*** 0.178

면제금액 
3만원이상

- - - -

면제금액 1만원~2만원  
*제도시행

-0.684** 0.281 -0.832*** 0.277

F Value(모형적합도) 374.92*** 399.01***

R-Square 0.9571 0.9598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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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제요금(2만원 이상~3만원 미만)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요금 2만원이상~3만

원미만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0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설날 F값이 483.12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663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회귀계수 1.830) 나타났다. 이는 면제금액 2만원이상~3만원미만 

제도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긍정적인 증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석은 F값이 494.20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673로 모

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시행 효과와 면제금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회귀계수 –
1.759) 결과가 나타났다. 즉 추석과 같은 결과로 2만원이상~3만원미만 면

제금액에서 제도시행 효과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5) 면제요금(3만원 이상)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요금 3만원이상과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8]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제도시행과 면제금액 3만원이상의 상호작용은 설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석은 F값이 407.44 P-value는 0.0001 설명력 

R-Square는 0.9601로 모형적합도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시행 

효과와 면제금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99% 신뢰수준에서 양(+)의 방

향으로 유의한(회귀계수 –1.107)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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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면제요금(2만원이상~3만원미만) 회귀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4.912 4.076 -1.698 4.104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551*** 0.143 0.514*** 0.145

통제변수

Ln 인구 0.107** 0.210 0.389* 0.211

인당 소득 -0.001 0.014 0.001 0.014

인당자동차등
록대수

-6.747 2.538 -2.949 2.550

인당고속도로
연장

-1.721 2.076 -0.024 2.091

조절변수

면제금액 
5천원 미만

9.938*** 0.158 10.177*** 0.160

면제금액 
5천원~1만원

8.295*** 0.158 8.575*** 0.160

면제금액 
1만원~2만원

7.384*** 0.158 7.656*** 0.160

면제금액 
2만원~3만원

6.211*** 0.201 6.468*** 0.202

면제금액 
3만원이상

- - - -

면제금액 2만원~3만원 
*제도시행

1.830*** 0.249 1.759*** 0.250

F Value(모형적합도) 483.12*** 494.20***

R-Square 0.9663 0.9673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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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면제요금(3만원이상) 회귀모형

Ln교통량
설날 추석

변수 표준오차 변수 표준오차

상   수 15.485 4.678 10.071 4.657

독립변수 제도시행여부 0.892*** 0.164 0.755*** 0.159

통제변수

Ln 인구 0.099 0.241 0.341 0.240

인당 소득 -0.001 0.016 -0.002 0.016

인당자동차등
록대수

-7.875*** 2.912 -4.219 2.880

인당고속도로
연장

-1.327 2.382 -0.229 2.369

조절변수

면제금액 
5천원 미만

- - - -

면제금액 
5천원~1만원

-1.642*** 0.180 -1.601*** 0.174

면제금액 
1만원~2만원

-2.553*** 0.180 -2.521*** 0.174

면제금액 
2만원~3만원

-4.642*** 0.180 -4.588*** 0.174

면제금액 
3만원이상

-9.835*** 0.230 -9.763*** 0.223

면제금액 3만원이상 
*제도시행

0.351 0.289 1.107*** 0.283

F Value(모형적합도) 3620.45*** 407.44***

R-Square 0.9552 0.9601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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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 영향에 대한 면제금액

별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면제

금액이 2만원미만에서는 설날과 추석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만원이상~3만원미만은 설날과 추

석 모두 양(+)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3만원이상은 추석에 양(+)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3만원 이상 설날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면제금액이 높은수록 면제제도 시행효과가 양(+)

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설3은 일부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7> 제도시행*면제요금 상호작용 그래프

설날모형 추석모형

※ fee(1=5천원미만, 2=5천원~1만원, 3=1만원~2만원, 4=2만원~3만원, 5=3만원이상)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통행요금의 산정은 단순히 거리에 비례하는 것

이 아니며 차종을 1종에서 5종으로 분류하고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은 차

종별로 km당 요금을 산정 부과하며, 이용 노선의 차로수에 따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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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할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행요금 부과 방식을 감안하면 2만원

이상의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거리 교통량이나 차종이 높은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교통량의 증가에 명절 고속도로 면제제도의 긍정

적인 효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3. 가설검증내용 정리

 이상의 가설 검증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설날·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가설 

1-1, 1-2는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반면 제도시행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은 제도시행으

로 인한 교통수요 영향과 권역별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거의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날 강원권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시행 효과가 면제요금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2만원미만 구간에서는 설날·추석 모두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만원이상~3만원미만 

구간에서 설날과 추석 모두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3

만원이상 구간에서는 추석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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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가설검증내용

변 수 가 설 설 날 추 석

독립변수 면제제도 시행 - -

종속변수 교통량 증가 채택(+)*** 채택(+)***

조절변수

(권역별

상호작용)

면제*수도권 기각 기각

면제*강원권 채택(+)*** 기각

면제*충청권 기각 기각

면제*호남권 기각 기각

면제*경북권 기각 기각

면제*경남권 기각 기각

조절변수

(면제금액별

상호작용)

면제*5천원미만 채택(-)** 채택(-)***

면제*5천원~1만원 채택(-)*** 채택(-)***

면제*1만원~2만원 채택(-)** 채택(-)***

면제*2만원~3만원 채택(+)*** 채택(+)***

면제*3만원이상 기각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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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가 

교통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면제제도 시

행효과와 권역과의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

한 제도시행과 면제금액과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그간 모형

연구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실증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면제제도 시행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량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가?’이며 둘째는 

‘면제로 인한 교통량 영향이 권역별로 차이가 날 것인가?’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도시행 전·후의 설날·추석 교통량을 권역별로 데이터

를 구축하였다. 셋째는 ‘면제영향이 면제금액별로 차이가 날 것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도시행 전·후 교통량을 면제요금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와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교통수요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통행요

금 변화로 인한 교통수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권

역에 대한 모형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특히 통행요금 면제에 대한 모

형이나 실증연구 실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명절기간 3일동안(D-1, D, D+1)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동

차 교통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

여부를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면제제도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영향변수인 인구, 소득,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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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명절 고속도로 통행

료 면제제도 시행으로 교통량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면제는 통행경로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통행요금, 통행시간, 타교통수단의 여건, 교통상황, 통행도로의 환

경 등 사회·경제적 측면 및 다양한 측면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통행요금에 대한 고려가 없어지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

진다. 이는 따라 통행요금을 제외한 통행시간, 타교통수단의 여건, 차량 

운행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권이 바뀌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자 생각했던 귀성·귀경객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효과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도영향의 권역별 차이에 있어서 면제제도 시행과 권역별 상호

작용항을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권역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권의 설날의 경우에 상호 작용항에 유의

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호작용 효과는 설날의 강원권은 면제 제

도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8년 

설날은 팽창 동계올림픽 기간안에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제도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

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설날 강원지역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면 

2016년대비 2018년 교통량 중 강릉지사 91%, 대관령지사 97%, 양양지사 

312%의 교통량이 급증하였다. 이는 명절 귀성·귀경 교통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이 원활한 강원권으로 추가 여가통행 교통량이 발생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타 도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용객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권 고속도로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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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제도영향의 면제금액별 차이에 있어서 상호작용항을 분석한 결

과 면제금액이 2만원 미만에서는 설날과 추석 모두 음(-)의 방향으로, 2

만원이상~3만원 미만은 설날과 추석 모두 양(+)으로, 3만원 이상은 추석

에 양(+)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3만원 이상 설

날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제금액이 높은 

장거리 교통량에 대체로 면제제도 시행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낮은 면제금액은 통행경로 선택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서, 통행요금보다는 통행시간의 가치나 통행자가 느끼는 쾌적성이나 안

정성 등 무형의 가치 또는 익숙하게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통행패턴의 

일관성 등이 더 통행경로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로 인하여 고속도로 교통량

과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경로 선택

의 패턴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면제제도는 고속

도로의 교통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대부

분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제금액별로는 낮은 면

제요금대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높은 면제요금에서 양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행경로 선택의 고려사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통행요금

에 대한 고려가 없어지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통행경로에 대한 선택이 바뀌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자

동차를 이용하여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고자 생각했던 귀성·귀경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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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이다. 하지만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통행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부과되지 않으면 교

통망간 통행수요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

고 여가통행 교통량의 증가로 오히려 고속도로 정체를 키우는 등 부작용

을 낳을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고 집행할 경우에는 긍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시행후에는 충

분한 피드백을 시행하여 적절한 통행요금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재의 요금체계는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성 측

면이 중요하지만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도 고려하여 적정한 통행요

금 부과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제도 시행여부를 독립변수로 하

여 교통수요 영향에 관하여 고속도로를 실제로 이용한 교통량 자료로 실

증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교통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권역

별, 요금대별 영향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수행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도별 명절 교통량의 증가와 제도효과를 구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기초통계적으로는 연도별 추세선을 활용하여 교통량 증가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통계적 모형에서 분석을 위한 통계치 자료를 연도별 

증가와 제도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제도시행이 전국 고속도로 동

시시행으로 비교대상이 없어 더욱 효과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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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료 면제제도 시행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되어 제도시행 이후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향후 면제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

될 것으로 자료축적을 통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면제제도의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변수를 찾는 것

에 한계가 있었다. 소득, 인구 등 사회·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 통행시간의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모두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교통상황 정보도 경로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주로 활용된 통제변수 중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였

는데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설날 및 추석 교통량의 통계적 차이는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차

이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는 

사후분석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

당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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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raffic Demand on Holiday

Highway Toll-exemption

Lim Gea Cheul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holiday toll fee exemption

system from Chuseok in 2017 as part of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blicity and public safety. Currently, about 130 billion won

exemption expenses were incurred over three times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it was possible to return to the benefit of the

people. However, some media have pointed out that it could cause

side effects such as raising the traffic congestion.

The study of the effects of traffic demand mainly solved traffic

congestion and traffic congestion through model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of the system of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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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 and the effect of institutional effect by region and fee.

Therefore, we conducted various empirical analyzes on how traffic

demand is affected by the implementation of holiday freeway toll

exemption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ystem, the highway toll

exemption system influenced the increase of the traffic volume on

both the New Year and Chuseok when the data of Koge Highway

Office in 2016 and 2018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effect of the holiday toll exemption system on the

expressway traffic,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ity of the

expressway and the choice of the route of the peop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gional differences in policy

implementation effect mostly did not occu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re is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traffic on holiday

highways in all regions of the country,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New Year 's day of Kangwon Highway, It can be

understood that, due to the low amount of traffic on holiday, the use

of freeways is smooth and the additional leisure traffic volume is

generated,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use of Kangwon Highwa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 by the exemption

amount of the institutional effect shows that the exemption amount

does not affect the exemption amount of less than 20,000 won, but it

affects the exemption amount of more than 20,000 won. It is analyzed

that the calculation of the toll is not simply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discount or premium depending on the car type and number

of lanes), but has a influence on the traffic volume of medium and

long distance of high car such as long distance traffic or large car.

In addition, rather than being exempted from low amounts, intangible

values such as the value of travel time, comfort and stability felt by

passengers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selection of travel routes.

The holiday toll fee exemption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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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 when selecting the passage, Whether you want to us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or who want to use national roads or local

roads, you will be able to use highways. However, if the fare is not

appropriately charged, traffic demand will not be appropriately

allocated and traffic management functions will not be properly

performed. In other words, it reduces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encourages the use of passenger cars, As the amount of leisure

traffic increases, it may cause side effects, such as raising the traffic

congestion.

Therefore, this study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positive effect

but also the side effect when the new system such as holiday

highway toll exemption system is implemented, Feedback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set up the appropriate

fare exemption system.

Fin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public fee system is a public value

as social value, bu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impose appropriate tolls considering efficiency and equity.

keywords : highway toll, toll exemption, traffic demand, fare

system, rate 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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