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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

도로교통 혼잡 완화, 대기오염 감축 등 다양한 목표를 위해 유지되고 있

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통행자가 운송원가에 미치지 않는 요금을 지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적자는 각 지방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적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 외에

도 차량구입 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다양한 사업 보조금을 대중교통 운

영기관에 지원한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매년 큰 규모

로 지원되고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주목하

였다.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 대중교

통 보조금 정책의 순 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혜택과 재

원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요금이 인상될 경우 순혜

택의 분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연구 대상지는 부

산광역시이며, 시점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한정하였다.

보조금 혜택의 분배는 통행당 지원되는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다. 이

를 분석하기 위해 KTDB의 먼저 가구통행 실태조사 원시자료에서 통행

별 수송원가 및 지불 요금을 추정하여 통행당 보조금을 계산하고, 이를

지역·소득계층별로 누가 얼마나 보조금 혜택을 받고있는지 분석하였다.

한편 보조금 재원부담의 경우 보조금의 원천이 되는 세금의 종류별로 소

득계층별 부담 정도를 조사하고, 소득계층의 지역별 분포를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과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조금 정책으

로 인한 양의 순혜택을 보고있었다. 저소득층은 기존 요금체계에서 세

부담수준이 낮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행거리가 상대

적으로 길다.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도심 및 도심 인접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음의 순혜택을 보고 있었다.

최고 순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외곽지역의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의 통행자들로, 기존 요금체계에서 연간 인당 9만 6천원의 혜택을

본다. 반면 부의 순혜택이 가장 큰 집단은 도심의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한 사람들로, 1인당 연간 약 9만 7천원의 부의 순혜택을

보고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가구당

연간 40만원 상당의 양의 순혜택을 보기도 하고 음의 순혜택을 보기도

하는 것이다.

기존 요금 인상 방법을 적용할 경우, 요금 인상 시 지역·소득계층별

로 순혜택의 부호는 변하지 않으나, 외곽지역과 고소득층에 양의 순혜택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과 같은 요금인상 방법은 외곽지역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의 순효과를 측정하고 형평성을 평

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산시에서 해오던 요금 인상 방식이 대중

교통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분배 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

기를 희망한다.

◆ 주요어 : 대중교통 보조금, 형평성, 분배, 대중교통 요금 인상

◆ 학 번 : 2018-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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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은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영기관은 운송원가에 미치지 않는 수

준의 요금을 부과하며, 이로 인한 적자는 각 지방정부에서 보전하고 있

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

는 방법인 것이다. 사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지만, 시민들이 좀 더 저

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선·요금·환

승 체계를 제약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과정과 대중교통 서비스로 그 혜택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보조금

의 혜택은 통행자가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 탑승거리 및 이용횟수에 따

라 달라진다. 동시에, 이들은 보조금을 ‘세금’의 형태로 재원부담을 지고

있기도 한데, 세금제도가 일반적으로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부담 정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부산시가 연간 운영보조금으로 부산교통공사(도

시철도운영기관)에 1,566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1,129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이는 각 기관 운영비용의 24%와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

운영보조금 외에도 시내버스의 차량 구입, 유가보조금 및 각종 사업 관

련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2017년에 3,669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

와 같은 대중교통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한편 운영비용 대비 운영수입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

철도와 시내버스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1) 표준운송원가, 연간 운행 차량 대수 및 보조금으로 계산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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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게 맞는

지, 정부가 그 부담을 함께지는게 맞는지, 그 정도는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답은 정해져있지않다. 두 주장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 모두 존재하므로 사용재의 성격을 띠며, 이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온전히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는 고소득

층이 사회 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해외 여러 국가와 도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운영비용 대비 보조금 지원 비율이 미국의

경우 70%-80%, 프랑스 50%-70%, 독일 20%-70%, 일본 15%내외의 비

율을 보인다.2)

본 연구에서는 적정 보조금지원의 정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진 않

을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에 테두리을 맞추고 금전적인 혜

택과 부담이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중교통 정책에서 보조금 규모가 상

당한데 여기서 누가 얼마나 보조금 혜택을 보고, 누가 얼마나 그 재원부

담은 지고있는지를 소득계층과 지역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

재까지의 요금 인상 방법을 참고하여 요금인상이 보조금의 혜택 및 재원

부담 분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안근원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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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16년

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기본이 되는 ‘가구통행실

태조사’ 자료의 최근 조사 시점이 2016년이기 때문이다.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는 각 통행자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교통분야의 소득계층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거의 유일한 자료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한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통행조사

중 표본 수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며(부산권역 11만 통행), 지역구별 인구

에 비례해 조사 표본 수를 설정하여 신뢰성을 높인 자료이다. 이런 가구

통행실태조사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2016년을 연구

대상 시점으로 설정했다.

2)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보조금 혜택을 분석하는데는 요금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다. 통행당 요금지불액과 수송원가의 차이로 혜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제도는 광역권별로 구분되어있다. 서울의 경

우, 생활권이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서울·

경기·인천 전체를 분석 대상권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중교통운영기관 및 환승체계가 다양하고, 특히 운영기관별 2016년도

손익자료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그 다음으로 규

모가 큰 부산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부산시는 운임수입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가 뚜렷이 예상되며, 이

로 인해 대중교통 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임

수입의 감소는 부산시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관련 있다. 광역시 규모 이

상의 도시들 중 최근 10년 간 인구 감소율은 2위, 65세 이상 인구 증가

율은 3위이다. 이 흐름은 도시철도 수송실적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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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는 감소하고 무임 승객수는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정책이 적용

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승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각 운영기

관의 운임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 것이 마지막이

었고,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 1,300원에서 1,400으로 인상한 것이 마지

막이었다(카드요금, 1구간 기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인상

정도로 인해, 요금제도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운영비용은 매년 증가하며, 최근 인건비

상승의 여지도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2019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운영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각 노

조의 임금문제가 불거졌고 파업문제가 오갔다. 결론적으로는 시내버스는

임금인상률(3.9%)과 근무일수(24일)에, 도시철도는 0.9%의 임금인상률과

신규채용인력 540명에 합의한 바 있다. 인건비 및 고용 증가로 운영 비

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운영 비용을 운임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요금이

인상되거나, 운영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산은 타 지역보다 보조금 혜택 및 부담 분배를 따져보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3) 내용적 범위

(1) 수단 범위 : 도시철도, 시내버스

본 연구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한다. 부산시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경전철 등

이다. 마을버스의 경우 보조금, 운영비용, 운영수입에 대한 자료를 공개

하지 않으며, 수단분담률 또한 낮아(3.8%)3) 제외하였다. 부산-김해 경전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부산광역시,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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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경우에도 수단분담률이 아주 낮으며(0.4%)4), 민자사업을 통해 건

설·운영되고있기 때문에 보조금 내역을 포함한 운영 성과 자료를 공개하

지 않아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보조금 범위 : 운영보조금 및 건설·사업 등 기타 보조금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지원받는 보조금은 크게 적자보전을 위한 운영

보조금과 그 외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운영보조금을 비롯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보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부산광역시,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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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도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 흐름도

↓

문헌고찰
◦ 이론적 배경

◦ 선행 연구
◦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분석 방법론
◦ 가정
◦ 방법론

↓

자료
◦ 대중교통 요금 및 환승 체계

◦ 대중교통 보조금의 구성
◦ 가구통행실태조사

◦ 수송원가
◦ 소득분위별 세 부담

◦ 요금 인상 수준 및 탄력성
◦ 수단전환 비용

↓

분석 결과
◦ 분석 단위 설정

◦ 분석 결과

↓

결론
◦ 결론

◦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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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이론적 배경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의 혜택과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논하기 위해서

는 교통정책에서 바람직한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바

람직한 분배는 어떤 것인가? 정책의 혜택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공공요금의 부담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해보자.

1) 공공요금의 목표

공공요금 부과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준구(2016)와 이남국(2011)을

비롯한 관련 문헌들에서는 공공요금 부과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 효율

성, 공평성, 재정수입의 획득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

서비스 생산비용에 근거한 공공요금의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

장 큰 근거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들이 소비되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가격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요금의 부

과는 사람들의 한계편익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수요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공급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도록 만든다. 비용

을 줄여 이윤을 남기려는 운영기관과, 특정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만족하는 통행자들의 줄다리기로 가격이 형성된다. 이에 따

라 형성된 가격을 지불한다고 보면 수송비용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요

금이 부과되어야한다.

(2) 부담의 형평성 확보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평성’ 측면이 또한 요구되는 이유는, 소외계층이 최대한 배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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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금수준과 체계가 확보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효율성’을 해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3) 재정수입의 획득

아주 드물게 정부 혹은 공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이익, 즉 재정수입

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입을 되려 지원

받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다.

2) 사회적 분배

한국에서 대중교통 운영에 정부의 지원,즉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바

람직한 사회적 분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분배의 문제는 정

의(Justice)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는 ‘어떤 분

배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분배’는 사

회의 모든 편익과 부담이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분배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협의

적인 경제적 편익과 부담의 분배에 한정하여 분배를 다루는 방법들이 연

구되어왔다.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

만, 평등성(Equality), 정당한 권리(Rights), 공정성(Fairness), 받을만한

자격(Deserts) 적어도 네 가지 기본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사회의 분배에 대한 논의는 소득분배나 조세정책과 관련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회적 서비

스를 받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편익 원칙’에 따른 관점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능

력 원칙’에 따른 관점이다.

5) 재정학 (이준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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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익원칙

편익원칙은 빅셀(K.Wicksell)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의 재정이론에 연원을 둔다. 개인이 재화를 구입하여 그 편익

을 누리듯,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할 부담의 크기 또한 편익에 의

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등에 필

요한 세금을 걷을 때, 이로 인한 편익이 클수록 많이 납세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2) 능력원칙

능력원칙에 의하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의 크기가 달

라져야한다. 저소득층에는 적은 부담, 고소득층에는 많은 부담을 분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지출에 의한 혜택과 지

불 비용을 연결시키지 않아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그리고

지불 능력의 기준이 ‘소득’인지, ‘재산’인지, ‘임금률’인지 등 어떤 기준으

로 할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이에 의해 재분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정부지출로 재분배 목표를 실현하는 것 자

체가 직접적이지 않으며 효율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바람직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평가할 때, 자원배분 효율성과 편익원칙이

맥락을 같이하고, 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능력원칙이 지향하는 분배의 양

상이 유사하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용자가 이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펑가하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소외계층일수록

부담이 적어야 바람직한 분배를 이루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다.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의 통행에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사

회계층에 대해서는 수송원가 전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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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묻지 않는 정책의 밑바탕에

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

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관련이론 요약

부산시의 대중교통 운영기관은 현재 이용자에게 편익원칙을 엄격하

게 적용한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이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

는 보조금 혜택과 재원부담의 결과가 사회적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

을 주고 있는지, 더 나아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이 분배상태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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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1) 대중교통 보조금의 혜택과 재원부담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1980년대 미국 및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 보조금 혜택과 재원부담을 모두 분석한 연구(Pucher(1978),

Pucher(1981), Pucher(1983), Hodge(1988)) 들도 있었지만, 보조금 혜택

이나 재원부담 각각에 대해서만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했다

(Frankena(1973), Pucher(1982), Cox(1982), Guriai and Gollinz(1986),

Fearnley(2006)).

보조금 혜택 분석의 기본이 되는 통행당 보조금은 수단별로 동일하

게 설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노선별로 구분하거나(Cox(1982)) OD

쌍별로 비용을 추정하여 책정하는 연구(Hodge(1988))도 존재했다. 대부

분 자료의 한계로 집계적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보조금의 혜택 및 재원부담의 분배 분석을 위한 통행자 계층 분류

기준도 여러 가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분

류하였다(Frankena(1973), Pucher(1978), Pucher(1981), Pucher(1982),

Pucher(1983), Guriai and Gollinz(1986)). 그 외에 지역을 기준으로 하거

나(Cox(1982), Hodge(1988))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통행자 계층

을 구분하여 연구된 바 있다(Fearnley(2006)).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 그 보조금 혜택이나

재원부담이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도시마다 대중교통 요금수준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마

다 다양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이를 주제로 연구된 바가 없으며, 안근원 외(2013)에서

역진성과 누진성을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계산과 가정을 통해 간략하게

서술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의 대중교통 보조금 규모와 증가추세

를 살펴볼 때, 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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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요금 변화에 따른 효과

본 연구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대중교통 요금변화가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고자했던 기존 연구에서,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는 어떻게

추정하는지, 또 효과 측정 지표는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Nuworsoo et al.(2009)와 Hickey et al.(2010)은 요금변화에 따른 수

요의 변화를 탄력성을 이용하여 도출했으며, 각각 통행지출액 변화와 통

행수요·요금수입·시장점유율의 변화를 통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

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알라메다의 대중교통과 뉴욕 도시철도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Nahmias et al.(2014)에서는 이스라엘 하이파를 대상지로 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예측하였으며, 요금부담에 대

한 지니계수를 통해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Zhao and Zhang(2019)에서도

실제 요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

해 수집하였으며, 이용자 지출비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

용하여 회귀함수를 도출하였다. 연구는 중국 북경의 도시철도를 대상으

로 했는데, 설문조사를 도시철도 요금 인상후에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편중된 결과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안

근원 외(2014)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나리오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여 소득·직업군 등의 계층별 탄력성을 조사한 바 있

다.

Arranz et al.(2019)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대상으로 청년층에 대

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이 소득계층별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

법으로 분석하였다. Farber et al.(2014)에서는 미국 유타주의 워새치카운

티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제를 거리기반요금제로 변경하면 사회적 약

자로 고려되는 다양한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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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l/Continuous model을 이용하여 통행 변화를 분석하였다.

Bureau and Glachant(2011)은 대중교통의 수단별 요금 및 속도를 변

화시켰을 때 소득계층별로 요금지출과 통행시간절감이 얼마나 일어날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요금 및 속도변화로 인한 수요는 변하지 않는

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 요금변화에 따른 형평성을 고

려할 때, 수요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RP

또는 SP로 조사하여 적용하거나, 이중차분법 또는 Ordinal/Continuous

model을 이용하거나, 극단적으로 통행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요금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행 수,

통행지출, 통행거리 및 시간 등을 지표로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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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첫째, 형평성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공요금, 분배, 부담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바람직한 부담’에 대한

의견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맥락, 즉 편익원칙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엄연히 노동력과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서비

스’며, 이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지녔으므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요금수준

을 낮게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두 번째 맥락인 능력원칙과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최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

다. 이들 중 어떤 관점이 적절한지, 정부 지원의 정도가 얼마나 되어야하

는지는 국가나 사회마다 인식과 정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

서는 그 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현재 한국에서의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인한 혜택과 재원부담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차이인 순혜택은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두

관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반영한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형평성 있는지,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분배의 변화가 형

평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조금 혜택과 재원부담의 분배를 평가하는 지표는 기

본적으로 화폐금액을 단위로 한다. 개인별로 처한 사회·경제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과 부담이 실제 개인에게 어떤 만족도를 가져

다 주는지 효용(Utility)을 통해 살펴봐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

지만 개인에 대해 보조금 혜택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를 측정할 효용함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더욱 한계가 존재한다. 대신 보

조금 혜택 및 재원부담의 절대적 금액과 함께 소득대비 금액 지표를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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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행당 보조금을 개별 통행데이터에 대해 계산

하며, 이때 개별 통행의 수송원가와 지불요금을 근거로 한다. 수송원가는

분석년도의 운영기관별 운영비용 및 수송실적을 통해 수단별 인·km 수

송비용을 산정하고, 각 통행의 수단별 수송거리에 근거를 둔다. 기존 선

행연구에서 통행당 보조금은 대부분 수단별로 동일하다고 설정하였고,

더 세분한 경우 노선별로 혹은 OD쌍별로 일관된 값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혜택 및 재원부담 분석을 위한 계층 구분은 소

득 및 지역의 2가지로 이로어진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시구조상 어느 위

치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이동거리와 이용빈도가 다르고 혜택이 다를 것

이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재원부담정도와 대중교통 이용 정도가 다를 것

으로 예상되므로 두가지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한다.

넷째,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보조금 혜택 및 재원부담의 분배효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도 함께 살펴본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수요 변화는 RP나 SP로 탄력성을 조사하여 이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요금이 변화한다면 통행 발생이나 수단 선

택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행발

생모형이나 수단분담모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신뢰할만한 기

관에서 배포한 연구 대상지의 연구 기준년도의 수단분담모형에서 탄력성

을 도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의 보조금 분배는 미국에서는 이미 살펴본 주제이다. 그러

나 그 결과는 각 지역의 요금제도와 보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했으

며, 한국을 대상으로는 관련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현재 한

국에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규모가 상당하고, 이 규모가 커지는 추세

에 따라 대중교통 보조금의 순 분배 효과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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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론

1. 가정

1) 수송원가에 대한 가정

본 연구에서는 수단별 인·km당 수송비용을 추정하여 가구통행실태

조사의 개별 통행의 수송비용을 산정한다. 통행당 수송비용에 대해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통행거리, 수송량, 수송 빈도 등 다양하다. 하지만 버

스운영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

하기 힘들다. 따라서 연간 총 운영비용은 인·km 수송실적에 따른 비용

이라 보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수단()별 수단별 인·km당 수송원가는

cos (원/인-km)으로 표기한다.

2) 요금 인상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며,

통행량 변화로 인한 운영기관의 비용 및 운임수입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때의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수단을 전환한 통행들의 부담은 어

떻게 고려해줄지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수요 변화에 대한 가정

① 총 통행량 불변에 대한 가정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총 통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가 상승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

지고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한다. 이에 총 통행량이 영향을 받지않는

다고 가정하여도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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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대한 가정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경우 감소하는 대중교통 수요는 대체수단에

대한 교차탄력성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때, 65세 이상의 도시철도 통행

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요금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승용

차가 없는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경우 승용차로의 수단 전환이 불가능하다

고 보고 탄력성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요금인상으로 인해 탄

력성 적용을 받게 될 통행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연령
승용차

보유여부

대중교통 통행수요 감소 대체탄력성 적용 수단

시내버스 도시철도 수단간 환승 승용차 택시

65세

미만

보유 O O O O O

미보유 O O O X O

65세

이상

보유 O X O O O

미보유 O X O X O

<표 1> 통행유형별 탄력성 적용 여부

(2) 서비스 공급 및 운영비용 변화에 대한 가정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으로 위 가정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량이 감소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서비스공급 및 운영비용의

감소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운영비용의 변화는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추정한 각 수단의 추정된 수송비용 총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수송비

용 총액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별 통행()의 수단()별 통

행거리를 추출하고, 수단별 인·km당 수송원가(cos (원/인-km))를 이용하

여 합산하여 계산한다.

운영비용원  ∝ cos × 탑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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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요금인상안을 적용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수단

별 총 수송거리가 감소하는 것을 운영기관의 운영비용 추정에 반영한다.

이 가정에 따라 각 운영기관의 운영비용은 각 수단별 인·km 수송실적이

감소하는 비율만큼 감소한다.

∆운영비용 변화 원  cos ×∆총수송거리

(3) 요금 수입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가정

현행 제도상 부산시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의 100%를

운영보조금 형태로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요금인상 후

총 비용과 요금수입의 차액, 즉 적자 규모와 일치하는 규모의 운영보조

금이 지급될 것이라 가정한다. 운영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규모는 변

화 없다고 가정한다.

(4) 수단전환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가정

요금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에서 승용차 및 택시로 수단을 전환한

통행의 경우 유류비, 통행료, 택시요금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승용차에 대한 유류비와 택시요

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재원부담과 함께 부담 부문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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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이 얼마나 대중교통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그

재원부담을 지고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인 순혜택은 어떤 분포를 보이는

지를 소득(i) 및 지역(j)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표

소득계층()별 지역별() 인구집단()이 가져가는 보조금 혜택의

총액을 (Benefit)이라 하고 재원부담의 총액을 (Burden)라

하자. 이들 각각의 합은 총 보조금 규모()과 동일하다.

    

  

한편, 가 가져가는 순혜택()은 혜택과 재원부담의 차액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혜택(), 부담(), 순혜택() 모두 해당 집단의 총액이

므로, 각 소득계층 및 지역에 속한 인구로 나누어 인당 혜택, 재원부담

및 순혜택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순혜택과 더불어 가구당 소득대비 순

혜택으로도 살펴볼 것이며, 따라서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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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혜택 부담 순혜택 혜택/부담 비율

인당 지표 인 인 인

소득대비

지표 소득

인
소득

인
소득

인

<표 2> 지표

지표는 지역·소득계층별 연간 1인당 혜택(A), 부담(B), 순혜택(A-B),

혜택과 부담의 비율(A/B)로 구성하였다. 인당 혜택(인), 부담

(인), 순혜택(인)과 가구소득대비 혜택(소득

인
), 부담

(소득

인 ), 순혜택(소득

인 )을 함께 보고자 한다.

2) 보조금 혜택 ()

소득계층 i와 지역 j에 속한 통행자들이 받는 보조금 혜택 총액

()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정한다. 먼저 통행별 수송비용은 각 통

행의 수단()별 이동거리()와 수단별 인·km당 수송비용(cos )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으로 연령과 수단별 이동거리에 따라 지불 요금이

결정된다. 이 두가지로 통행당 보조금을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는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 개별통행을 나타낸다.

원 
cos원인×  지불요금원

  

총 보조금 혜택 중 가 받는 실제 혜택은 총 보조금 규모(.)

와 보조금 혜택 비율()의 곱으로 계산한다. 는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된 총 보조금 규모 대비 각 소득·지역 계층의

보조금() 혜택 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 21 -

 ×

   

 

3) 보조금 재원부담 ()

대중교통 보조금은 재원이 되는 세금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재원별

로 소득계층별 부담 정도가 다르다. 또한 지역별로 소득계층 분포가 다

르다.

이에 먼저 보조금의 원천이 되는 재원의 종류()를 구분한다.

 

총 보조금 규모 중 소득계층 가 부담하는 부분()은 재원에 따

른 소득계층()별 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마지막으로 지역 에 거주하면서 소득계층 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

담하는 부분()은 소득계층 에 속하는 가구 중 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가구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보조금의재원별 규모원

  에서소득계층에속하는인구가부담하는비율 ,    

  소득계층중 에속하는가구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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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금인상의 적용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수단 및 계층은 앞서 제시한 <표3>과 같다.

연구시점과 연구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탄력성을 적용하여 요

금인상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예측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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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먼저 부산시의 대중교통 요금 및 환승제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보조금의

성격과 그 재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혜택과 재원부담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대단

원에서 소득 및 지역기준의 분석단위를 설정한 뒤 계층별 표본 특성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재원별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정도는 관련 선

행연구를 통해 보도록 한다.

요금인상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요금인상 주기 및 정도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인상수준을 설정하고 그에따른 탄력성을 제시하였

다. 탄력성 적용후에 반영할 수단전환비용의 기초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1. 대중교통 요금 및 환승 체계

2016년의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요금 제도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

버스는 1200원, 도시철도는 10km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1200원, 그 이상

거리를 이동하면 1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구분 교통카드 현금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버스 1,200원 800원 350원 1,300원 900원 400원

도시철도
1구간 1,200원 950원 600원 1,300원 1,050원 650원

2구간 1,400원 1,100원 700원 1,400원 1,100원 700원

무임

-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경전철 제외)

- 장애인 (1-3급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1-7급),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여객이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개표 후 게이

트를 나갔다가 5분 이내 다시 개표한 경우 해당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해당역

에 청구시 재개표로 지불한 운임을 반환함

자료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표 3>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요금체계(2016년)

본 연구에서는 통행당 보조금 지원액 추정을 위해 카드가격 요금을

이용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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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당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해 환승 요금체계도 고려해야한다.

2016년에 적용된 환승체계는 다음 표와 같으며, 단순 요금 인상이 이루

어지긴 하지만 환승 제도는 이와 같은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구분 내용

대상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이비카드, 티머니카드, 후불교통카드 이용고객

환승시간 선(先) 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後) 수단 승차

환승횟수 2회까지(교통수단 총 3회까지 이용)

총 운임 이용수단 중 가장 높은 운임

고객별
도시철도(1구간)→시내버스 시내버스→도시철도(1구간)

총운임
도시철도 시내버스 시내버스 도시철도

일반 1,200원 0원 1,200원 0원 1,200원

청소년 950원 0원 800원 150원 950원

어린이 600원 0원 350원 250원 600원

- 도시철도 2구간 이용 시, 추가운임 부과(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100원)
자료 : 2016 사업보고서 (부산교통공사, 2017)

<표 4>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환승체계(2016년)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제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거리비례 가격을

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1200원의 기본요

금을 부과하며, 도시철도를 10km이상 이용할 경우, 혹은 이를 포함한 환

승의 경우에만 1200원 더 추가된 1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통행이 같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

다.

6) 부산시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시내버스의 경우 95.8%(부산광역시,

2017a), 도시철도의 경우 교통카드 66.1%와 우대권 26.4%(KOSIS, 2016 승차권 종별 여

객 수송실적)를 합하여 총 92.5%로 대다수 승객이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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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보조금의 구성

1) 보조금 구성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종류 및 재원은

다음 표와 같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원천이다. 운영보조금은 지방정부에 의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건축물 또는 구

조물을 신설·확장하는 등 특정 목적으로 지원되며, 지속적이지 않고 필

요에 따라 지원되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구
분

시내버스 도시철도

운영
보조금

차량구입
보조금

유가
보조금

운영
보조금

자본
보조금

재
원

시비
국비

시비
시비

시비
국비

시비
유류세
(교에환)

유류세
(주행분)

유류세
(교에환)

- 시비 : 부산광역시세
- 교에환 : 교통·에너지·환경세

<표 5>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의 보조금 유형 및 재원

(1) 운영 보조금

운영보조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금으

로, 광역시비를 재원으로 한다. 운영보조금의 최근 5년간 추세는 다음 표

에 제시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해 총 보조금 중 54%를 차지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휴메트로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매년 손익계산서를

비롯한 운영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부산시에서

공개하는 집계된 시내버스 업체들의 운영비용, 운임수입 및 연간운영보

조금을 이용하였다. 시내버스 개별 업체들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음 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최근 5년간 운임수입 및 비용의

총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비용 대비 운임수입과 운영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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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각각 80%와 20%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의 경우 운입

수입과 총 비용 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대비 운임수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비용 대비 운영보조금의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단위: 억원)

운영
기관

연도 운임수입 총 비용 운영보조금
(시보조금)

운임수입
/ 총 비용

운영보조금
/ 총 비용

도시

철도

2014 2,557 5,536 1,114 0.46 0.20

2015 2,501 5,909 1,469 0.42 0.25

2016 2,523 5,740 1,172 0.44 0.20

2017 2,691 6,486 1,566 0.41 0.24

2018 2,725 6,703 1,841 0.41 0.27

시내

버스

2014 4,893 6,076 1,268 0.81 0.21

2015 4,667 5,892 1,263 0.79 0.21

2016 4,479 5,690 1,270 0.79 0.22

2017 4,388 5,783 1,129 0.76 0.20

2018 4,228 5,869 1,134 0.72 0.19

- 도시철도 운영비용 = 매출액 + 판매 및 관리비 (영업 외 비용 제외)
- 영업 외 비용 및 수입은 제외

자료 : 각 년도별 부산교통공사 사업보고서
연도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현황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표 6> 부산시의 도시철도·시내버스 운영 및 보조금 현황

총 승객 수 및 유/무임통행 수송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도시철도 승

객수는 증가하고, 시내버스 승객수는 감소한다. 도시철도 전체 승객은 증

가하지만, 유임승객수에 비해 무임승객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

(단위: 만명/1년)

운영기관 연도 총 승객수 유임승객수 무임승객수 유임승객 비율

도시철도

2014 32,489 24,116 8,373 0.74

2015 32,438 23,919 8,520 0.74

2016 33,099 24,344 8,756 0.74

2017 33,885 24,543 9,342 0.72

시내버스

2014 51,817 51,817 - 1.00

2015 49,758 49,758 - 1.00

2016 48,785 48,785 - 1.00

2017 46,855 46,855 - 1.00
자료 : 부산교통공사 경영평가보고서(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2018)

부산광역시도시철도수송 (KOSIS)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18b)

<표 7> 부산시의 도시철도·시내버스 유임/무임 승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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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내버스 차량구입 보조금

시내버스 차량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광역시세가 원천이며, 친환경

연료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국비지원금은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한다. CNG버스는 대당 1,200만원(국비와 시비

에서 각 600만원), 전기버스는 대당 국비 1억원을 지원한다. 차량구입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6년 한해 총 보조금 중 0.5%를 차지한다.

구입년도
총

구입대수

전기버스 CNG 버스

대수(대)
보조금

(백만원/대)
대수

보조금
(백만원/대)

2014 175 0 100 175 12

2015 246 2 100 244 12

2016 150 5 100 145 12

2017 303 25 100 278 12

2018 308 37 100 271 12

자료 : 부산광역시

<표 8> 친환경 연료 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내역

  

노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신규노선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총 버스

차량 수는 동일하지만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이 지원

되고 있다. 경유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최근 5

년 간 경유 버스는 구입하지 않았다.

(3)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은 지급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결산이 어

려우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예산으로 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는 부산시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버스

에 대한 유가보조금 예산은 매년 100억원으로 일정하다. 2016년 한해 보

조금 총액의 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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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 자본보조금

부산시가 매년 적자보전을 위해 부산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

금 외에도, 각종 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연도별 국비 및 정부 보조사업 지원 금액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산시비의 총 지원액에 비해 국비 지원 규모의

연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한해 총 보조금 중 42.9%를 차

지한다.

(단위: 억원)

년도 국비 시비 계

2014 983 464 1,447

2015 2,170 508 2,678

2016 1,212 717 1,929

2017 272 544 816

2018 187 392 579
자료 : 부산교통공사 경영공시 홈페이지

<표 9> 부산시의 도시철도 국비 및 정부 보조 사업 지원 현황

주요 사업 내용은 ‘승강장 안전문’, ‘이동편의시설’, ‘공기 질 개선’,

‘열 환경 개선’, ‘노선 연장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2016년 한 해의 사

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분 계 국 비 부산시비

계 1,929 1,212 717

운영 사업

소 계 37 21 17

이동편의시설 9 9 -

공기질개선 28 11 17

건설 사업

소 계 1,892 1,192 700

1호선 연장 1,293 593 700

사상~하단 599 599 -
자료 : 부산교통공사 경영공시 홈페이지

<표 10> 부산시의 도시철도 국비 및 정부 보조 사업 지원 내역



- 29 -

2) 소결

수집한 보조금 자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와 시내버

스의 운영보조금 총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보조금 총액의 증감은

존재하지만, 이는 도시철도의 기타사업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국비지원금

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구분

시내버스 도시철도

총 액

운영
보조금

차량구입
보조금

유가
보조금

운영
보조금

기타 사업
보조금

재원 시비

국비

시비

시비

시비

국비

시비유류세
(교에환)

유류세
(주행분)

유류세
(교에환)

2014 1,268 11 11 100 1,114 983 464 3,950

2015 1,263 17 15 100 1,469 2,170 508 5,542

2016 1,270 14 9 100 1,172 1,212 717 4,493

2017 1,129 42 17 100 1,566 272 544 3,669

2018 1,134 53 16 100 1,841 187 392 3,724

<표 11> 보조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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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통행실태조사

본 연구에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는 보조금 혜택을 계산하기 위한

개별 통행의 수단별 수송거리를 추출하고, 이를 소득계층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동시에 재원부담을 분배

하기 위해 소득계층의 지역별 분포 비율을 추출하는데도 사용한다.

1) 자료 개요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여객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의

일부이다. 여객기종점통행량(O/D)자료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교통체계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통행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각종

교통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하고자 1998년부터 2005년, 2010년, 2016년까지 현재 4차

조사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전국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 중 부산권역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

역구별 인구를 고려하여 조사 표본 수를 정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본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은 가구·가구원·통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중 응답자가 거주하는 가구

의 행정동 코드, 월 평균 소득수준, 통행관련 정보를 이용한다.

구분 내용

가구 정보
가구 번호, 가구의 행정동 코드, 월 평균 소득, 총 가구원,

차량보유, 5세 이상 가구원, 차량 종류 및 연식, 주택종류 등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출생연도, 통행 유무, 직업, 성별, 직장

행정동 코드, 운전면허증, 정규교육기관, 주간 근무일 수,

근무시간, 많은 통행을 하는 일, 통행 일자 등

통행 정보
출발지/도착지 유형 및 행정동 코드, 통행목적, 통행수단,

통행시간, 탑승인원 등

<표 12>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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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의 표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전체 응답자 중 소득

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표본은 1%미만이며, 이는 연구에서 제외한다.

(단위: 표본수(%))

구분 통행 가구원 가구

총합 84,651 (100.0) 40,602 (100.0) 21,616 (100.0)

소득응답X 84,122 (99.4) 40,360 (99.4) 21,510 (99.5)

<표 13>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소득 응답비율

대도시 간의 이동은 대중교통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

의 외의 지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통행을 제외하였다. 원시 자료

총 84,651개 표본 중 93%에 해당하는 79,068개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2) 통행 및 사회경제적 특성

실제 통계와 자료의 표본 특성을 비교하여 자료가 얼마나 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지역구별 구성비

2016년 기준의 주민등록상 구별 인구 분포와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의 표본 분포를 비교한 내용을 다음 표에 담았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은 소득 질문항에 응답한 84,1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제 인구 분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분포를 보인다.

(2) 소득수준별 구성비

소득수준별 구성비는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표본 수는 적지만 구별 소득계층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부산광역시 사회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15>에서 두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부산시 사

회조사에 비해 200-300만원 소득에 해당하는 표본의 비율이 더 높고,

500-1000만원 구간의 표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표본이 부산시 사회조사 표본보다 좀 더 낮은 소득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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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16 주민등록기준 자료 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 수 비율(%) 표본 수 비율(%)

총표본 1,344,170 100.0 84,122 100.0

해운대구 154,367 11.5 7,957 9.5

부산진구 151,910 11.3 7,577 9.0

남구 108,478 8.1 6,969 8.3

북구 114,093 8.5 6,889 8.2

사하구 127,097 9.5 6,324 7.5

금정구 98,500 7.3 6,057 7.2

사상구 90,745 6.8 5,997 7.1

동래구 99,683 7.4 5,917 7.0

연제구 78,070 5.8 5,910 7.0

수영구 70,784 5.3 5,184 6.2

영도구 51,910 3.9 4,026 4.8

서구 46,391 3.5 3,979 4.7

기장군 56,777 4.2 3,325 4.0

동구 37,308 2.8 3,126 3.7

강서구 37,589 2.8 2,636 3.1

중구 20,468 1.5 2,249 2.7
자료 : KOSIS

<표 14> 가구통행실태조사 내 지역구별 구성비

소득구간(만원)
부산시사회조사 추정치 가구통행실태조사

추정 인구 비율(%) 표본수 비율(%)

100미만 593,145 16.7 15,142 18.0

100-200 540,638 15.2 14,805 17.6

200-300 676,277 19.1 19,264 22.9

300-500 1,163,074 32.8 25,825 30.7

500-1000 571,077 16.1 8,580 10.2

1000이상 2,676 0.1 421 0.5

합계 3,546,887 100.0 84,122 100.0

<표 15> 가구통행실태조사 내 소득수준별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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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분담률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부산시 교통조사의 2016년 수단분담률과

비교하였다. 승용차와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이 차이가 나지만, 시내버스

와 도시철도를 합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의 경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

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의 합은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35.3%,

부산시 교통조사에서 37.5%로 나타났다.

자료 가통결과 부산시 교통조사

구분 조사 통행량 비율(%) 1일 통행량 비율(%)

계 51,023 100.00 6,637 100.00

버스

시내 12,077 23.67 1,320 19.89

마을 1,701 3.33 251 3.78

통근/통학 2,203 4.32 127 1.91

기타 655 1.28 2 0.03

도시철도 5,911 11.58 1,169 17.61

부산-김해경전철 67 0.13 26 0.39

국철 14 0.03 1 0.02

승용차 및 승합차 24,482 47.98 2,716 40.92

택시 1,531 3.00 784 11.81

기타 2,382 4.67 241 3.63

- 가구통행 실태조사 수단분담률 계산에서 보행은 제외

자료 : 2017 부산광역시 교통조사 중 2016년 내용 (부산광역시, 2018a)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16> 가구통행실태조사와 부산시 교통조사의 수단분담율 비교

(4) 탑승거리 분포

통행 수단별 이동거리 특성을 살펴보자.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개별

통행 내에서 수단 통행별 출·도착 시간을 이용해 이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최초의 수단통행의 경우 접근시간을 고려하였고,7) 최초의 수단통

행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접근시간으로 5분을 적용하였다. 이동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별 차량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7) 시도별 대중교통 접근시간(2016년 기준, KOSIS)에 가중치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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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속도(km/h) 자료

버스 17.5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별 버스 평균 운행속도

도시철도 31.3 부산시 도시철도 표정속도 (노선연장별 가중치)

승용차
34.1 e-나라지표 (부산시 승용차 속도)

택시

<표 17> 수단별 평균 통행속도

이상치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각각 150km와 50km 이상 이동한 통행

을 제거하였다. 버스의 이상치 제거 기준은 부산시대중교통계획(부산광

역시, 2017b)의 부산시 버스 최장 노선 연장을 고려하였다. 도시철도는

환승을 고려한 역간거리 중 최장거리를 고려하였다. 실제로 목적통행별

이동거리 분포를 보아도 위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수단별 탑승거리는 다음과 같다.

(단위: km/통행)

시내버스 도시철도

6.4 12.9

<표 18> 수단별 평균 탑승거리

이는 수송원가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 이용될 것이다. 자료에서 직접

적으로 통행당 수단별 이동거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거리

를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당 수단별 이용시간과 속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탑승거리 분포를 살펴보자.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을 하는

경우와 각 수단 하나만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로 나누어 살펴보자. <표 19>에서 버스만 이용하는 경우 탑승거리가 가

장 짧고 좁은 분포를 보인다. 한편 도시철도만 이용하거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탑승거리가 길고 넓은 분포를

보였다.

계속되는 <표 19>에서 이 분포를 표본수로 살펴보고, 앞의 그래프

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총 통행표본은 승용차통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버스통행보다는 탑승거리가 길고 수단간 환승하는 통행보다는

탑승거리가 짧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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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만 이용하는 탑승거리 분포(%) 도시철도만 이용하는 탑승거리 분포(%)

수단 간 환승하는 경우 탑승거리 분포(%) 승용차 통행의 탑승거리 분포(%)

<표 19> 수단별 평균 탑승거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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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별 탑승거리 분포(통행) 수단별 탑승거리 분포(%)

<표 19 계속> 수단별 평균 탑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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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원가

본 연구에서 수단()별 인·km당 수송원가 cos 원인은 다음

식을 통해 도출한다.

cos 연간 총수송건수 × 통행당 평균탑승거리

연간총운영비용
    

cos을 계산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표하는

연간 총 운영비용과 총 수송실적을 사용한다. 수단별 통행당

평균탑승거리는 앞서 구한 시내버스 6.4km, 도시철도 12.9km를 이용한

다. 이를 통해 산정된 수단별 인·km당 수송비용 원단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시내버스 도시철도

연간비용 (원) 569,000,000,000 574,043,640,527

총 탑승인원 (명) 482,845,000 330,992,044

평균이동거리 (km) 6.4 12.9

cos (원/인-km) 185 134

- 연간 비용 :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교통공사 경영공시 홈페이지
- 총 탑승인원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18b), 부산교통공사

<표 20> 인·km당 수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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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분위별 세 부담

대중교통 보조금이 다양한 재원을 원천으로 한다는 것을 앞서 살펴

보았다. 본 단락에서는 재원별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재원의 유형에

따른 소득분위별 부담 분포를 살펴보도록 한다. 재정학 분야에서도 세금

의 종류에 따른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전반적

인 세 구조 연구보다는 특정 세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추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세금과 각 세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금별·소득계층별 부담 분포를 파악

하는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다.

앞서 조사한 모든 보조금을 재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보조금
재원

시비 국비
총 액

광역시세
유류세
(주행분)

유류세
(교에화)

2014 2,856 100 994 3,950

2015 3,255 100 2,187 5,542

2016 3,167 100 1,226 4,493

2017 3,255 100 314 3,669

2018 3,383 100 240 3,724

<표 21> 재원별 보조금 분류

광역시세가 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유류세의 주행분

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구성되어있다. 광역시세와 유류세가 소득계층별

로 얼마나 부담을 지고있는지 살펴보자.

1) 광역시세

(1) 개요

광역시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하며, 광역시 단위로 징수되고 이

용된다. 앞서 살펴본 운영보조금, 차량구입 보조금, 도시철도 사업 보조

금의 재원이다. 광역시세의 세부 항목 및 비중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 39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광역시세 구군세 광역시세 구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도축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주행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자료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부산광역시, 2018b)

<표 22> 부산시의 지방세 세목(2016 ∼ 2018년 공통)

부산시의 광역시세의 세목별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8개의 세목 중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규모(원) 비율(%)

광역시세

소계 3,283,001,854 100%

취득세 1,289,372,764 39.3%

지방소득세 651,574,711 19.9%

지방소비세 505,016,215 15.4%

자동차세 479,502,951 14.6%

담배소비세 222,041,832 6.8%

레저세 106,779,261 3.3%

주민세 22,442,828 0.7%

등록면허세 6,271,292 0.2%

자료 : 부산 통계연보(2018)

<표 23> 부산시의 광역시세 세목별 비중(2016년 기준)

(2) 소득계층별 부담 현황

앞서 밝힌바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한다. 다음 표는 국

내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다. 대부분의 연

구가 특정 세목을 연구대상으로하고 있다. 세목별로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세금에 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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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저자 제목 사용자료 세목 출판

2016 안종석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재정패널
(근로소득세)
2014기준

소득세

한국
조세재
정

연구원

2013
김유찬,
박훈

적정 간접세율
구조에 대한 소고
간접세제의 제재
기능을 고려하며

소득분위별
가구당가계수지

2012,
KOSIS

국민건강통계
2011

간접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주세,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한국
세법학
회

2013
남상호
외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가계동향조사
2010

직접세
(소득세, 재산세)

간접세
(부가세, 담배세,

주세)

한국
보건사
회

연구원

2011 전병욱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추정

가계동향조사
2006-2009

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한국
세무학
회

2004
박기백
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

도시가계조사
2003

소득세
한국
조세
연구원

<표 24> 소득계층별 세 부담 분포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 고찰 결과 남상호 외(2013)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부족

한 부분은 가구당 가구수지(KOSIS)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고 판단했다. 남상호 외(2013)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보

다 많은 광역시세 세목들에 대응하는 세금을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세

분화된 소득계층에 대한 연구결과는 가구통행실태조사 기준의 소득구간

기준으로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남상호 외(2013)의 연구결과를 취득세(39.3%), 지방소득세(19.9%), 지

방소비세(15.4%), 담배소비세(6.8%)에 대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

차세(14.6%)는 가구수지통계에서 자동차 구입비와 운송기구 연료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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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산한다. 이때 자동차세 중 자동차 구입비는 광역시세의 보통세에

포함하고, 운송기구 연료비는 유류세로 다룬다. 레저세(3.3%), 주민세

(0.7%) 등록면허세(0.2%)는 비중도 작고, 이에 대한 소득계층별 세 부담

을 다룬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세 부담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남상호 외(2013) 가계수지통계(2016)

세금 구분 비중

광
역
시
세

취득세 39.3% O X

소득세 19.9% O
O (개인소득)

X (법인소득)

소비세 15.4% O O

자동차세 14.6%
X O (자동차구입)

O O (운송기구연료비)

담배소비세 6.8% O O

레저세 3.3% X X

주민세 0.7% X X

등록면허세 0.2% X X

합계 100% - -

<표 25> 소득계층별 세 부담 관련 선행연구 및 보완 자료

소득계층별 광역시세 부담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아래의 표를 통

해 가구비율과 각 세금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누진성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단위: %)

소득분위

세목
1 2 3 4 5 6 7 8 9 10 합

취득세 4.9 5.2 5.7 6.1 6.4 8.0 9.7 13.1 17.4 23.5 100

소득세 0.1 0.2 1.0 1.8 2.9 4.7 6.8 11.1 19.2 52.2 100

소비세 3.0 4.6 5.6 7.7 8.7 9.8 10.6 11.8 16.0 21.9 100

자동차세 1.1 2.3 3.8 4.8 5.0 9.4 12.0 17.4 22.1 22.1 100

담배소비세 3.8 8.3 9.2 8.9 11.0 12.8 12.7 11.2 10.5 11.4 100

광역시세
총 합

2.9 3.8 4.7 5.5 6.2 8.2 9.8 13.0 17.8 28.2 100

<표 26> 소득계층별 주요 광역시세 세목의 부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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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세

(1) 개요

유류세란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류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

해, 즉,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이

다8). 현행 유류세 체계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유류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지방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휘발유 O O O O

경유 O O O O

LPG O O O

자료 : 역대급 '유류세 인하 퍼포먼스' 기름값 실제 얼마나 내릴까 (한국경제, 2018)

<표 27> 유류세의 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보조금 중 일부는 유류세 중 지방세로 걷히는

주행세와 국비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재원이다.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에 대한 세율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각 연료유

형별로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

관련 세금은 단순히 소비량에 비례하는 종량세 개념으로 보고 소득계층

별 전체 유류소비지출을 통해 부담추정이 가능하다.

(2) 소득계층별 부담 현황

유류세는 종량세의 특성을 가지므로 소득계층별 유류 소비 지출액을

파악하여 부담 분포를 추정한다.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통해 소득계층별 유류소비량을 파악하고 부담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다

음 표와 같다.

8) 정용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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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운송기구연료비(원)
유류 소비 비율 및

유류세 부담 비율(%)

１ 28,091 2.6

2 48,147 4.5

3 69,331 6.4

4 93,100 8.6

5 109,843 10.2

6 116,162 10.8

7 133,519 12.4

8 137,889 12.8

9 149,821 13.9

10 193,506 17.9

합계 - 100

자료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KOSIS, 2016)

<표 28> 소득분위별 유류 소비 및 유류세 부담 비율

3) 소결

유류세와 광역시세 모두 누진적 부담 분포를 가지고 있다. 유류세도

어느정도 누진성이 보이지만 이는 소비량에 비례한다.

(단위: %)

소득분위 광역시세합 유류세

1 2.9 2.6

2 3.8 4.5

3 4.7 6.4

4 5.5 8.6

5 6.2 10.2

6 8.2 10.8

7 9.8 12.4

8 13.0 12.8

9 17.8 13.9

10 28.2 17.9

합계 100.0 100.0

<표 29> 재원별·소득계층별 보조금 부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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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금 인상 수준 및 탄력성

1) 요금인상 수준 설정

부산시 대중교통의 기본요금인상 추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최

근 10년 간 일반 시내버스의 운임은 100원씩 2차례 인상되었다. 도시철

도의 경우 최근 10년 간 3회에 걸쳐 매회 100원씩 인상하였다.

<그림 3> 부산시의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요금 변화

최근 5년 내에 부산시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요금인상이 기존 요금에서 100원

씩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에 반영한다.

연도

요금 (원)

도시철도 1구간
도시철도1구간+시내버스

도시철도 2구간
도시철도2구간+시내버스

2014

1,200 14002015

2016

2017
1,300 1,500

2018

<표 30> 최근 5년 간 대중교통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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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성

대중교통 요금이나 통행료 인상의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에서 수요

변화를 예측할 때 탄력성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 탄력성을 이용한다. 이때 탄력성은 수단선택모형으로부터 도출한다.

로짓모형의 탄력성은 사회환경의 변화, 또는 교통정책의 시행에 의해서

변화된 조건에 대해서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9)

원제무(2015)에서는 로짓모형의 교차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대안 의독립변수  에대한대안 의 교차탄력성
  대안 의 선택확률
  대안 의독립변수

  독립변수의계수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 수단분담모형의 가격계수(), 대체수단의 요

금수준(), 대체수단의 수단분담률()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수단분담모형은 한국교통연구원의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

사업 중 부산울산권 모형을 이용하였다. 제시된 부산·울산권의 효용함수

는 다음과 같다.

9) 도시교통론(원제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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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효용 함수

승용차 승용차  ×  ××

버스 버스  ×  ×

도시철도 도시철도  ×  ××

 : 버스상수  : 도시철도상수

 : 통행시간계수(공통계수)

 : 수단별 총 통행시간

 : 승용차 통행비용 계수

 : 대중교통 통행비용 계수

 : 승용차 총통행비용

 : 버스 총통행비용

 : 도시철도 총통행비용

 : 도시철도역 더미 계수(승용차)

 : 도시철도역 더미 계수(도시철도)

 : 도시철도역 더미

자료 :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전국여객 O/D 현행화’ (KOTI, 2013)

<표 31> 수단선택모형 효용함수 식(부산·울산권)

수단선택모형의 계수 값은 총목적 통행에 따른 계수 값을 산출하였

으며, 추정된 계수 값은 다음과 같다.10) 따라서 는 -0.000227이다.

변수 계수 t통계치 적용수단

 -0.017234 -130.596 승용차, 버스, 도시철도

 -0.000086 -136.701 승용차

 -0.000227 -40.448 버스, 도시철도

 -1.034600 -186.442 버스

 -1.390570 -59.1138 도시철도

 -0.809570 -394.538 승용차

 0.516600 22.802 도시철도

관측 자료수 39,585

 0.3560

 0.3558

자료 :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전국여객 O/D 현행화’ (KOTI, 2013)

<표 32> 수단선택모형의 계수값(부산·울산권)

다음으로 대체수단인 승용차와 택시의 요금수준( )을 구한다. 승용

차의 경우 2016년 기준 휘발유가격인 1402.52원(/L)11)과 2016년기준 아

반떼 차종의 연비인 12.60km/L를 이용하여 유류비를 계산하였다. 유류비

10) 2013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전국 여객 O/D보완갱신

11) 대한석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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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위한 승용차통행의 평균 이동거리는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승용차

를 주수단으로하는 통행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으며 15.8km이다. 택시의

경우 평균이동거리는 7.2km이며, 2016년의 부산시 택시요금제도에 따라

2,800원의 기본요금과 2km 이상 주행거리에 대한 143m당 100원의 주행

요금으로 계산하였다.

대체수단의 수단분담률()은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목적통행기준

수단분담률을 이용하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대체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통행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인해 승용차

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는 통행자들은 승용차로 수단을 전환한

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실제로 승용차를 보유하

지 않은 가구에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목적통행을 하는 비율도 상당히 낮

다.

(단위: %)

통행분포
대중교통

승용차 택시 총합계
1200 1300 무임 총합

65세
미만

차O 19.77 5.07 0.00 24.85 54.11 1.87 80.82

차X 3.86 0.80 0.00 4.66 0.52 0.40 5.57

65세
이상

차O 2.14 0.00 1.03 3.18 4.28 0.39 7.84

차X 3.07 0.00 1.39 4.46 0.50 0.80 5.76

총합계 28.84 5.87 2.42 37.14 59.40 3.46 100.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33> 목적통행 기준 수단분담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교차탄력성은

승용차가 0.23, 택시가 0.03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요금이 10% 증가할

때 수단분담률은 승용차와 택시가 각각 2.3%와 0.3%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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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단 전환 비용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수단전환을 하는 경우 승용차는 유류

비를, 택시의 경우 요금을 부담부문에 반영한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였다.

승용차 및 택시의 평균 탑승거리를 적용하여 유류비와 택시요금 부

담을 계산한다. 각 지역·소득계층별 평균 탑승거리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휘발유 가격은 대한석유협회에서 제공하는 2016년기준 가솔린 주유

소가격인 1402.52원/L을 이용하고, 연비는 2016년 가솔린 아반떼

(12.60km/L)를 기준으로 한다. 택시는 부산시 2016년 택시 요금기준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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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 결과

1. 분석 단위 설정

부산시에는 16개의 구·군이 존재하며 소득계층은 가구통행실태조사

의 자료의 기준에 따라 6로 구분할 수 있다. 16개 구·군별 6개의 소득계

층으로 총 96개의 집단에 대한 지표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지역·소득계층 구분을 간소화하여 분석한다.

<그림 4>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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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분류(j)

도시구조상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 및

탑승거리가 다르고 이에 따른 혜택 정도가 다르다. 분석단위를 간소화

하기 위해 16개 구·군을 분류할 기준이 필요하다. 부산시의 도시 공간구

조를 다룬 선행연구와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였다.

(1) 부산도시기본계획 (2011, 2011변경, 2020, 203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별 공간구조 구상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

다. 부산항이 위치한 광복동을 도심으로 하는 공간구조를 지속적으로 계

획하고 있으며, 내륙방향으로는 서면까지 포함한다. 광복동은 개항 이래

부산항의 오래된 역할과 관련이 있고, 서면의 경우 부산의 여러 교통축

이 겹치는 위치에 있으며, 백화점 등의 대형 상권이 자리잡은지 오래되

어 부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부도심은 도심을 둘러싸고있

고, 지역중심이 경상남도 및 울산 등의 외곽지역과 접하고 있다.

구분 2011 도시기본계획 2011 도시기본계획 (변경)

기본 방향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공간구조
구상

1 도심
기존도심,
해상신도시

1 도심 기존도심, 서면

5 부도심
사상, 동래, 해운대,

명지, 녹산
6 부도심

사상, 구포, 하단,
동래, 해운대,
가덕/녹산

4 지구중심
구서, 구포,

대연/남천, 장림
2 지구중심 기장, 구서

공간구조
구상도

<표 34>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연도별 공간구조



- 51 -

구분 2020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

기본 방향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다핵 분산형 중심지체계

공간구조
구상

1 도심 광복동, 서면 2 도심 광복, 서면

5 부도심
하단, 사상, 구포,
동래, 해운대

6 부도심
강서, 덕천, 사상,
하단, 동래, 해운대

5 지구중심
기장, 정관, 금정,
대저, 가덕/녹산

4 지구중심
장안, 기장, 금정,

가덕/녹산

공간구조
구상도

자료 :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변경) (부산광역시, 2018c)

<표 34 계속>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연도별 공간구조

(2) 부산광역시 부도심 및 도시외곽 활성화 연구 (2008, 황영우 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공간구조 연구 황영우 외(2008)에서는 부산의

각 지역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과 큰 맥락은 같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구조 행정구역 핵심지역

도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광복동, 서면

부도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해운대, 동래, 구포, 사상, 하단

지역중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대저, 가덕, 녹산, 기장, 정관

자료 : 황영우 외(2008)

<표 35> 부산시 공간구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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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부산시는 인구 350만명 규모의 대도시며, 남동쪽에 위치하여 바다와

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항구가 있던 원도심을 중

심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부산 도시기본계획

2011, 2011변경, 2020, 2030의 공간구조 구상과 황영우 외(2008)의 도시

공간구조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도심, 도심 인접지역, 외곽지역으

로 분류하였다.

<그림 5> 부산시 지역 분석단위

도심지역은 전체 인구의 21.5%, 도심 인접지역은 63.8%, 외곽지역은

14.8%가 거주하고 있다. 외곽지역의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특징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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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심 도심 인접 외곽

해당 구

1 동구 1 연제구 1 금정구

2 중구 2 수영구 2 강서구

3 서구 3 동래구 3 기장군

4 영도구 4 북구

5 부산진구 5 사하구

6 남구

7 해운대구

8 사상구

인구 738,383 2,194,152 507,949

인구 비율 21.5% 63.8% 14.8%

자료 :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6년 기준)

<표 36> 행정구·군의 지역 분류

2) 소득계층 분류(i)

본 연구에서 지역·소득계층 간 보조금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

득계층별 지역 분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소득계층을 어떻게 분

류할지는, 사용하는 자료가 소득계층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지역·소득계층 분포의 기본자료인 가구통행실태

조사에 따른 소득계층별 인구 및 가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가통기준
소득계층

1 2 3 4 5 6

총합
소득구간
(만원)

- 100
100
- 200

200
- 300

300
- 500

500
- 1000

1000 -

표본
비율

18.0 17.6 22.9 30.7 10.2 0.5 10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37>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소득계층별 인구 분포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4개 소득계층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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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분석을 위한
소득계층

저 중저 중고 고

총합
소득구간
(만원)

- 200
200
- 300

300
- 500

500 -

표본
비율

35.7 22.9 30.7 10.7 10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38> 분석을 위한 소득계층별 인구 분포

지역별 소득계층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자료는 가구통행실태

조사와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표 14>과 <표

15>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구별 인구 구성과 소득수준 분포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자료가 더 적절한지 선택해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가구통

행실태조사의 자료가 소득계층별 지역구 분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느냐

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해보

면 표본 수 측면에서도 부산시 사회조사가 34,800명인데 비해 가구통행

실태조사가 84,652건으로 압도적이며, 구별 인구 비율 등 실제 수치와 비

교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했을 때에도 가구통행실태조사가 오차율이 작

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KTDB의 답

변이나 재정분야 전문가 역시 부산시 사회조사에 비해 가구통행실태조사

의 구별 소득분포 현황을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반

영하였다.

이후에 추가로 부산광역시 사회조사의 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진

행하여, 결과값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

3) 소결

부산 인구의 거주지를 도심, 도심인접 지역, 외곽지역 3가지 지역으

로 분류하였다. 소득계층은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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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4가지로 분류하며, 이

후 본문에서 각각 저소득, 중저소득, 중고소득, 고소득 계층으로 칭하기

로 한다.

4) 집단별 특성

설정한 분석 단위에 따라 부산시 인구를 12개의 지역·소득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인구

총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인구 분포가 실제 인구 분포인

<표 36>의 내용과 유사하다.

(단위: %)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합계

저소득 11.0 18.9 5.7 35.7

중저소득 5.8 13.8 3.3 22.9

중고소득 6.4 20.6 3.7 30.7

고소득 2.1 6.8 1.8 10.7

총합계 25.3 60.1 14.6 10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39> 지역·소득계층별 인구 분포

각 지역별 소득분포를 살펴보자.

(단위: %)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합계

저소득 39.0 28.3 36.7 32.1

중저소득 23.9 22.9 22.8 23.1

중고소득 27.3 36.1 26.6 32.6

고소득 9.8 12.8 13.9 12.2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0> 지역별 소득계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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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경우 전체 소득분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도심인접지역은 전체인구의 평균적인 소득분포와 유사하다.

외곽지역의 경우 전체인구의 소득분포에 비해 소득계층이 양극화되어있

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료에서 가구당 가구원 수는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당 가구원이 많은 형태를 보인다.

(단위: 인/가구)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저소득 1.5 1.6 1.6

중저소득 2.6 2.7 2.5

중고소득 3.3 3.4 3.0

고소득 4.5 4.3 4.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1> 가구당 가구원 수

다음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인구 분포를 보자. 도시철도 요금을 지불

하지 않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저소득층에 74.2%가 분포

하며, 65세 미만의 인구 분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심지역과 외곽지

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단위: %)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총합계

65세
미만

저소득 5.7 10.1 2.8 18.6

중저소득 7.1 15.9 3.4 26.4

중고소득 8.6 27 4.3 39.9

고소득 3.1 9.6 2.3 15

총합계 24.5 62.5 12.9 100

65세
이상

저소득 21.6 40.2 12.3 74.2

중저소득 2.9 7.7 1.9 12.5

중고소득 1.9 6.9 1.4 10.2

고소득 0.5 2.2 0.5 3.1

총합계 27 56.9 16.1 100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2> 연령별 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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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승용차 보유

다음으로, 지역·소득계층별 평균 소득을 살펴보자.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서는 통행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범위는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

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

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다. 각 소득구간에 대해 평균 소득 80

만원, 150만원, 250만원, 400만원, 750만원, 12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분

석 결과 가구 소득은 다음 표과 같다.

(단위: 만원)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115 116 117 116

중저소득 250 250 250 250

중고소득 400 400 400 400

고소득 755 769 790 769

평균 288 333 316 319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3> 지역·소득계층별 평균 소득

해당 계층의 승용차 보유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수단전환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고소득계층부터는 대부분의 가구가 승용차를 보

유하고 있다.

(단위: %)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35 43 41 40

중저소득 88 92 92 91

중고소득 100 100 99 100

고소득 100 100 99 100

평균 72 82 76 79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4> 승용차 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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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단분담률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 승용차, 택시의 5개 수

단을 이용하는 통행에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다음 표와 같다. 도심과

도심인접지역에서는 30%를 웃돌지만, 외곽지역에서는 그 수준이 낮다.

저소득층에서 확연히 높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관찰할 수 있다.

(단위: %)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45.5 42.8 30.6 41.7

중저소득 34.8 27.8 22.4 28.8

중고소득 29.1 28 24.9 27.9

고소득 21.3 28 24.9 26.2

평균 33.3 30.4 25.5 30.4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5>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차량 보유 여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다음 표와 같다. 차

량을 미보유한 경우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차량
보유

저소득 34.0 33.1 20.0 31.3

중저소득 32.5 26.3 21.4 27.1

중고소득 29.1 28.0 24.9 27.8

고소득 21.3 28.0 25.0 26.1

평균 29.7 28.2 23.2 27.8

차량
미보유

저소득 69.4 68.5 57.6 67.1

중저소득 77.5 69.5 59.8 71.2

중고소득 20 55.6 0.0 30

고소득 - 100.0 0.0 33.3

평균 70.5 68.6 57.1 67.5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6> 차량 보유 여부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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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단별 탑승거리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 승용차, 택시의 5개 수

단별 탑승거리를 살펴보자.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탑승거리는 수단간 환

승하는 통행이 평균 19.5km로 가장 길고, 도시철도가 12.9km로 그 다음,

시내버스가 6.4km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외곽지역

으로 갈수록 탑승거리가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단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긴 탑승거리를 보이며, 수단 간 환승을 한 경우

이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단위: km)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6.2 6.2 6.9 6.3

중저소득 6.5 6.0 7.1 6.3

중고소득 6.6 6.4 7.1 6.5

고소득 6.5 7.1 8.2 7.1

평균 6.4 6.3 7.2 6.4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7> 시내버스 승객의 평균 탑승거리

(단위: km)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11.5 11.8 12.2 11.7

중저소득 11.5 12.3 14.1 12.3

중고소득 13.1 13.3 14.4 13.4

고소득 14.3 15.5 13.6 15

평균 12 13 13.7 12.9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8> 도시철도 승객의 평균 탑승거리



- 60 -

(단위: km)

시내버스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5.7 6.2 5 5.8

중저소득 5.2 4.9 7.7 5.4

중고소득 5.1 4.9 7.3 5.2

고소득 5.7 5.3 5 5.3

평균 6.4 6.3 7.2 6.4

도시철도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13.5 12.2 17.9 13.7

중저소득 13.3 13.7 11.9 13.4

중고소득 12 13.1 13 12.8

고소득 12.5 13.1 12.2 12.8

평균 12.8 13 14.2 13.1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49> 수단 간 환승 승객의 평균 탑승거리

승용차와 택시의 지역·소득계층별 평균통행거리는 다음과 같다.

(단위: km)

구분
지역

소득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승용차

저 17.3 18.2 20.7 18.3

중저 14.9 15.2 14.7 15.0

중고 14.7 16.4 16.0 16.0

고 13.4 14.9 13.8 14.4

평균 14.9 16.1 16.0 15.8

택시

저 6.3 7.7 6.0 7.1

중저 6.1 7.3 6.5 7.0

중고 6.7 7.6 9.0 7.5

고 7.3 7.0 7.3 7.1

평균 6.4 7.5 6.8 7.2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50> 승용차 및 택시 이용자의 평균 탑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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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행 수

다음으로 통행수 분포를 살펴보자. 이때 목적통행을 기준으로 하며,

보행으로만 이루어진 통행은 제외하였다. 평균 인당 통행 수의 지역별

차이는 미미하지만 소득계층별 차이는 보인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통행

수는 많아지며, 고소득층의 평균 통행수는 저소득층에 비해 두배 이상으

로 나타났다.

(단위: 목적통행/인)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0.7 0.8 0.7 0.8

중저소득 1.2 1.2 1.2 1.2

중고소득 1.4 1.4 1.4 1.4

고소득 1.8 1.8 1.6 1.7

총합계 1.1 1.2 1.1 1.2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51> 지역·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총 통행수

다음으로 인구 대비 대중교통 통행 수의 분포를 살펴보자. 대중교통

통행 표본을 실제 인구로 나눈 값이다. 저소득층 및 중저소득층에서는

도심 및 도심인접지역에 비해 외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중고소득층에서는 도심과 도심인접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대중교통 통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외곽지역은 이보다 낮다. 고소득층

에서는 도심인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목적통행/인)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0.36 0.38 0.27 0.4

중저소득 0.46 0.36 0.27 0.4

중고소득 0.41 0.41 0.34 0.4

고소득 0.37 0.49 0.41 0.5

총합계 0.40 0.40 0.30 0.4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52> 지역·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대중교통 통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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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인구 대비 대중교통 통행수는 다음 표와 같다. 모든

집단에서 인당 하루 평균 두 번의 목적 통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왕복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포함된 지역·소득 집단에 상관없이 하루 두

번의 통행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단위: 목적통행/인)

구분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소득 1.94 1.96 2.00 1.95

중저소득 1.93 1.95 1.94 1.94

중고소득 1.96 2.01 2.04 2.00

고소득 1.95 2.02 2.05 2.01

총합계 1.94 1.98 2.01 1.97

자료 : 2016 가구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16)

<표 53> 지역·소득계층별 대중교통 승객당 평균 대중교통 통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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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기존 요금안

2016년의 기존 요금안에서 보조금의 혜택, 재원부담, 순혜택 및 재원

부담 대비 혜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짙은 색의 음영 표시

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단위: 원/인·년)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137,597 164,078 179,685 158,418

중저 59,777 39,619 178,492 64,982

중고 82,979 93,941 204,423 105,091

고 125,963 282,545 281,659 251,404

평균 105,081 124,801 198,393 130,589

보조금
재원부담

저 85,484 82,893 83,624 83,810

중저 115,275 112,880 114,654 113,741

중고 169,705 159,564 170,557 163,010

고 222,848 232,146 226,051 229,271

평균 125,105 132,892 130,603 130,589

순혜택

저 52,113 81,185 96,061 74,608

중저 - 55,498 - 73,261 63,838 - 48,760

중고 - 86,726 - 65,623 33,866 - 57,919

고 - 96,885 50,398 55,608 22,132

평균 - 20,025 - 8,091 67,790 -

보조금
재원부담
대비 혜택

저 1.61 1.98 2.15 1.89

중저 0.52 0.35 1.56 0.57

중고 0.49 0.59 1.20 0.64

고 0.57 1.22 1.25 1.10

평균 0.84 0.94 1.52 1.00

<표 54> 부산시의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분석 결과

먼저 보조금 혜택은 도심, 도심인접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표 47>, <표 48>, <표 49>의 수송거

리와 연관이 있다. 이는 통행거리가 비교적 긴 외곽지역의 통행이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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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혜택

이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난다. 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의 74%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소득이 높을

수록 통행량이 많아 혜택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재원부담의 경우, 공간상의 분리에 의해서는 미미한 차이

만을 보이며, 소득계층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대중교통 보조금

이 이미 누진성이 있는 세금 수입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과 고소득층 간의 부담 차이는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혜택에서 재원부담분을 제한 순혜택은 저소득층과 외곽지역 주민들

에게는 혜택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대비 지표를 살펴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과 재원부

담의 상대적 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순혜택이 주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미를 갖는데, 이 패턴은 금액단위의 순혜택과 동

일한 패턴이다.

(단위: %)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12.0 14.1 15.4 13.7

중저 2.4 1.6 7.1 2.6

중고 2.1 2.3 5.1 2.6

고 1.7 3.7 3.6 3.3

평균 3.6 3.7 6.3 4.1

보조금
재원부담

저 7.4 7.1 7.1 7.2

중저 4.6 4.5 4.6 4.5

중고 4.2 4.0 4.3 4.1

고 3.0 3.0 2.9 3.0

평균 4.3 4.0 4.1 4.1

순혜택

저 4.5 7.0 8.2 6.4

중저 -2.2 -2.9 2.6 -2.0

중고 -2.2 -1.6 0.8 -1.4

고 -1.3 0.7 0.7 0.3

평균 -0.7 -0.2 2.1 0.0

<표 55> 부산시의 소득대비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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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체계에서 지역·소득계층별로 통행당 지불요금, 수송비용 및

보조금을 살펴보자. 먼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65세 인구가 밀

집된 저소득층의 통행당 보조금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요

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

수송비용이 높게 측정되는 고소득층 및 외곽지역 통행자들의 통행당 보

조금이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외곽지역 거주자의 통행은 통행당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26%의 수송비용을 보조받는 셈이다.

(단위: 원/통행)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통행당
지불 요금

저 1,054 1,031 1,054 1,041

중저 1,203 1,177 1,149 1,182

중고 1,225 1,216 1,221 1,218

고 1,240 1,230 1,196 1,227

평균 1,154 1,155 1,146 1,153

통행당
수송 비용

저 1,220 1,219 1,364 1,236

중저 1,260 1,225 1,436 1,258

중고 1,311 1,315 1,483 1,332

고 1,382 1,477 1,500 1,465

평균 1,268 1,291 1,436 1,301

통행당
보조금

저 167 188 309 196

중저 57 48 288 76

중고 86 100 262 113

고 142 247 304 238

평균 115 136 290 148

<표 56>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행당 요금, 비용 및 보조금

2) 요금 인상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교차탄력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

단분담률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1.13%감소

했으며, 승용차와 택시는 각각 1.12%, 0.01%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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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대중교통

승용차 택시 총합계
1200 1300 무임 총합

기존
요금안

65세
미만

차O 19.77 5.07 0.00 24.85 54.11 1.87 80.82

차X 3.86 0.80 0.00 4.66 0.52 0.40 5.57

65세
이상

차O 2.14 0.00 1.03 3.18 4.28 0.39 7.84

차X 3.07 0.00 1.39 4.46 0.50 0.80 5.76

총합계 28.84 5.87 2.42 37.14 59.40 3.46 100.00

요금
인상안

65세
미만

차O 18.95 4.86 0.00 23.81 55.14 1.87 80.82

차X 3.86 0.80 0.00 4.66 0.52 0.40 5.57

65세
이상

차O 2.06 0.00 1.03 3.09 4.36 0.39 7.84

차X 3.06 0.00 1.39 4.45 0.50 0.81 5.76

총합계 27.91 5.68 2.42 36.01 60.52 3.47 100.00

<표 57>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수단분담률 변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수단분담률 뿐 아니라 요구되는 보조금 규모

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중교통 수요는 요금에 대해 비탄력적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총 운임수입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수요의 감소로 총

운영해야하는 인·km가 감소하여 운영비용은 감소하였다. 수입은 늘고

비용이 감소하여 적자가 줄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운영 보조금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분석 결과 요금인상 시 필요한 운영보조금은 기존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운영적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동일하

다는 가정 하에 보조금 규모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원)

구분
광역시세

유류세 보조금 계
변동 불변

2016년 기존 요금안 2,442 726 1,326 4,493

요금 인상안 적용시 995 726 1,326 3,876

<표 58>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보조금 규모 변화

수단 전환비용은 각 계층별 승용차 및 택시 탑승거리를 고려하여 계

산하였으며, 연간 수단전환 비용의 계층별 총액은 다음 표와 같다. 사실

연간 계층별 천만원이 안되는 비용이 드는 셈이므로 분석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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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저 772 815 922 821

중저 668 683 663 677

중고 660 739 726 721

고 607 670 623 648

평균 670 723 719 710

<표 59> 승용차 및 택시로의 수단 전환 비용 총액

요금 인상안 적용 시 보조금의 혜택, 재원부담, 순혜택 및 재원부담

대비 혜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인·년)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112,052 148,335 216,934 148,175

중저 - 64,871 - 58,699 211,501 - 20,758

중고 - 13,901 15,171 244,952 37,055

고 75,105 309,330 359,546 271,496

평균 36,795 73,277 240,557 88,543

보조금
재원부담

저 60,735 58,887 59,440 59,533

중저 81,721 80,005 81,305 80,609

중고 113,203 106,420 113,798 108,715

고 140,277 146,072 142,308 144,252

평균 85,441 89,852 88,566 88,545

순혜택

저 51,316 89,448 157,493 88,642

중저 -146,592 -138,704 130,196 -101,367

중고 -127,104 -91,249 131,154 -71,660

고 -65,172 163,259 217,238 127,244

평균 -48,647 -16,575 151,992 -2

보조금
재원부담
대비 혜택

저 1.84 2.52 3.65 2.49

중저 -0.79 -0.73 2.60 -0.26

중고 -0.12 0.14 2.15 0.34

고 0.54 2.12 2.53 1.88

평균 0.43 0.82 2.72 1.00

<표 60>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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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안에서와는 달리, 보조금 혜택에서부터 음수를 보이는 계

층이 있다. 이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통행자가 지불하는 요금이 통행당

수송 비용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음의 혜택을 보이는 계층은 상대적으

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계층과 65세 이상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

이다. 여전히 65세 인구가 많은 저소득계층과 통행당 탑승거리가 긴 외

곽지역의 통행은 양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재원부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양상은 동일하지만, 전체적인

부담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에서 요구되는 금액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누가 양의 순혜택을 받고, 누가 음의 순혜택

을 받는지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순혜택은 여전히 저소득층과 외곽지

역 주민들에게는 모두 혜택을 주고있는 패턴을 보인다. 평균 순혜택이

더 이상 0의 값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의 혜택 및 재원부담 뿐 아

니라 승용차 및 택시로의 수단전환비용을 고려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재원부담 대비 혜택 지표가 1이 안된다는 것은, 보조금을 부

담하는 것 만큼 혜택을 보고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요금

안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누군가는 덜 부담하고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

들이 있고, 반면 누군가는 더 부담하고 있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음수의 결과값을 보이는 것은, 해당 계층의 통행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조금 혜택 없이 본인들의 요금으로써 누군가의 운송비용을 함께 부담

하고 있으면서, 재원부담 또한 지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지표가

음수일 경우, 재원부담 대비 요금으로 손해보는 부의 혜택이 얼마나 되

는지로 해석하면 된다.

소득대비 지표 역시 순혜택 금액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보조금 혜

택 자체가 음수가 되는 계층의 경우, 순혜택이 상당히 큰 음의 값을 보

이게 되며, 기존 요금안에서의 순혜택과 비교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셈

이다. 그 변화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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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년)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9.7 12.8 18.5 12.8

중저 -2.6 -2.3 8.5 -0.8

중고 -0.3 0.4 6.1 0.9

고 1.0 4.0 4.6 3.5

평균 1.3 2.2 7.6 2.8

보조금
재원부담

저 5.3 5.1 5.1 5.1

중저 3.3 3.2 3.2 3.2

중고 2.8 2.7 2.8 2.7

고 1.9 1.9 1.8 1.9

평균 3.0 2.7 2.8 2.8

순혜택

저 4.5 7.7 13.5 7.6

중저 -5.9 -5.5 5.2 -4.1

중고 -3.2 -2.3 3.3 -1.8

고 -0.9 2.1 2.8 1.7

평균 -1.7 -0.5 4.8 0.0

<표 61>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소득대비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분석 결과

요금 인상시에는 통행당 지불요금, 수송비용 및 보조금이 어떻게 될

까? 다음 표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통행당 지불요금은 약 100원가량씩

오르게 된다. 통행당 수송비용은 거의 변화가 없다. 통행 수가 줄어든 것

은 맞지만, 탑승거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통행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은 통행자들의 통행 특성이 좀 더 크게 반영되었

을 것이다. 이전과 크게 바뀐 점은 보조금 혜택이 음수가 되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행당 수송비용보다 요금을 더 지불하는

계층이 생겼다. 이는 다음 표의 짙은 음영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통행

당 보조금은 평균 100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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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통행)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통행당
지불 요금

저 1,138 1,116 1,137 1,125

중저 1,298 1,268 1,230 1,273

중고 1,320 1,306 1,293 1,307

고 1,331 1,314 1,264 1,309

평균 1,244 1,242 1,223 1,240

통행당
수송 비용

저 1,220 1,219 1,363 1,236

중저 1,260 1,225 1,436 1,258

중고 1,311 1,316 1,483 1,332

고 1,382 1,477 1,499 1,465

평균 1,268 1,291 1,436 1,301

통행당
보조금

저 82 103 226 111

중저 -37 -43 206 -15

중고 -9 10 190 24

고 51 164 235 156

평균 24 48 213 61

<표 62>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당 요금, 비용 및 보조금

3) 변화량

바뀐 변화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

곽지역과 일부 도심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었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곽지역의 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는 두 가

지로 설명된다. 첫째, 요금인상으로 인해 요금이 수송비용보다 높아진 지

역들이 생겼고, 이들 운임수입으로 어느정도 적자가 보전되는 부분이 발

생했다. 전체적인 운영적자 보조금이 통행당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둘째,

이로 인해 규모가 변동되지 않은 50%의 보조금 혜택이 아직 보조금 혜

택을 많이 받고 있는 외곽지역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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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보조금 재원부담은 모든 계층

에서 줄어들고, 기존에 세금을 많이내던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부담이

덜어졌다. 제일 타격이 큰 계층은 도심의 중저소득층으로 기존 요금체계

에서보다 연간 1인당 9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한편 외곽지역읙

고소득층은 기존 요금체계에서보다 16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단위: 원/인·년)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25,546 -15,743 37,249 -10,243

중저 -124,648 -98,318 33,009 -85,739

중고 -96,880 -78,770 40,528 -68,036

고 -50,858 26,786 77,887 20,092

평균 -68,286 -51,524 42,164 -42,046

보조금
재원부담

저 -24,749 -24,006 -24,183 -24,277

중저 -33,554 -32,875 -33,349 -33,132

중고 -56,502 -53,143 -56,760 -54,295

고 -82,571 -86,075 -83,743 -85,019

평균 -39,664 -43,040 -42,037 -42,044

순혜택

저 -797 8,263 61,432 14,035

중저 -91,094 -65,443 66,358 -52,607

중고 -40,378 -25,626 97,288 -13,740

고 31,713 112,860 161,630 105,112

평균 -28,622 -8,483 84,201 -2

보조금
재원부담
대비 혜택

저 0.24 0.54 1.50 0.60

중저 -1.31 -1.08 1.04 -0.83

중고 -0.61 -0.45 0.95 -0.30

고 -0.03 0.90 1.28 0.79

평균 -0.41 -0.12 1.20 0.00

<표 63>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변화량

소득대비 지표를 살펴보자. 보조금 혜택은 연간 월 소득의 5%까지

감소하는 계층도 있고, 많게는 3.2%까지 증가하는 계층도 존재했다. 재

원부담의 경우, 저소득층에는 연간 월 소득 2%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

머지 계층에는 1%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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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년)

구분 소득계층 도심 도심인접 외곽 평균

보조금
혜택

저 -2.2 -1.4 3.2 -0.9

중저 -5.0 -3.9 1.3 -3.4

중고 -2.4 -2.0 1.0 -1.7

고 -0.7 0.3 1.0 0.3

평균 -2.4 -1.5 1.3 -1.3

보조금
재원부담

저 -2.2 -2.1 -2.1 -2.1

중저 -1.3 -1.3 -1.3 -1.3

중고 -1.4 -1.3 -1.4 -1.4

고 -1.1 -1.1 -1.1 -1.1

평균 -1.4 -1.3 -1.3 -1.3

순혜택

저 -0.1 0.7 5.3 1.2

중저 -3.6 -2.6 2.7 -2.1

중고 -1.0 -0.6 2.4 -0.3

고 0.4 1.5 2.0 1.4

평균 -1.0 -0.3 2.7 0.0

<표 64> 요금 인상안의 시행에 따른 소득대비 대중교통 보조금 순혜택 변화량

4) 소결

요금인상안 적용에 관계없이 저소득층과 외곽지역은 모두 양의 순혜

택을 본다. 또한 도심지역과 도심인접지역에서는 요금인상안 적용에 관

계없이 대부분 음의 순혜택을 본다. 그렇다면 요금인상은 어떤 방향으로

순혜택에 영향을 주는가? 우선 모든 외곽지역 거주민들에게 양의 순혜택

을 준다. 한편 중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기존 요금체계에서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으로 인

해 순혜택이 가장 큰 계층은 외곽의 저소득층으로, 연간 인당 74,608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순혜택을 보이는 계층은 도심지역의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 속한 이들로, 연간 인당 96,88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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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정책이

존재하는것 만으로도 자신이 이용하는 몫 외에 1인당 연간 9만원이 넘는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부의 순혜택이 가장 큰 계층에 속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부의 순혜택은 연간 40만원에 달한다. 요금인상 시 요구되

는 운영보조금은 기존의 4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겨·소득계층별 순혜택의 부호패턴은 동일했

다. 그리고 요금인상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기존의 부호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순혜택이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기존에 음

의 순혜택을 보던 지역에는 더 큰 음의 순혜택을, 양의 순혜택을 보던

지역에서는 더 큰 양의 순혜택을 보도록 유도하는 셈인 것이다. 도심지

역의 저소득층은 양의 순혜택을 보고있었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해 순혜택

이 감소하고, 도심지역의 고소득층은 음의 순혜택을 보고있었지만 순혜

택이 증가한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장의 표와 같다. 이는 위에 제시

된 금액단위 순혜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순혜택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요금인상으로인해 외곽지역은 상당

한 수준의 순혜택 증가가 일어난다. 외곽지역의 고소득층은 연간 인당

최대 161,630원까지 순혜택이 증가한다. 이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이다. 한편 기존에 부의 순혜택을 받고있던 대부분의 지역은 순혜택 감

소가 일어난다. 많게는 도심지역의 중저소득층이 연간 인당 40,378원의

순혜택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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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 중저소득 중고소득 고소득

기존 요금안

요금 인상안

변화량

<표 65> 순혜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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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분석

소득계층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자료를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로

대체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보조금 재원부담에 영향을 준

다. 분석 결과 연간 인당 부담의 차이는 최소 –3.9%에서 최대 4.5%까

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최대 6,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부담액에서 생긴다. 고소득층의 연간 인당 부담

금액이 23만원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했을 때와 순혜택의 음양, 부담대비 혜택

의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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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보조금의 분배효과를 재

원부담, 보조금 혜택 및 순혜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은 대중교통 보조금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보조금

의 혜택, 재원부담 및 순혜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조금 혜택의 경우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대중교통 개별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지불요금과 수송비용 차액으로 통행당 보조금 혜택을 계산하

고 분석단위별로 살펴보았다. 재원부담의 경우, 세금 징수시 이미 누진성

이 존재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절대적인 부담 수준은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 요금안에서 저소득층과 외곽지역이 양의 순혜택

을, 그 외 지역의 3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음의 순혜택을나타냈다.

현재의 요금 제도와 보조금 정책만으로도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

는 그 부담을 대신 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대비 지표를 살펴보면 저소득

층에는 크게는 연간 월 소득의 8.2%까지 양의 순혜택을 받고-외곽지역

저소득층-, 적게는 연간 월 소득의 2.9%의 음의 순혜택을 받고 있었다-

도심인접지역 중저소득층-.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현재 부산시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100원 단위의 대중교통 요금인상 방법이 소득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변

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자했다. 대체수단에 대한 교차탄력성

을 이용해 수단분담률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요금 인상안으

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1.13% 감소하였고, 승용차는 1.12%증가

했으며, 택시는 0.01%증가하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해 요구되

는 운영보조금은 기준의 40%수준이며, 변동하지않을 것이라 가정한 그

외의 보조금과 합산하면 총액의 86%수준의 보조금만을 필요로 하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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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단을 전환한 통행에 대해서는 승용차 유류비와 택시요금으로 그

부담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요금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순혜택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고 감소하

는 지역도 있다. 평균적으로는 혜택과 재원부담 모두 연간 인당 4만 2천

원 가량 감소하였다. 순혜택이 증가하는 집단은 주로 저소득층과 외곽지

역이었다. 대중교통의 단순 요금인상안은 기존 요금 체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던 집단에는 양의 순혜택을 더해주고, 부의 순혜택을 받고 있던

집단에는 부의 순혜택을 더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전체 소득 대비 부담액을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표의 크기

는 감소한다. 보조금 혜택 분배의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통행이 많

은지, 집단별로 어떤 통행 유형이 많은지, 승용차로 옮겨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현재의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지향하

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재원부

담을 지는만큼 혜택을 받아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오’이다.

부담 대비 혜택이 1에 가까울수록 부담과 혜택이 비슷한 것인데, 요금인

상으로 인해 이 지표는 1에서 멀어지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행자가

통행당 수송원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수송비용에서 운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부담을 더 지게 한다는 점에서

통행당 수송원가를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를 따진다면 바람직한 분

배로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평한 분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기존

요금안과 요금인상안 모두에서 공간적으로 불리한 외곽지역 주민들과 경

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이 양의 순혜택을 받고 있었다. 분배 결과를

보면 공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인상으로 인한 순혜택 변

화의 방향은 외곽지역과 고소득층에게 양의 순혜택을 주는 양상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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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고소득층과 외곽지역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공정한

요금인상 방법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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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인한 대중

교통 수요의 감소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 점을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하

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신뢰성있는 기관에서 배포하는 대도시권 수단선택

모형에 의한 일관된 교차탄력성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요금 인상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

서 개개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즉, 본 연구는 대중교통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순 재분배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로 세금지출을 하는사람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래

그림과 같이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

고 납세만 하며,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만 하는 사

람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집합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6> 연구에서 가정하는 표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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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요금체계 및 요

금 인상 방식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연

구가 타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요금제도와 공간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제도가 다른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는 다른 결과 보일 것이며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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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ing the Net Distributive Effect

of Transit Subsidies

among Regions and Income Classes

: A Case Study of Busan City, Kroea

Hyemin Ju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are of public transporta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w, and it

is maintain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ensuring convenience of

citizens’ trips, reducing road traffic congestion, and reducing air

pollution. In other words, most passengers are paying less than the

cost of their trips. As a result, there are the deficit of public

transport operators and local governments have supported them. In

addition to subsidies for deficit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lso give subsidies for various business including vehicle purchase,

air cleaning and also fo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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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noted that government subsidies to public transport

operators are largely supported annually and have continued to

increas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subsidy benefits and

financial burdens to assess the net distributional effect of public

transport subsidy policies. This study also analyze how the net

benefits changes when fares rise. This study analyzed bus and

subway system in Busan city of Korea.

Analyzing distribution of subsidy benefits is based on the amount

of money supported per trip. In order to analyze this, this study

estimated the transport cost per person·km and considered fare level

for each trip with Trip Census data. So benefits were calculated by

the subsidy per each trip, and by region and income class analyzed

how much subsidies were benefited. And then, financial burden was

analyzed. Because there are several source of subsidies for public

transportation, the degree of burden by income class was examined

by tax type. Then the financial burdens were allocated by census

data describing distribution of income class by region.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people living in low-income or

suburban areas receive positive net benefits from transit subsidy

policy. People in low-income group have low tax burden. And 74% of

people aged 65 or over who do not pay subway fare are in this

group. And people who live in suburban areas have relatively travel

longer distance in public transportation trips than people in other

areas. So these group get positive net benefits. On the other hand,

who get negative net benefits from subsidy policy? According to this

study, people living in urban and adjoining urban areas with incomes

of over USD 2,550 get negative net benefits.

Under existing fare system, people who receive the highest net

benefits are in the group whose income are less than USD 1,670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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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in the suburban areas, and they get USD 82 per person per

year. On the other hand, people who get the largest negative benefits

are those who live in the center city area with monthly income more

than USD 4,250. They lose USD 83 per person per year. Assuming

the case of four-person households, they annually lose over USD 330

due to the public transport subsidy policy.

Next, this study assumed the fare increase in the same way

transit operators have done. By the regions and income classes, the

sign of net benefit (who get positive or negative net benefits) does

not change. Increasing fare gives more positive net benefit to people

in the suburban regions or high income group. The existing method

of increasing fare is beneficial to people who live in suburban areas

or belong to high income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to measure the net effect of public

transport subsidy policy.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have

some implications on how the rate increase in Busan. Simple method

doesn’t make simple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it have various

distributional effect on each group.

keywords : Transit Subsidies, Transit Fare increase, Equity,

Distribtion

Student Number : 2018-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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