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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통망은 생산과 소비 활동의 효율성과 국민 생활의 편익 및 삶의 질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통망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교통망의 어느 구간이 전체 교통체계에서 가장

치명적인지, 또는 교통망의 폐쇄에 어느 지역이 가장 피해에 노출되는지

를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응하는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는 근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경하

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가정, 즉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중에서 교

통망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

는 지표가 흔히 채택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취약성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하는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형과 결과를 비교하면서 가변수요 특성을 반

영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의 정합성과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크

게 세 단계를 거치며 논의하였다. 첫째,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평가 방

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였다.

둘째,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또

한 이 평가 체계에 적합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로 누적기회 접근성을 선

정하였다. 셋째, 실제 교통망에서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교

통망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두 모형의 차

이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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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강 교량 폐쇄에 대한 수도권 도로 교통망의 취약성을 두 모형으로

평가한 결과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두 교통망 취

약성 결과가 절대적 크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과소평가되

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에도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

출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에서 취약성의 지리적 분포가 다르게 나

타났다. 링크 중요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서

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교량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

변수요 모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한 교량은 비교적 서울시 중심부에 위

치한 교량이었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비교적 외곽 지역에서 노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두 가지 발견은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의 차이

에 의한 것이다. 또한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하여도 통행

수요의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이고, 단지 경로 변경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서 취약성이 결정되는 고정

수요 모형의 이론적 한계를 부각한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은 교량의 폐

쇄로 인해 통행수요의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에 인접한 지역에

서 취약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변수요 모형이 경로변경 행태 및 대

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도

착지 변경과 통행포기 행태까지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며 상식에 부합

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두 모형의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

의 결과도 모두 가변수요 모형의 이론적 우수함과 행태적 정합성을 보여

주었다.

주요어 : 가변수요, 고정수요, 교통망, 노출도, 중요도, 취약성

학 번 : 2013-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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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교통망은 사람, 재화, 서비스가 신속, 안전,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통근, 업무,

물류와 같은 경제 활동, 의료, 교육, 문화 활동과 같은 사회 활동, 그 외

소방 및 방재 활동의 효율성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어

느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병원까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이

낮으면, 이 환자는 의료목적 통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취업요

건을 갖춘 구직자여도 일자리까지 접근이 어려우면 고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치안 및 방재 서비스가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교통망은 생산

및 소비 활동의 효율성과 국민 생활의 편익 및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교통망 공급과 관리에 매년 10조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투

자하는 것(국토교통부, 2019)도 교통망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통망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

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적 요

인, 붕괴, 정전과 같은 기술적 요인, 교통사고, 테러와 같은 인적 요인으

로 인해 교통망이 폐쇄되거나 소통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의 교통부(UK Department for Transport; UK DfT, 2014)와 미국

국립연구원(National Research Council, 2008)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

변 횟수가 잦아질 것이라는 과학계의 합의(consensus)을 인용하며 교통

망이 충격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교통망의 어느 구간이 전체 교통체

계에서 가장 치명적인지, 또는 교통망이 폐쇄될 때 어느 지역이 그 피해

에 크게 노출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응하는 계획 및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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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과 재해 등에 의해 교통망에 충격이 발생

했을 때에도 사람과 재화의 이동 여건과 의료 및 방재와 같은 필수 서비

스의 제공 여건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이해를 토

대로 교통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교통부(UK

DfT, 2014; US DoT, 2009)의 국가교통 8대 회복전략에 교통망의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는 것도 교통망 취약성 분석의 중요성을 방증하며(정동재·

장수은, 2016), 그 중요성은 기상이변과 같은 위기의 증가와 함께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는 근래에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상 운영 조건에서의 정적이고, 일반적이고, 평균

적인 교통망의 퍼포먼스 평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교통체계의 변동성(variability)에 따른 교통망의 퍼포먼스 변화와 그 변

동성을 교통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특

히 교통학 분야에 취약성 개념을 도입하고 발전을 이끈 초기 연구인

Berdica (2002)와 D’Este and Taylor (2003)의 성과를 토대로 교통망 취

약성의 정의,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나

타난다. 첫째,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경하

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가정, 즉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가 총 통행량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통행자는 교통망의 서비

스 수준에 따라 자신의 교통수단이나 도착지를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통행을 포기하는 등 통행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

서 채택하는 가정은 이론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평가

한 교통망의 취약성은 실제 교통망의 취약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둘째,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중에서 교통망 서

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지표

가 흔히 채택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를 활용함으

로써 취약성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통행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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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틀과 그 틀 내에서 교통망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적용될 때

교통망 취약성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전통적 교통망 취약성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하는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제안하고, 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가변수요 특성을 반영

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의 정합성과 우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첫째, 2장에서 교통망 취약

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평가 방식에 관한 기

존 연구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는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자가 통행경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고정수요 특성

을 가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산출

한 결과는 실제 교통망 취약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다. 둘째, 3장에서 가변수요를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한

다. 가변수요 특성을 모델링하는 방안과 이 평가 체계에 적합한 교통망

퍼포먼스 측정 지표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

을 전제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을 실제 교통망에 적용하는 방안과

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검토한다. 두 모형의 차이를 심층

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의 수행 방법에

관해서도 정리한다. 셋째, 4장에서 실제 교통망에서 고정수요 및 가변수

요 특성을 전제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두 모형의 결과가 이

론적 전체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검증하고 가변수요 모형의 이론적 우수

함과 행태적 정합성에 관해 논의한다. 이어서 공간 집중도 분석을 통해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두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

중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한 패턴으로 분포하

는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지역 노출도의 군집권역이 나타나

는 지역을 비교하고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결과의 합리성을 검토한

다. 넷째, 5장에서 이 연구를 요약하고 의의를 정리한다. 또한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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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지 않는 내용 또는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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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개요

이 장의 2절과 3절은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측정법에 관해 논의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다. 우선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를 검토하고 교통망

취약성의 두 가지 대표 개념인 노출도와 중요도의 정의가 정립되기까지

의 논의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교통망 취약성과 유사한 개념인 위험

(risk) 및 신뢰성(reliability)에 관해 고찰하고 취약성 개념과 비교함으로

써 취약성 개념이 갖는 특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교통망 취약성을 평

가하는 방법에 관해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교통망 취약성은 교통체계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규모로 평가하며 그 피해규모는 두 가

지 방식, 즉 링크 단위 측정법과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두 방식의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제시한다. 이어

서 선행연구에서 피해규모를 측정할 때 채택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와

교통망 충격 시나리오의 설정 방식에 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기존의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한계점

을 지적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고정수요 가정을 전제하

여 이론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는 실제 교

통망 취약성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중에서 교통망 서비스 수준

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지표를 흔히 채

택하고 있고, 종종 두 개 이상의 교통망 퍼포먼스 측정 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성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5절에서는 선행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 즉 가변수요 특성을 전제한 교통

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하고 고정수요 특성을 가정한 교통망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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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

별되는 점임을 설명한다.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관한 전체 연구범위 및 구성요소를 요약하면

그림 2-1과 같다. 2장은 그림 2-1에 포함된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측

정법 등 교통망 취약성 평가체계의 각 요소에 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시

사점을 정리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전제한 고정수요 가정의 한계에

대해 주목하고, 가변수요 특성을 가정하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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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교통망 취약성 연구의 개괄

주: 이 연구는 전체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 중에서 ‘*’를 표시한 부문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또한 동일 조건의 고정수요 모형(‘+’)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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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

교통학 분야에 취약성 개념을 도입하고 발전을 이끈 초기 연구는

Berdica (2002)와 D’Este and Taylor (2003)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Taylor, 2012). 지금까지 진행된 교통망 취약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Berdica (2002)와 D’Este and Taylor (2003)의 성과를 토대로 교통망 취

약성의 정의,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림 2-2는 교통망 취약성을 Berdica (2002)와 D’Este and Taylor (2003)

가 개념화한 이래로 Jenelious (2009)가 노출도와 중요도, 두 개념을 정

립하기까지 교통망 취약성 정의의 발전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2. 교통망 취약성 정의의 발전 과정

먼저 Berdica (2002)는 교통망 취약성을 ‘교통망의 서비스 가용성

(serviceability)에 상당한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incidents)에 대한

민감도(susceptibility)’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서비스 가용성은 교통망 취

약성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서 원하는 시간에 교통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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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D’Este and Taylor (2003)은 Berdica (2002)가

개념적으로만 설명한 취약성의 정의를 교통망 구성요소인 노드(node)의

취약성으로 구체화한다. 즉, D’Este and Taylor (2003)는 노드의 취약성

을 ‘일부 링크의 폐쇄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 저하가 어느 노드의 접근

성(accessibility)을 상당히 떨어뜨릴 때 그 노드는 취약하다’라고 정의한

다.

두 연구 이후 Taylor et al. (2006)은 기존의 노드 취약성 정의에 링크

취약성 정의를 추가하여 취약성을 교통망의 두 가지 요소 즉, 노드와 링

크 각각에 대한 정의로 확장한다. 노드의 취약성은 D’Este and Taylor

(2003)의 정의를 따르고, 링크의 취약성은 ‘어느 링크의 폐쇄 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 저하가 전체 교통망이나 특정 노드의 접근성을 상당히 떨어

뜨릴 때 그 링크는 중요(critical)하다’고 정의한다. 이어서 Jenelius et al.

(2006)은 노드의 취약성과 링크의 취약성에 대한 정의를 각각 노출도

(exposure)와 중요도(importance; 또는 치명도(criticality))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설명한다. 노출도는 교통망 폐쇄와 같은 충격에 대해 분석대상이

받을 수 있는 피해규모를 지칭하고, 중요도는 분석대상에 충격이 발생할

때 전체 교통망에 미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의미한다. 노출도와 중요도

두 개념을 기준으로 노드 취약성과 링크 취약성의 정의는 ‘노드의 노출

도가 높으면 노드가 취약하다’, ‘링크의 중요도가 높으면 링크가 취약하

다’와 같이 예전의 취약성 정의에 비해 명료해진다. 한편 노드의 취약성

은 노드 노출도로, 링크 취약성은 링크 중요도라고 용어를 혼용해 표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노출도와 중요도는 노드와 링크의 취약성을 설명하는데 한정

된 개념이 아니다. Jenelius et al. (2006)의 노드 노출도와 링크 중요도

정의는 후속 연구에서 지역 단위로 집계된 지역 노출도와 지역 중요도로

개념이 확장되기도 한다(see Jenelius, 2009). 또한 격자셀(grid cell;

Jenelius and Mattsson, 2012) 또는 장소(locality; Taylor and

Susilawati, 2012) 등의 분석 단위에 대해서 노출도와 중요도를 정의하기

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노출도는 노드의 취약성만을, 중요도는 링크의



- 10 -

취약성만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닐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단위에 대해 통

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노출도와 중요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통체계의 두 요소, 수요와 공급

의 관점 차이이다. Jenelius (2009)도 노출도는 교통수요 관점으로, 중요

도는 교통공급 관점으로 교통망 취약성을 정의하는 개념이라 언급한 바

있다. 노출도가 높다는 것은 교통체계에 발생한 충격의 영향에 노출된

통행자가 특별히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어느

공급요소(링크, 노드 또는 지역 등)의 퍼포먼스 저하가 전체 교통망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교통망 운영에 중요한 공급요소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개념은 교통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구별되면

서 한편으로는 중요도가 높은 공급요소는 노출도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

로 노출도가 높은 대상은 중요도가 높은 공급요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서 교통망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취약성의 두 개

념인 노출도와 중요도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정의 비고

취약성 노출도 또는 중요도의 수준

노출도 교통체계에 충격이 발생할 때 평가대상이 

그 영향에 노출된 정도

수요관점 취약성

중요도 평가대상에 충격이 발생할 때 그 충격이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공급관점 취약성

표 2-1. 취약성의 두 개념: 노출도와 중요도

지금까지 정리한 취약성의 정의는 여러 후속 연구(Taylor and

Susilawati, 2012; Jenelius and Mattsson, 2012; 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 Cui and Levinson, 2018; García-Palomares et

al., 2018; Reynaud et al., 2018)에서 준용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취약

성의 정의는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충격에 의한 영향을 측정하는 기준으

로 2장 3절에서 살펴본다)와 평가 대상의 설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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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Berdica (2002)는 서비스 가용성을 기준으

로, D’Este and Taylor (2003)는 접근성을 기준으로 취약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으로 중요도를 정의하

는 사례도 있다(see Reynaud et al., 2018). 같은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를

기준으로 취약성을 정의할지라도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예: 통행

포기, 경로변경 등)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취약성이 내포하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 평가 대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통망 요소인

링크와 노드에 대해 취약성을 정의하지만 격자셀(Jenelius and

Mattsson, 2012) 또는 장소(Taylor and Susilawati, 2012) 단위로 취약성

을 정의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취약성의 정의는 각 연구의 세부 연구설

계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 표 2-1의 정의를 따른

다.

한편 교통망 취약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위험(risk)과 신뢰성

(reliability)이 있다. 위험은 충격 의 발생확률 Pr과 충격에 따른 결

과의 심각도(severity of consequence; 이하 피해규모) ,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험은 일반적으로 그림 2-3과 같이 발생확률

과 피해규모의 조합인 Pr· 지표로 측정한다(Berdica, 2002;

Jenelius et al., 2006; Taylor et al., 2006).

그림 2-3. 위험의 측정지표: 충격의 발생확률과 피해규모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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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은 일반적으로 ‘정상(standard or normal) 퍼포먼스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Wakabayashi and Iida, 1992, Berdica,

2002; Chen et al., 2002; D’Este and Taylor, 2003; Jenelius et al., 2006).

신뢰성은 크게 세 가지, 즉 연결 신뢰성(connectivity reliability), 통행시

간 신뢰성(travel time reliability), 용량 신뢰성(capacity reliability)을 포

함한다. 연결 신뢰성은 교통망의 노드가 연결된 상태로 유지돼 있을 가

능성, 즉 출발지와 도착지간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다. 통행시간 신뢰성

은 정상적인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용량 신뢰성은

통행수요를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신뢰성은 교

통망이 정상적인 퍼포먼스로 기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못하는 가능성

Pr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또한 신뢰성 분석은 정상적인 운영조건

에서 반복적, 일상적인 교통체계의 변동에 대한 교통망 퍼포먼스에 주목

하고, 기준이 되는 정상 퍼포먼스를 정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반면 취약성은 비교적 비반복적이고 드물게 발생하는 충격에 대하여

교통망 퍼포먼스의 변화를 고려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교통망 퍼포먼스

의 측정이 중요하다(Oliveira et al., 2016; Yap et al., 2018). 또한 취약성

의 정의는 이미 충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하고, 충격으로 인한 피해규모

에 초점을 둔다. 어떤 유형의 충격이 발생하는지, 그 충격의 발생

확률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Berdica, 2002; D’Este and Taylor, 2003; Jenelius et al., 2006; Sarewitz

et al., 2003; Taylor et al., 2006). 첫째, 일부 유형의 충격, 예컨대 테러

나 자연재해 등은 그 충격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충격이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둘째, 교통망 취약성 분석의 목적을 고려하면, 충격의 발생 여부보다

어떤 충격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충격에 의한 피해규모와 대응 방

안을 분석하는 것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드물지만 치명적인 충격의

경우 그 발생확률은 매우 작은 값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지표처럼 발생

확률을 고려하게 되면 충격이 교통망에 미치는 피해규모의 심각성을 식

별하기 어렵다(Taylor et al., 2006). 이런 이유로 기존 연구(D’Es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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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2003; Suarez et al., 2005; Jenelius et al., 2006; Jenelius, 2009;

Taylor and Susilawati, 2012; 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 Cui and Levinson, 2018; Reynaud et al., 2018)는 링크 또는 노드

의 폐쇄가 전제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교통망 취약성을 분석한다. 지금

까지 설명한 위험, 신뢰성, 취약성의 차이를 각 개념의 평가 지표에 반영

되는 요소(확률, 피해규모) 측면에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확률 결과(피해규모)

위험    Pr·  Pr  

신뢰성  Pr Pr n/a

취약성    n/a  

표 2-2. 위험, 신뢰성, 취약성 개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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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

교통망의 취약성은 그 정의(표 2-1 참조)를 따라 충격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교통 수요와 공급 관점의 피해규모로 평가한다. 피해규모는 크

게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교통망에서 나타나는

교통망 퍼포먼스 를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어림추정하거나, 둘째, 충격

에 의한 교통망 퍼포먼스의 변화량 으로 측정한다. 전자의 방식은 링

크의 중요도 평가에서만 활용되는 방식이고, 후자의 방식이 취약성 평가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접근법이다. Reynaud et al. (2018)는 두 방식을

각각 링크 단위 측정법,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교

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은 표 2-3과 같이 개념적으로 중요도 모형과 노

출도 모형으로 구분하고, 피해규모의 측정 방식에 따라 링크 단위 측정

법과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으로 나뉜다.

구분 취약성(피해규모) 측정 방식에 따른 구분

중요도 링크 단위 측정법 교통망 퍼포먼스  (표 2-4)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  (식 2-1):





,

(식 2-3):

 


≠ 




노출도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  (식 2-1):





,

(식 2-2):

 


≠ 




표 2-3.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의 구분

먼저 링크 단위 측정법은 개별 링크의 용량 대비 교통량(volume to

capacity, V/C), 연평균 일 교통량(Average Annual Daily Traffic,

AADT) 등과 같은 현재 교통망 퍼포먼스, 특히 독립된 링크 단위의 현



- 15 -

황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한다(Tampere et al., 2007;

Knoop et al., 2012). 이 방식은 대규모 도시 교통망에 대해서도 빠르고

쉽게 교통망의 취약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전 판별(pre-selection)

용도로 유용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통망의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전제하므로 어느 교통망 요소가 폐쇄(또는 그에 준

하는 기능 저하)됐을 때의 경로 우회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

(Scott et al., 2006). 특히 도로의 유형이나 교통망에서의 역할을 반영하

지 못하는 점 때문에 교량, 터널과 같은 교통시설은 그 취약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링크 단위 측정법의 한계는 Knoop et al. (2012)의 연구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Knoop et al. (2012)은 표 2-4의 대표적인 링크 단위 취약성 지

지표 측정법 설명

  · 교통량 의 절대적 크기와 용량 에 가까운 정도를 동시에 

포착

  · 대기행렬이 상류부 링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가 

짧아서 링크 폐쇄의 영향이 큰 링크를 포착

 × · 용량  이상인 링크에 한해서  효과를 포착

·    for   ,  for   
 × · 에 충격의 발생 확률을 반영

· 확률은 교통량 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

 ××


  ·  효과와 충격의 발생 확률, 상류부 파급영향을 고려

 ××


  · 포착 기준은  와 같으나 용량에 따른 효과 구분

 


  · 상류부 링크의  합산으로 파급효과(blocking back effect) 

포착 

  · 용량 대비 교통량이 많은 링크를 포착

  · 링크 폐쇄시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우회해야 하는지 포착

주: 각 지표는 링크 의 특성 값이며, 는 링크 의 상류부 링크를 의미한다.
자료: Knoop et al. (2012)

표 2-4. 링크 단위 측정법의 대표적인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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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개를 수집하고, 이 지표로 분석한 9개의 링크 단위 측정법 기반의

링크 중요도 결과와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을 이용해 총 통행시간의 변화

량으로 링크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2-4는 링크 단위

측정법과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 두 측정 방식으로 도출한 링크의 중요도

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의 9개 패널에서 수직축은 링크 단

위 취약성 지표 9개로 각각 평가한 9개의 링크 중요도( - )를, 수평축

은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를 의미한다. 그림 2-5

는 그림 2-4와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다만 링크 중요도의 값이 아닌 순

위를 기준으로 산점도를 그린 것이다. 두 그림은 링크 단위 측정법의 링

그림 2-4. 링크 단위 측정법과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의 링크 중요도(값) 비교

자료: Knoop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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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링크 단위 측정법과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의 링크 중요도(순위) 비교

자료: Knoop et al. (2012).

크 중요도가 그 지표의 종류와 관계없이 즉, 링크 단위 측정법으로 도출

한 9개의 링크 중요도 결과가 사실상 실제 링크 중요도를 대표하는 네트

워크 단위 측정법의 링크 중요도 결과와 모두 상관성이 낮음을 보여준

다. Knoop et al. (2012)는 링크 단위 지표로 교통망의 역학관계(network

dynamics)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링크 단위 측정법은 교통망 취약

성을 예측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고,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

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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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은 교통망 요소가 폐쇄(또는 그에 준하는

기능이 저하)된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와 정상 상태로 운영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교통망 퍼포먼스를 비교하고 그 차이로 교통망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개별 교통망 요소가 전체 교통망에서 갖

는 역할과 다른 교통망 요소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교통망 요

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링크 단위 측정법보다 취약성

평가에 적합하다. 다만 교통망 규모와 시나리오의 수에 따라 정도의 차

이는 있을지라도 링크 단위 측정법에 비해서 계산에 소요되는 부담이 크

다.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은 지역 의 노출도 와 교통망 요소 의 중

요도 를 [식 2-1]의 교통망 퍼포먼스의 변화량 을 이용하여 각각

[식 2-2], [식 2-3]과 같이 측정한다. 즉, 지역 의 노출도 는 전체

교통망 요소 집합 에 포함된 각 교통망 요소 ∈에 충격이 발생할

때(즉, 충격 시나리오 ) 출발지 에서 모든 도착지 ∈까지의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을 산출하고, 모든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해 합산한 값

이다. 교통망 요소 의 중요도 는 교통망 요소 에 충격이 발생할

때(즉, 충격 시나리오 ), 모든 출발지 ∈에서 모든 도착지 ∈까지의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을 합산한 값이다.


  

 
  ∈ ∈. [식 2-1]

 


≠ 


 ∈ ∈ . [식 2-2]

 


≠ 


 ∈ ∈ . [식 2-3]

여기서 ∈는 충격이 발생한 교통망 요소이자 시나리오 번호를 의미한

다. 는 전체 교통망 요소 집합 또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망 요

소 집합이면서 충격 시나리오의 집합을 의미한다. 
는 교통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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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출발지  , 도착지 간 교통망 퍼포먼스를, 
 

는 충격이 발생하기 전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교통망 퍼포먼스이다. 

는 출발지, 도착지 쌍(   pairs)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

중치이다.

[식 2-2]의 노출도 모형과 [식 2-3]의 중요도 모형에서 평가 대상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각 지역 와 교통망 요소 로 설정하고 있는데,

집계 및 세분 정도에 따라 링크와 노드(Jenelius et al., 2006), 지역

(Jenelius, 2009), 격자셀(Jenelius and Mattsson, 2012), 장소(Taylor and

Susilawati, 2012)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대상과 무관하게

피해규모([식 2-1])를 교통수요 관점 또는 교통공급 관점으로 측정하는

[식 2-2]의 노출도 모형과 [식 2-3]의 중요도 모형의 평가 체계는 유지

되지만, 평가 대상의 집계 수준에 따라서 두 모형의 계산식에 일부 합산

과정이 추가 또는 생략된다. 예컨대 교통망 요소 의 중요도에 관한 [식

2-3]을 지역 의 중요도에 관한 [식 2-4]로 확장할 수 있다.

 
∈ ≠ 


 . [식 2-4]

또한 [식 2-2], [식 2-3]에서는 노출도와 중요도를 충격에 의한 총 피

해규모로 측정하고 있으나, 피해규모의 평균이나 최댓값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즉, [식 2-2]의 노출도는 여러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각 교

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을 합산해서 교통망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충격에

대해 예상되는 총 피해규모로 측정하는 반면, [식 2-5]와 같이 각 충격

시나리오의 피해규모 중에서 최대 피해규모로 노출도를 평가할 수도 있

다. [식 2-5]의 방식은 교통망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중에서 가장 치명

적인 충격에 대한 노출도로 해석한다.

  max∈ 
≠ 


 . [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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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식 2-5]에서 교통망 퍼포먼스 는 통행시간, 통행량, 접근

성,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표 2-5

는 교통망 취약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대표적인 교통망 퍼포먼

스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연구 중요도 노출도 

D’Este and Taylor 

(2003)

· 접근성 · 접근성 

Suarez et al. (2005) · 취소된 통행량*

(경로이용 불가시)

· 취소된 통행량* 

(출발, 도착지 침수시)

· 대-miles

· 대-시

· 취소된 통행량* 

(경로이용 불가시)

· 취소된 통행량* 

(출발, 도착지 침수시)

· 대-miles

· 대-시

Jenelius et al. (2006) · 일반화 통행비용

· 취소된 통행량*

· 일반화 통행비용

Taylor et al. (2006) · 접근성 · 접근성 

Jenelius (2009) · 통행시간 및 대기시간 · 통행시간 및 대기시간

Jenelius and Mattsson 

(2012)

· 통행시간 및 출발대기시간

· (최적경로 없을시 

출발시간 조정)

· 통행시간 및 대기시간

주: 1.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된 지표의 개수가 연구별로
다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구명을 기준으로 구분해 작성하였다.

2. '취소된 통행량' 지표는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서의 통행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폐쇄로 인해 출발지와 도착지간 통행시간을
산출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한해서만 사용된 보조지표이다.

표 2-5.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적용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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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연구 중요도 노출도 

Taylor and Susilawati 

(2012)

· 접근성 · 접근성 

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

· 통행시간(통행량가중)

· 취소된 통행량*

· 통행시간(통행량가중)

· 두 개 이상 통행 경로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링크수

Cui and Levinson 

(2018)

· 접근성 · 접근성

García-Palomares et 

al. (2018)

· DEA synthetic criticality 

indicator

· n/a

Kim and Song (2018) · n/a · ACCREL (Integrated 

Accessibility and 

Reliability indicators)

Reynaud et al. (2018) · 자동차 배기가스 · n/a

Yap et al. (2018) · 통행시간 및 통행량

· 일반화 통행비용

· n/a

주: 1.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된 지표의 개수가 연구별로
다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구명을 기준으로 구분해 작성하였다.

2. '취소된 통행량' 지표는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서의 통행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폐쇄로 인해 출발지와 도착지간 통행시간을
산출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한해서만 사용된 보조지표이다.

(표 계속) 

홍수에 대한 교통망 취약성을 분석한 Suarez et al. (2005)는 네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이 가정에 연계하여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4개를 선정

하였다. 네 가지 가정은 첫째, 침수된 도로는 통행할 수 없고, 둘째, 침수

된 주거지역의 출발통행은 취소되고, 셋째, 통근목적 도착지가 침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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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근 통행은 취소되고, 넷째, 침수된 지역에 대한 쇼핑통행은 인근 지

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는 첫째, 출발지에서 도착

지까지 가는 경로가 침수돼 취소된 통행량, 둘째, 출발, 도착지가 침수돼

취소된 통행량, 셋째, 대-miles의 증가량, 넷째, 대-시의 증가량이다. 홍

수에 의해 얼마나 많은 통행이 취소되고 통행시간 및 거리가 증가되는지

를 분석하여 교통망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단, 여기서 취소된 통행량은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서의 통행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교통망 폐쇄로 인해 출발지와 도착지간 통행시간을 산출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한해서만 사용된 보조지표이다.

Jenelius et al. (2006)는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로 일반화 통행비용을

선정하고 링크의 중요도와 지역의 노출도를 링크의 폐쇄에 따른 일반화

통행비용의 변화로 평가하였다. 다만 링크가 폐쇄되어 출발지, 도착지간

대안 경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화 통행비용 대신 별도의 지표인

취소된 통행량을 사용했다. 즉, 링크의 중요도는 일반화 통행비용의 변화

또는 총 통행량 대비 취소된 통행량으로 평가하였고, 지역의 노출도는

해당 지역에서 다른 각 지역까지의 일반화 통행시간 변화량으로 측정하

였다.

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는 대중교통망의 각

링크가 폐쇄될 때 교통망 퍼포먼스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당 링크의 중요

도와 역 단위의 노출도를 평가하였다.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지표

는 링크의 중요도 평가에 2개 지표, 역의 노출도 평가에 2개 지표, 총 4

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먼저 링크의 중요도 평가에서는 충격 발생 후

출발지, 도착지간 대안 경로가 있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대해서는 통행

량 가중 통행시간 지표로, 대안 경로가 없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대해서

는 취소된 통행량 지표로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였다. 역의 노출도

평가에서는 충격 발생 후 출발지, 도착지간 대안 경로가 없는 출발지-도

착지 쌍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 통행 경로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링크

수 지표로, 대안 경로가 있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대해서는 통행량 가중

통행시간 지표로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였다. Rodríguez-Núñez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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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ía-Palomares (2014)에서도 주요 지표로 충격 발생 이후의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

지표를 적용하였다.

García-Palomares et al. (2018)는 여러 접근성 지표들이 갖는 고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4개의 접근성 지표를 합성한 지표(synthetic

criticality index)를 제안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4개의 접근성 지표는 가

중 평균 통행시간(weighted average travel time), 중력기반 접근성

(potential accessibility), 누적기회 접근성 2개(daily accessibility; 임계통

행시간 3시간, 4시간 적용)이다. 자료포락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응용해 4개 접근성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합성하고 스페인

의 고용량 도로망의 중요도 분석에 적용해 그 특성을 점검하였다.

Kim and Song (2018)은 접근성과 신뢰성 지표를 합성한 ACCREL

(Integrated Accessibility and Reliability indicators)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 지표는 접근성과 신뢰성 지표로 측정한 교통망 퍼포먼스에 간극이 있

는 점(예컨대 접근성이 높은 역사가 반드시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Kim and Song (2018)은 예제

교통망 및 서울시 철도망의 퍼포먼스를 ACCREL로 측정하고, 이 지표가

교통망 퍼포먼스 측정에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그러나 정상 운영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취약성 연구 방식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지

표가 취약성 평가 지표로서 적합한지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ACCREL 지표와 앞서 살펴본 García-Palomares et al. (2018)의

DEA 결합 지표와 같이 여러 지표를 합성한 지표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Yap et al. (2018)은 대중교통망의 중요 링크 식별 및 그 링크의 중요

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통행시간 및 승객수 지표와 사회적 비용 지표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 지표는 통행수요, 접근시간, 대기시간,

차내시간, 환승횟수, 환승이동시간을 모두 고려해 화폐가치화한 것이다.

이 지표로 네덜란드 Randstad Zuidvleugel 지역의 대중교통 교통망(일반

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트램)의 링크 중요도를 분석하고 지표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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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외에 D’Este and Taylor (2003), Taylor et al. (2006), Taylor and

Susilawati (2012), Cui and Levinson (2018)는 접근성 변화량을 기준으

로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Reynaud et al. (2018)는 자동차 배기가

스 증가량을 이용해 링크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식 2-1]-[식 2-5]의 네트워크 단위 분석 모형에서 정상 상태 시나리

오(  )와 비교되는 충격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은 표 2-6과

같이 두 가지 방식 즉, 전체 시나리오 탐색법(full scan approach 또는

full range of scenarios assessment approach)와 주요 시나리오 탐색법

(specific scenarios assessment approach)이 있다.

시나리오 설정 방법 설명 특징

전체 시나리오 

탐색법

교통망의 전체 링크 또는 

노드를 대상으로 한 번씩 

폐쇄되는 상황을 개별 

시나리오로 모두 설정하는 방식

전체 교통망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과 중요한 교통망 요소를 

식별할 때 유용

주요 시나리오 

탐색법

주요 링크 또는 노드를 

선별하여 이 링크 또는 노드가 

폐쇄되는 상황만을 시나리오로 

고려하는 방식

소수의 비교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

표 2-6. 시나리오 설정 방법

전체 시나리오 탐색법은 교통망을 구성하는 전체 링크 또는 노드를

대상으로 한 번씩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두 각각의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전체 시나리오 탐색법은 전체 교통망에

서 가장 노출도가 높은 지역과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교통망 요소를 식별

하는데 유용하지만 대규모 교통망에서는 계산 부담이 커서 비실용적일

수 있다. Jenelius et al. (2006), Taylor and Susilawati (2012), Cui and

Levinson (2018)에서 전체 링크 탐색법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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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나리오 탐색법은 교통망을 구성하는 전체 링크 또는 노드 중에

서 주요 링크 또는 노드를 선별하여 이 링크 또는 노드에 충격이 발생하

는 상황만을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링크 탐색법은 소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선정함으로써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 부담이 적고 소수

의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다(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 Reynaud et al., 2018). 연구자는 일반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는 교통망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주

요 링크와 노드를 선정해 충격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링크 탐색법이 교통망의 전체 링크와 노드를 충격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

는 점만으로 전체 링크 탐색법보다 경쟁우위가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주요 시나리오 탐색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교량의 취약성 분석

(Berdica and Mattsson, 2007), 주요 범람지역 교통망의 취약성 분석

(Suarez and Lakshmanan,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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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평가 방법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망 취약성은 교통수요 관점과 교통공급 관점, 두 관점

으로 정의한다. 교통수요 관점으로는 노출도가 높으면 취약하다고 정의

하며, 여기서 노출도는 교통체계에 충격이 발생할 때 평가 대상이 그 충

격의 영향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통공급 관점으로는 중요도가

높으면 취약하다고 정의하며, 여기서 중요도는 평가 대상에 충격이 발생

할 때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출도와

중요도가 기준이 되는 교통망 취약성의 평가는 모두 충격의 영향, 즉 피

해규모를 측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피해규모는 일반적으로 정상 시나

리오 대비 충격 시나리오의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으로 측정한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충격에 대한 피해규모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가 검토한 모든 교통망 취약성

연구는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경하는 것

만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가정을 하고 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가 총 통행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다. 총 통행량이 고정이라는 ‘고정수요(fixed demand)’ 가정은 통행발

생량이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에 비탄력적(inelastic)이라 전제하는 전통

적 교통수요 모형의 분석 틀이 갖는 한계(Ortúzar and Willumsen, 2011;

22)를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의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 전제하는 고정수요 가정의 한계는 그

림 2-6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6의 가로 축은 통행수요 를, 세로

축은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 를 의미한다. 는 통행시간, 통행비용, 접

근성 등의 교통망 퍼포먼스로 측정할 수 있다. 좌표평면에 보이는 두 유

형의 곡선은 에 대해 단조 감소하는 수요함수와 에 대해 단조 증가하

는 교통망 퍼포먼스 함수이다. 교통망 퍼포먼스 함수 는 충격이 발생

하기 전   인 정상 상태에서의 함수이고, ≠ 는 충격     가

발생했을 때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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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는 충격이 발생한 후의 통행수요가

충격이 발생하기 전의 균형점 에서의 통행수요 와 같다고 가정한

다. 이 가정에 의해 충격 시나리오   과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교통망의 취약성은 각각  ′       과  ′′       
정보를 토대로 도출된다. 그러나 현실의 통행자는 교통망 퍼포먼스에 따

라 자신의 교통수단이나 도착지를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통행을 포기하

는 등 통행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충격    또는   이 발생하면

균형점 는 새로운 균형점  또는 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일례로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실제 교통망 취약성은 교통망 퍼포먼스 변

화     와 교통수요 변화    가 모두 고려된 값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기존 연구에서 채택하는 고정수요 가정은 충격에 반응하

는 실제 교통수요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론적 정합성이 부족하

고, 그 가정을 토대로 평가한 교통망의 취약성은 실제 교통망의 취약성

을 대표하지 못한다.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

에 따른 통행수요의 ‘가변성’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2-6. 충격의 발생에 따른 교통수요와 교통 서비스 수준의 균형점 변화



- 28 -

둘째, 기존 연구에서 채택한 교통망 퍼포먼스 를 측정하는 지표 중

에서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도 보인다. 기존 연구에

서 흔히 쓰이는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인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지표는 충

격에 따른 통행수요 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두 지표를 사용하면

교통망의 취약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평가대상의 취약성 순위를 왜곡

해 파악할 수 있다. 대안으로 통행시간을 교통수요로 가중합산한 지표나

활동기회를 통행시간으로 가중합산한 접근성 지표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하는 분석 틀에서는 충격이 발생해도 활동기회 및

교통수요가 불변인 것을 가정하므로 반쪽짜리 지표이다. 교통망 서비스

수준 변화에 대해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

하고 그 틀의 전제에 부합하는 지표, 즉 교통망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두 개 이상의 지

표를 활용함으로써 평가대상의 취약성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표 2-5에 정리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충격으로 인해 교통망

이 폐쇄되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대안 경로가 없는 경우, 별도의 보조

지표인 취소된 통행량으로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한다(see Suarez et

al., 2005; Jenelius et al., 2006; Rodríguez-Núñez and García-Palomares,

2014). 그런데 출발지, 도착지간 대안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으

로, 대안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된 통행량으로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두 지표를 기준으로 취약성을 평가하면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컨대 표 2-7에서 링크   가 폐쇄될 때 출발지 과 도착

지  사이에는 대안 경로가 있어서 통행시간 증가량으로 취약성을 평가

하지만, 출발지 와 도착지  사이에는 대안 경로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통행시간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통행시간 대신 취소된 통행량(즉, 해당

구간의 통행량)으로 취약성을 평가한다. 이처럼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

하는 기준이 다르면 어느 경우가 더 취약한지를 비교할 수 없다. 대안

경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지표가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보조지표로 활용한 취소된 통행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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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폐쇄 전(위)과 후(아래) 시나리오 출발지-도착지 대안 경로 지표

 



N/A

  N/A

  통행시간 

변화량

 - 취소된 

통행량

표 2-7.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의 이원화 문제

표는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서의 통행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폐쇄로 인해 출발지와 도착지간 통행시간을 기술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한해서만 사용된 보조지표라는 점

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리하면, 기존의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나

타난다. 이 한계점은 그림 2-1의 교통망 취약성 평가체계의 두 요소인

교통수요의 반응에 대한 가정과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지표에 관

한 것이다. 첫째,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

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고정수요 가정을 전제하여 이론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평가한 교통망 취약성 결과는 실제 교통망

취약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둘째, 피해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교통망 퍼포

먼스 지표 중에서 교통망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

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지표가 흔히 채택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교통망

퍼포먼스 측정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교통망 취약성의 크기를 비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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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

지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첫째, 그림 2-1의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평가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는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자가 통

행경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고정수요 특성을 가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는 실제

교통망 취약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가변수

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가변수요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과 이 평가 체계에 적합한 교통망 퍼포먼스 측정

지표, 즉 교통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있고 전체 평가 대

상에 대해 단일 지표로서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

한다. 셋째, 실제 교통망에서 고정수요 및 가변수요 특성을 전제한 교통

망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두 모형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을 진행한다.

사례분석과 심층분석을 통해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

가 모형(이하 가변수요 모형)의 정합성에 관해 논의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차별성은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에서 교통망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을 비현실적으로 가정하는 한계를 밝히고, 그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변수요 모형에 주목하는 점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 즉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

는 그림 2-1의 전체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에서 ‘*’를 표시한 부문에

집중한다. 교통수요의 반응에 관한 가정 외에 충격 대상, 교통망 퍼포먼

스 지표 등의 차이에 따른 비교는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교통수요 반응 중에서 교통수단 전환 및 통행스케쥴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통행빈도, 도착지, 통행경로의 변경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충격 대상은 도로 교통망으로 설정하고 활동기회 및 통행자에 대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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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교통망 취약성 평가체계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가변수요 모형이 고정수

요 모형에 비해 이론의 정합성만큼 그 결과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의 검증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5장에서 연구

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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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방법론

제1절 개요

이 장에서는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

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두 모형을 실제 교통망에 적용하는 방안과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 설계에 관해 설명한다. 먼저 2절은 충격

에 대한 가변수요 특성의 교통수요 반응과 고정수요 특성의 교통수요 반

응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가변수요 특성의 교통수요 반응은 전

통적인 교통수요 예측 네 단계 모형 또는 가변 교통량 배정 모형으로 분

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이 연구가 채택한 후자의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고정수요 특성의 수요 반응은 경로 변경만을 고려

하는 고정수요 교통량 배정 모형으로 분석한다.

3절은 교통망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출도 및 중요도 모형과 이

모형에 적용되는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에 관해 설명한다. 교통수요와 공

급의 변화를 모두 고려할 수 있고 전체 평가지역에 대해 단일 지표로서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로 누적기회 접근

성 지표를 제안한다. 또한 누적기회 접근성 지표의 특징, 측정방법 및 선

정 근거를 설명한다.

4절은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

을 실제 교통망에 적용하는 방안과 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 설계

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평가 대상, 시나리오 및 두 모형의 비교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두 모형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의 수행 방법에 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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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수요 반응의 모델링

1. 가변수요 모델링

교통수요 는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 와 활동기회의 공간적 배치

의 함수로서    이다. 또한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 는 교통

량  , 교통망 퍼포먼스  , 운영방식(통행료 등) 의 함수로서

    이다. 교통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  는 두 함수를 동시

에 고려한 [식 3-1]로 찾을 수 있다.

         [식 3-1]

교통수요의 가변성은 활동기회의 공간적 배치  , 교통망 퍼포먼스  ,

운영방식 에 따라 통행자의 통행빈도(또는 통행여부), 경로, 교통수단,

도착지 등이 탄력적(elastic or responsive)으로 반응하는 교통수요의 특

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특성을 갖는 교통수요를 가변수요(variable

demand)라고 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정수요(fixed demand)가 있다.

가변수요 특성과 고정수요 특성을 구분할 때 교통수요의 총량이 변하는

지 여부로 엄격히 구별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로 변경, 교통수

단 전환과 같은 수요 반응은 고정수요 특성에, 통행빈도 변경, 통행포기

와 같은 수요 반응은 가변수요 특성에 포함된다.

교통망에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교통수요의 가변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교통수요 네 단계 예측

모형으로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교통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고, 이 과정을 통해 교통수요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통

망 퍼포먼스 의 변화로 인해 교통량 배정 모형의 산출물인 통행시간(

의 대표적인 대리지표)이 변하면, 이는 곧 통행발생량의 주요 영향요인

인 주거와 고용의 접근성(와 의 함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행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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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된다. 통행발생량의 변화는 통행분포 모형과 수단선택 모형을

거쳐 교통량 배정 모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은 교통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림 3-1은 전통적인 교통수

요 네 단계 예측 모형과 반복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반복 과정 (Martin and McGuckin, 1998;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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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림 3-1에서 화살표 모양 ‘▶’와 ‘▶▶’로 구분한 바와 같이, 전

통적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반복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행발생 모형을 제

외한 통행분포에서 통행배정까지 세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Martin and

McGuckin, 1998; Ortúzar and Willumsen, 2011). 즉, 교통망 퍼포먼스 

의 변화가 통행발생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다. 이 가정이 갖는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통행발생 모형을 포함한 바

람직한 반복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통행발생 모형에 접근성

변수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구주제

로 남아있다(Ortúzar and Willumsen, 2011, 164-165; Jung et al., 201

11)). 따라서 전통적 교통수요 예측모형으로는 교통망 퍼포먼스 의 변

화에 대해 도착지 변경, 교통수단 전환과 같은 교통수요의 반응 외에 통

행빈도 변경 및 통행 포기와 같은 교통수요의 반응을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가변 교통량 배정 모형(variable demand traffic assignment

models)으로 교통수요의 가변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모형은 교통존 간

통행량을 수요함수로 결정하는 교통량 배정 모형으로서, 수요함수의 형

태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수요함수가 교통

수단선택 변수를 포함한 함수이면 교통수단선택과 경로선택 과정이 결합

된 균형수단선택모형(simultaneous bi-modal network equilibrium

model)2)이 된다. 수요함수가 중력모형 형태이면 교통망 퍼포먼스나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통행빈도 및 통행량, 도착지, 경로선택 등에 대한 교

통수요의 가변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가변 교통량 배정 모형은 교통망의

운영조건에 따른 교통수요의 반응, 특히 통행 포기와 통행량 변화와 같

은 반응을 고려할 수 있어서 교통망의 최적 통행료 설정에 관한 연구에

서 자주 쓰인다(see Ferrari, 1995, 1997; Yang and Bell, 1997; Larsson

and Patriksson, 1998; Hearn and Yildirim, 2002; Yildirim and Hearn,

2005).

1) Jung et al., (2011)은 통행발생 모형에 접근성 변수를 포함하였으나 통행발생 단
계 이후의 모형과 다이나믹스(model dynamics)를 고려하지 않는다.

2) 한글 명칭은 임강원·임용택(2003)의 표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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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는 표준적인 가변 교통량 배정의 최소화 문제(minimization

program)이다(Beckmann et al., 1955, 1956). 이 식은 Wardrop의 이용자

균형 문제(Wardrop, 1952)를 수리모형으로 변환한 것으로 Beckmann’s

transformation으로 불린다(Boyce, 2013; Sheffi, 1985; 61). 이 수리모형

의 해를 찾음으로써 교통수요 가변성과 이용자 균형(the user

equilibrium with variable demand) 조건을 만족하는 링크 교통량 v와

통행시간 , 교통존 간 교통수요  및 통행량 q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

서 교통존 간 통행량 q는 수요함수 에 의한 값이다. 또한 이용자 균형

이란 모든 이용된 경로의 통행시간은 같고, 이용되지 않은 경로의 통행

시간보다 이용된 경로의 통행시간이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 조건을 의미

한다.

min  (v, q) = 





 







  [식 3-2a]

subject to





   ∀  [식 3-2b]

 
 ≥  ∀   [식 3-2c]

  ≥  ∀   [식 3-2d]

여기서 
 (·)는 출발존 와 도착존  쌍의 수요함수의 역함수, q =

  ,   





  

  ∀이다. [식 3-2b]는 각 출발지 와 도착

지 를 통행하는 모든 경로 의 통행량 
의 합계는 해당 출발지와 도

착지 간의 통행량 와 같다는 통행량 보존 제약이다. [식 3-2c]와 [식

3-2d]는 경로 통행량 f와 전체 통행량 q의 비음(nonnegativity) 제약이

다. [식 3-2a]의 목적함수에서 수요함수의 역함수 항을 제거하고 [식

3-2d]의 제약 조건을 완화하면 [식 3-2]는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이용

자 균형 문제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가변수요 특성을 가정한 이용자 균

형 문제는 고정수요 이용자 균형 문제의 목적함수에 수요함수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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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약식 [식 3-2d]를 포함한 것으로서, 가 상수가 아닌 내재변수라

는 점에서 고정수요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균형 문제와 차이점이 있다.

비선형 목적함수를 갖고 있는 [식 3-2]의 최소화 문제는 Frank and

Wolfe (1956)의 볼록 결합 기법(convex combination method)으로 해를

찾을 수 있다. Frank-Wolfe 알고리즘으로도 유명한 볼록 결합 기법은

가능 방향 기법(feasible direction method)의 한 방법으로서 특히 [식

3-2]의 방향 탐색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Sheffi, 1985; 117). [식 3-2]

의 해를 찾기 위한 볼록 결합 기법은 크게 네 단계 즉, 최소화 방향 탐

색, 이동 크기 결정, 이동(링크 통행량과 존 간 통행량 경신), 수렴성 검

토 과정을 반복한다. 먼저 최소화 방향 탐색에 앞서 [식 3-2]를 경로 통

행량 f에 대한 식으로 치환하고, [식 3-2a]의 비선형 목적함수는 (g)의

함수로 선형 근사(linear approximation)하여 [식 3-2]를 선형 최적화 문

제(linear programming)로 전환한다. 그러면 최소화 방향 탐색 문제는

첫째, 선형 근사한 목적함수의 방향 탐색 문제가 기존 목적함수의 방향

탐색 문제와 해가 같은 성질, 둘째, 상수항은 최소화 문제의 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Sheffi, 1985; 101)에 의해 [식 3-3]과 같이 간소화된다.

min  (g ) = 








  

 [식 3-3a]

subject to






 
   ∀  [식 3-3b]

 
 ≥  ∀   [식 3-3c]

여기서 차 반복에서의 어느 출발존 ′∈와 도착존 ′∈간 경로 ′의
통행량에 대한 (f)의 편도함수(partial derivatives)는 [식 3-4]와 같으며,

이 식으로 [식 3-3]을 다시 정리하면 [식 3-5]가 된다.  
는 출발존 와

도착존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 의 통행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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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f  
  ′′ ′  f   ′′  f   [식 3-4]

min  (g ) = 





  

 
  

 [식 3-5]

[식 3-5]의 괄호 [ ] 안의 값은 g에 대해 고정이므로 [식 3-5]는 각 출

발지  , 도착지  쌍에 대한 최소화 문제인 [식 3-6]으로 전환할 수 있

다.

min  (g) = 



  

 
   

 [식 3-6a]

subject to

 
 ≥  ∀ [식 3-6b]





 ≤  [식 3-6c]

[식 3-6]의 최소화 문제는 괄호 [ ] 안의 값이 음수이면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하는 최단 경로 이 있을 경우 해당 최단 경로 에 통행량을

전량 배정하고, 괄호 [ ] 안의 값이 음수가 되게 하는 최단 경로 이 없

을 경우 모든 경로에 통행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찾을 수 있다. 이

를 수식화하면 [식 3-7]과 같다.

If 
  ≤ 

  
 , set 

    and 
    ∀≠  [식 3-7a]

If 
   

  
 , set 

    ∀ [식 3-7b]

여기서 은 
  ≤ min∀를 만족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식 3-7]의 조건으로 교통량을 배정한 것이 [식 3-6]의 최소화 문제의

해이며, 이로부터 볼록 결합 기법의 최소화 방향 탐색을 위한 링크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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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s) 
 






  

 ∀과 존 간 통행량

의 보조 변수 
 




  ∀ 가 산출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최소화 방

향 벡터 d        이 된다. 최소화 방향으로의 이동 크기 는

[식 3-8]을 만족하는 이며, 그 값은 이분법(bi-section method)과 같은

구간 축소법(interval reduction methods)으로 찾을 수 있다.

min  ()=




 
  

   
 

 




 
   

   
 


  [식 3-8a]

subject to

 ≤ ≤  [식 3-8b]

마지막으로 링크 통행량 와 교통존 간 통행량 을 [식 3-9]와 같

이 이동 방향 d 으로 이동 크기 만큼 이동(경신)한다.


    

  
  

  [식 3-9a]


    

  
  

  [식 3-9b]

[식 3-3]에서 [식 3-9]까지의 과정을 수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

하며 교통수요의 가변성과 이용자 균형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다.

[식 3-2a]의 목적함수에서   가 에 대해 증가하는 함수이고,

 
 가 최소 경로통행시간 

에 대해 단조 감소하는 함수이면 목적

함수  v q는 강볼록(strict convexity) 조건이 성립되어 링크 통행량 v

와 존 간 통행량 q에 대한 유일 해(unique solution)를 찾을 수 있다

(Sheffi, 198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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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변 교통량 배정 모형에서 출발존 와 도착존 간의 통행량

를 결정하는 수요함수는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 와 활동기회의 공

간적 배치 의 함수    이다.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교통

존 간 최소 통행시간  ,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등으로 측정할 수 있

다. 활동기회의 공간적 배치는 출발존의 인구규모, 소득수준, 차량보유대

수, 도착존의 고용 및 소비 활동 수준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

회경제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요함수의 형태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요함수 형태는 중력모형 형태와 수단선택

모형 형태가 있다. 중력모형 형태는 [식 3-10]과 같이 출발존 와 도착

존 의 유출 통행량과 유입 통행량을 설명하는 변수  , 와 출발존과

도착존간 통행저항을 설명하는 최소 통행시간의 함수  로 구성된다.

     [식 3-10]

여기서 통행저항 함수(deterrence functions)는 [식 3-11]과 같이 크게 세

형태, 즉 지수함수, 멱함수, 결합함수 형태를 갖는다(Ortúzar and

Willumsen, 2011; 182).

   exp  , [식 3-11a]

    
  , [식 3-11b]

    
  exp  . [식 3-11c]

수단선택모형 형태의 수요함수는 출발존 와 도착존 의 총 통행량


total 과 교통수단 선택확률 Pr(·)의 곱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승용차의

수요함수 
car를 로짓모형에 기반을 둔 승용차 및 대중교통의 통행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식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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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total Prcar, [식 3-12a]

Prcar 
 expcarctransit   

 . [식 3-12b]

중력모형 형태와 수단선택모형 형태를 결합한 직접수요모형(direct

demand models) 형태의 수요함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수요함수는 다양한 함수형태와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식 3-2]의 가변 교통량 배정의 최소화 문제가 유일 해를 갖기 위해서

교통수요 함수는 존간 통행시간에 대해 단조 감소하는 볼록성 특성을 가

져야 한다(Sheffi, 198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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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수요 모델링

경로변경 중심의 고정수요 특성의 수요반응은 고정수요가 전제된 교

통량 배정 모형으로 고려한다. 고정수요를 가정하는 이용자 균형 링크

교통량은 최소화 문제 [식 3-13]의 해와 같다(Sheffi, 1985; 56-78). 고정

수요 교통량 배정 문제의 목적함수 [식 3-13a]는 가변 교통량 배정 문제

의 목적함수 [식 3-2a]에서 수요함수 항을 제거한 것과 같다.

min  (v) = 





  [식 3-13a]

subject to




 
   ∀  [식 3-13b]

 
 ≥  ∀   [식 3-13c]

여기서, 수식 [식 3-13b]는 각 출발지 와 도착지 를 통행하는 모든 경

로 의 통행량 
의 합계가 해당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통행량 와 같

다는 통행량 보존 제약이다. 출발지와 도착지간 통행량 은 상수로 고

려되며 이는 모든 통행량이 교통망에 배정돼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가

변수요 모형이 제약식 [식 3-2d]로 를 상수가 아닌 내재변수로 고려

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식 3-13c]는 경로 통행량 의 비음

(nonnegativity) 제약이다.

수리적 최소화 문제 [식 3-13]의 해는 항상 이용자 균형 상태를 만족

하는 링크 교통량 패턴을 갖는다. 이것은 최소화 문제의 1계 조건

(first-order conditions)에서 이용자 균형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보임으

로써 증명할 수 있다. [식 3-13]의 1계 조건은 [식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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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3-14a]


   ≥  ∀   [식 3-14b]





   ∀  [식 3-14c]


 ≥  ∀   [식 3-14d]

[식 3-14]에서 [식 3-14c]와 [식 3-14d]는 각각 교통량 보존과 비음제

약이다. 중요한 것은 [식 3-14a]와 [식 3-14b]이다. 이 두 식이 이용자

균형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출발지 와 도착지 를 잇는 경로

을 이용하는 교통량이 없으면, 즉 
  이면 해당 경로의 통행시간은

[식 3-14b]에 의해서 출발지 와 도착지 의 라그랑지안 승수(Lagrange

multiplier)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 한편 경로 을 이용하

는 교통량이 있으면 해당 경로의 통행시간은 [식 3-14a]에 의해서


  이다. 경로 을 이용하는 교통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두 경우 모

두 출발지-도착지 쌍의 는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모든 경로

의 통행시간 
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는 출발지 와 도착지 간

의 최소 경로통행시간과 같다. 이로부터 [식 3-14]는 이용자 균형 조건

의 특성을 갖는다. 교통량이 없는 경로는 경로통행시간이 최소 경로통행

시간보다 같거나 크고, 교통량이 있는 경로는 경로통행시간이 최소 통행

시간과 같다. 이 조건에서 어떤 통행자도 경로 변경을 통해서 통행시간

을 줄일 수 없다.

[식 3-14]의 해는 목적함수가 강볼록하므로 유일해를 갖고(Sheffi,

1985; 67), 볼록 결합 기법으로 해를 찾을 수 있다. 볼록 결합 기법은 크

게 네 단계 즉, 최소화 방향 탐색, 이동 크기 결정, 이동(링크 통행량 경

신), 수렴성 검토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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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소화 방향 탐색에 앞서 [식 3-13]의 비선형 목적함수 (v)를

y에 대해 선형 근사하여 선형 최소화 문제 [식 3-15]로 전환한다.

min  (y) (v )+∇ (v )·(yv ) [식 3-15]

여기서 (v)는 vv에서 상수이므로 [식 3-15]의 최소화 문제에서 제

외할 수 있다. 그러면 [식 3-16]이 된다.

min  (y)∇ (v )·(yv ) [식 3-16]

[식 3-16]은 선형 근사식의 최소화 문제가 원래 목적함수의 방향 탐색

문제와 같음을 보여준다. 즉, 이 선형 근사식의 최소화 문제의 해를 찾음

으로써 매 반복 에서의 최적 방향을 결정한다. 한편 [식 3-16]에서

∇(v)은 vv에서 상수이므로 ∇(v)·(v)도 상수가 되어 [식

3-16]은 다시 [식 3-17]과 같이 축약된다.

min  (y)∇ (v )·y [식 3-17]

[식 3-17]의 ∇(v)는 목적함수 (v)의 vv에서의 도함수이다. 어

느 링크의 통행시간은 해당 링크의 교통량에 대한 함수이고 다른 링크의

교통량에 대해 독립이라는 특성([식 3-18])에 의해서 ∇(v)는 링크 통

행시간 벡터가 된다. 따라서 [식 3-17]의 최소화 문제는 [식 3-19]와 같

이 총 통행시간의 최소화 문제가 된다.



   
  ∀≠  [식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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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y)∇ (v )·y



 v  





  [식 3-19a]

subject to





   ∀ [식 3-19b]


 ≥  ∀  [식 3-19c]

여기서 는 링크 의 교통량의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이고, 
는

출발지 와 도착지 를 연결하는 경로 의 교통량의 보조변수이다.

[식 3-19]의 최소화 문제는 교통망에 배정된 교통량의 총 통행시간





 을 최소로 하는 y를 찾는 문제이다. 총 통행시간은 최단 경로에

교통량 전량을 배정(all-or nothing assignment)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

다. 결국 [식 3-19]의 최소화 문제로 찾고자 하는 최적 방향은 출발지 

와 도착지 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에 모든 교통량을 배정하는 방향이

다. 즉, [식 3-20]과 같다.


   if  ≤  ∀ [식 3-20]


   ∀≠ .

[식 3-20]으로 경로 통행량 
 를 산출한 뒤에 링크 교통량과 경로

교통량의 관계식(incidence relationships)인 [식 3-21]로 링크 교통량을

산출한다.


 






   

 ∀ [식 3-21]

여기서  
 는 링크 가 출발지 와 도착지 를 연결하는 경로 을 구성

하는 링크면 1, 아니면 0이다. 이로부터 선형 근사식 [식 3-19]의 해 y
가 도출되고 최적 방향 d이 [식 3-22]와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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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y  v [식 3-22]

n+1차 반복에서의 해 v  은 v을 최적 방향으로 최적 이동량 만

큼 이동한 값으로서 v    v  y  v 이다. 즉, v  은 v과 y이
볼록 결합한 값으로 v과 y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최적 이동량 은

[식 3-23]의 최소화 문제를 이분법(bisection method)과 같은 구간 축소

법으로 찾을 수 있다.

min  v      v  y  v  [식 3-23]

subject to

 ≤ ≤ .

교통망 통행시간을 v  로 경신하고 수렴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위 과

정을 반복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 0. 초기화:    을 기준으로 전량 통행배정

Step 1. 경신: 
    

  ∀

Step 2. 최적 방향 탐색: 
을 기준으로 전량 통행배정 및 

 산출

Step 3. 최적 이동량 계산: min ≤  ≤ 





  

  
 

 

Step 4. 이동: 
    

  
  

  ∀

Step 5. 수렴조건 확인 및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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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교통망 취약성의 평가

1. 평가 모형

이 연구는 교통망 취약성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을 이용하여 충격이 발생할 때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측정하고, 이

피해규모를 토대로 노출도와 중요도를 평가한다. 피해규모는 충격 ∈
가 활동기회 분포  , 교통망 퍼포먼스  , 운영체계 에 발생하기 전과

후의 각 교통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식 3-1] 참조)에서의 교통망

퍼포먼스 차이, 즉 충격에 따른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으로 측정한다.

노출도와 중요도는 각 충격 시나리오의 피해규모 중에서 최대 피해규모

로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식 2-5] 참조)과 모든 충격 시나리오의 피

해규모를 합산해 총 피해규모로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식 2-2], [식

2-3] 참조) 중에서 후자의 모형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발지, 도착지간 피

해규모의 가중치 는 1을 적용한다. 총 피해규모 모형과 가중치 1을

적용하는 것은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특성이 반영된 교통망 취약성 결과

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역 의 노출도 는 [식 3-24] 또는 [식 3-25]와 같다. 지

역 의 노출도 는 전체 교통망 요소 집합 에 포함된 각 교통망 요

소 ∈에 충격이 발생할 때 지역 에서 모든 도착지 ∈까지의 교통

망 퍼포먼스 변화량을 모든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해 합산한 값이다.

 





  ∈ [식 3-24]

 


≠ 


 

  ∈ ∈ [식 3-25]

여기서, 충격 상황을 논의의 용이성을 위해 도로 폐쇄로 상정하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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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도로, 는 충격에 의해 폐쇄될 수 있는 도로 집합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도로가 폐쇄되기 전과 폐쇄된 후의 교통망 퍼포먼스

이다.

교통망 요소 의 중요도 는 [식 3-26] 또는 [식 3-27]과 같다. 교

통망 요소 의 중요도 는 교통망 요소 에 충격이 발생할 때 모든

출발지 ∈에서 모든 도착지 ∈까지의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을 합

산한 값이다.

 



 

  ∈ [식 3-26]

 


≠ 




  ∈ ∈ [식 3-27]

[식 3-24]-[식 3-27]의 노출도와 중요도 측정 모형에서  는 고정수

요 특성을 전제하는지 또는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각각

fix , var로 구분해 표기할 수 있다. 충격 가 발생한 이후의 새로운 균

형    에서 산출된 var 와 충격 가 발생하기 이전의 균형 상태

  를 기준으로 측정된  fix 는 다른 값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2-6 참

조). 이 연구는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의 노출도 및 중요도를

각각 var와 fix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충격 시나리오 ∈와 평가 대상 와 의 집계 및 세분화 수

준은 실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실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장의 제4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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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이 연구는 교통망 퍼포먼스를 누적기회 접근성 지표로 측정한다. 접근

성은 ‘사회, 경제 활동기회에 대한 교류의 가능성 또는 교류 가능성의 강

도(intensity)’로 정의하며, 활동기회의 공간적 분포를 통행주체의 통행능

력 및 의향으로 보정해 측정한다. 따라서 접근성은 교통 서비스 수준과

활동기회의 양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이다(Hansen, 1959; Bertolini

et al., 2005; Cui and Levinson, 2018; 신성일 외, 2005; 정동재 외,

2019).

이 연구에서 접근성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접근성은 교통 서비스 수준과 활동기회의 공간적 분포가 동시에 결합된

개념이면서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과 같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 서비스 요소이다(Wachs and Kumagai, 1973). 이러

한 접근성의 특징은 고용, 의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책이 서로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

다.

둘째, 접근성은 활동 및 통행 수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표이다(Wachs and Kumagai, 1973). 반면 고용자수, 의료비, 통행량,

통행시간처럼 교통 서비스 수준과 활동기회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관

측 지표는 활동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배제

된 활동 및 통행 수요를 고려하기 어렵다. 예컨대 취업 자격은 갖추었으

나 일자리까지 접근이 어려워 고용에서 배제된 인구, 또는 교통약자(장

애인, 노인, 어린이 등)처럼 참여할 수 있는 활동기회가 적은 인구의 활

동 및 통행 수요는 접근성 이외의 지표로 식별하기 어렵다.

셋째, 접근성 지표(누적기회 접근성 기준)는 교통망의 서비스 가용성

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례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에 이용 가능

한 통행 경로가 없을 경우에 통행시간 지표는 그 값을 기술적으로 산출

할 수 없으나, 같은 경우에 대해 접근성 지표로는 0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부 교통망 취약성 평가 연구(Jenelius et al., 2006; Rodríguez-Núñ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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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arcía-Palomares, 2014, Suarez et al., 2005)에서는 통행시간을 주

요 지표로 활용하면서, 교통망 폐쇄로 인해 출발지, 도착지간에 대안 경

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지표인 취소된 통행량을 이용하기도 한

다. 그런데 여기서 취소된 통행량은 교통수요의 반응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단지 통행시간을 산출하지 못하는 출발지-도착지 쌍에 한해서

사용된 기술적 지표이다. 또한 이처럼 평가 지표가 이원화되면 두 유형

의 출발지, 도착지간 교통망 취약성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표 2-7 참조). 반면 접근성 지표는 교통망의 서비스 가용성과 무관하게

모든 출발지, 도착지에 대해 단일 지표로 교통망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망 폐쇄로 인해 대안 경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교통

망 취약성 분석에 유용하다.

접근성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누적기회 지표(cumulative

opportunities measures), 중력기반 지표(gravity-based measures), 효용

기반 지표(utility-based measures)로 분류한다(Bertolini et al., 2005;

Cui and Levinson, 2018; 정동재 외 2019). 첫째, 누적기회 접근성은 임

계 통행시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총 기회의 수를 합산한 값으로서

[식 3-28]과 같이 측정한다(Wachs and Kumagai, 1973; Bertolini et al.,

2005; Cui and Levinson, 2018).

  
≠ 

  , [식 3-28]

if  ≤  then     ,
otherwise    .

여기서, 은 교통존 의 접근성이며, 는 교통존 의 활동기회의 수,

는 교통존 와 간 최소 통행시간이다.   는 에 대한 이항함수

로서, 가 임계 통행시간 보다 작으면, 즉  ≤  면    이고,

가 임계 통행시간 보다 크면, 즉    면    이다. 둘째, 중

력기반 접근성은 누적기회 접근성처럼 활동기회의 수를 합산하되, 활동

기회까지의 통행저항을 고려하여 먼 곳의 활동기회보다 가까운 곳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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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에 가중치를 두고 가중합산 한다(Hansen, 1959; Monzón et al.,

2013). 즉, [식 3-28]의 가 지수함수 exp   , 멱함수 
, 결합함

수 
 exp 등과 같은 통행저항을 표현하는 함수형태가 된다. 셋

째, 효용기반 접근성은 개별 통행자의 활동기회에 대한 선호를 토대로

접근성을 측정한다(Ben-Akiva and Lerman, 1985; 276-322). 이 지표는

도착지와 교통수단의 조합으로 구성된 선택 대안을 대상으로 이산선택

모형과 효용함수를 추정한 후, 이로부터 산출되는 도착지 선택대안의 최

대 효용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누적기회 접근성으로 교통망 취약성을 분석한다. 그 이

유는 첫째, 누적기회 접근성은 해석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

다. 특정 통행시간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활동기회의 수가 많고

적은지로 접근성을 측정 및 해석하고, 절대적 크기에 대한 비교잣대가

존재한다. 반면 중력기반 접근성과 효용기반 접근성은 단위 해석이 어렵

거나 상대적(서수적) 비교만 가능하다.

둘째, 누적기회 접근성은 행태적으로 합리적이다. 중력기반 접근성과

효용기반 접근성이 활동기회의 경쟁우위를 각각 통행저항과 선호로 설명

하는 점에서는 누적기회 접근성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하지만 통행시간예

산 범위 바깥의 활동기회까지 선택 대안에 포함하는 약점이 있다. 통행

자는 통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일정 시간(임계 통행시간) 범위 내에

서 통행에 소비되는 총 시간을 조절하고(장수은, 2018), 임계 통행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는 활동기회에 대해서는 순위를 나열 및 평가하거나

선택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범위 안의 활동기회를 동일 가중

치로 합산하는 누적기회 접근성의 특징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

타나는 ‘만족하기’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 ‘만족하기’란 인간이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되는 선택 대안 중에서도 어

느 대안이 최고의 대안인지 알지 못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스러운

대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의사결정 행태로서 노벨상 수상자

Herbert Simon이 제시한 용어이다. 한편, 임계 통행시간은 교통망 취약

성과 특별히 연계해 고려해야 하는 방재, 치안, 의료와 같은 활동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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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셋째, 누적기회 접근성은 측정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분석 자료 수

집이 용이하여 연구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연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지표이다. 누적기회 접근성은 충분히 축적된 교통존 단위의

활동기회 수와 같은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임계 통행시간만 설정하면 비

교적 간단히 측정할 수 있다. 반면 중력기반 접근성은 통행시간 분포 정

보를 바탕으로 통행저항의 함수형태 설정(specification)과 파라미터의 정

산(calibration) 과정을, 효용기반 접근성은 개별 통행자의 선호를 관찰하

기 위한 실험설계, 조사, 모형 추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누적기회 접근성의 임계 통행시간은 자연스럽게 근접한 지역의

통행행태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계 통행시간을

이용해 영향권 바깥의 통행이 누적하여 미치는 영향을 소거하고 분석 대

상지와 인접한 지역 및 영향권 통행행태의 영향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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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험 설계

1. 평가 대상 및 모형의 적용법

가변수요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의 정합성을 검토하

기 위해서 실제 교통망에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을 가정한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두 결과를 비교한다. 평가 대상 및 모형의 적용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방식 비고

충격 (평가 대상) · 한강 교량의 폐쇄 · 교량정보: 

표 3-2, 그림 3-2

시나리오 설정법 · 주요 시나리오 탐색법 

(19개 교량의 단절 시나리오)

· 표 2-6

피해규모 측정법 · 네트워크 단위 분석법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

· 표 2-3

· 가변수요 퍼포먼스: 식 3-2

· 고정수요 퍼포먼스: 식 3-13

· 교통망 퍼포먼스 변화량: 

식 2-1;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 누적기회 접근성 

(임계통행시간: 60분, 45분)

· 식 3-28:   
≠ 

  

교통수요의 반응 · 가변수요 행태 (경로변경, 

통행포기, 도착지 변경)

· 고정수요 행태 (경로변경)

· 가변수요함수 형태: 

식 3-10     

· 가변수요함수 추정 결과: 

표 4-1 - 표 4-4

교통망 취약성 평가 · 지역 노출도

· 교량 중요도

· 식 3-24  







· 식 3-26  







표 3-1. 평가 대상 및 모형의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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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석 지역 및 교통망은 수도권 도로 교통망으로 선정한다. 또한

서울시 내 한강 교량이 폐쇄되는 상황을 충격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이

는 시나리오 설정 방법 중에서 주요 시나리오 탐색법(표 2-6 참조)을 따

른 것으로서, 서울시 교통망과 통행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강

교량이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도로 중에서 대안 경로가 비교적 적고,

남부와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도로인 점을 고려한 것

이다. 각 시나리오는 교량이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폐쇄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 혼잡과 같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변동이 아니라, 비반복적이

고 드물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충격 시나리

오에서 충격으로 인해 교량이 폐쇄될 가능성은 교량의 연장, 교통량, 내

구연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이미 폐쇄된

조건부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그 이유는 제2장 2절 및 표 2-2

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다. 정리하면, [식 3-24]-[식 3-27]의 노출도

및 중요도 평가 모형에서 충격 시나리오 ∈는 서울시 내 한강 교량의

완전한 폐쇄(단절)를 의미하고, 교통망 요소 는 한강 교량이 된다.

표 3-2는 한강의 전체 교량 30개소에 대한 차로수, 연장, 위치, 교통량

등의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 교량 30개소 중에서 서울시계 내에 있고

철도교가 아니면서 교통량 및 속도 자료가 조사되는 19개 교량(‘*’ 표시;

잠수교는 반포대교에 포함)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19개 한강 교량의 위치도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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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량명 위치 연장(m) 차로수 교통량(대/일) 속도(km/h)

1 팔당대교 남양주시-하남시 1,113 4 - -

2 미사대교 하남시-남양주시 1,530 6 - -

3 강동대교 강동구 하일동-경기도 구리시 1,126 8 - -

4 구리암사대교 강동구 암사동-구리시 아천동 1,133 4 - -

5* 광진교 광진구 광장동-강동구 천호동 1,056 2 16,934 27.4

6* 천호대교 광진구 광장동-강동구 천호동 1,150 6 83,197 46.8

7* 올림픽대교 광진구 구의동-송파구 풍납동 1,470 6 67,865 56.3

8 잠실철교 광진구 구의동-송파구 신천동 1,235 1 - -

9* 잠실대교 광진구 자양동-송파구 잠실동 1,280 8 99,704 53.4

10* 청담대교 광진구 자양동-강남구 청담동 1,211 6 129,932 44.3

11* 영동대교 성동구 성수2가-강남구 청담동 850 6 132,724 40.4

12* 성수대교 성동구 성수동-강남구 압구정동 1,160 8 132,669 39.0

13* 동호대교 성동구 옥수동-강남구 압구정동 1,220 4 81,785 40.6

14* 한남대교 용산구 한남동-강남구 압구정동 919 12 210,198 51.8

15* 반포대교 용산구 서빙고동-서초구 반포동 1,070 6 124,737 37.9

16* 동작대교 용산구 이촌동-동작구 동작동 960 6 64,761 62.5

17* 한강대교 용산구 한강로3가-동작구 본동 840 8 96,648 29.0

18 한강철도교 용산구 이촌동-동작구 노량진동 1,113 - - -

19* 원효대교 용산구 원효로4가-영등포구 여의도동 1,120 4 59,184 52.6

20* 마포대교 마포구 마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1,389 10 125,571 48.9

21* 서강대교 마포구 신장동-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6 49,422 45.5

22 당산철도교 마포구 합정동-영등포구 당산동 1,360 - - -

23* 양화대교 마포구 합정동-영등포구 당산동 1,053 8 149,152 46.4

24* 성산대교 마포구 망원동-영등포구 양평동 1,040 6 172,458 40.2

25* 가양대교 강서구 가양동-마포구 상암동 1,700 6 124,410 43.7

26 마곡대교 고양시 덕양구-강서구 마곡동 2,930 - - -

27 방화대교 강서구 방화동-고양시 강매동 2,559 6 - -

28* 행주대교 강서구 개화동-경기도 고양시 1,460 6 105,926 47.5

29 김포대교 고양시-김포시 2,590 8 -

30 일산대교 고양시-김포시 1,840 6 -

출처: 1) 서울특별시, 「한강교량 현황」, 2018.
2) 서울특별시, 「2018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2018.
3) 서울특별시, 「2018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2018. 

주: 1) ‘*’ 표시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교량을 의미한다.
2) 반포대교 교통량은 잠수대교 교통량을 포함한 값이다.

표 3-2. 한강 교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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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engju Bridge 2. Gayang Bridge 3. Seongsan Bridge 4. Yanghwa Bridge 5. Seogang Bridge 6. Mapo Bridge 7. Wonhyo Bridge
8. Hangang Bridge 9. Dongjak Bridge 10. Banpo Bridge 11. Hannam Bridge 12. Dongho Bridge 13. Seongsu Bridge
14. Yeongdong Bridge 15. Cheongdam Bridge 16. Jamsil Bridge 17.Olympic Bridge 18. Cheonho Bridge 19. Gwangjin Bridge

그림 3-2. 한강 교량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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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큰 틀은 네트워크 단위 측정법

(표 2-3 참조)을 따른다. 즉, 교통망에 충격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는 충

격 시나리오와 정상 상태의 기준 시나리오의 교통망 퍼포먼스를 비교하

고, 그 차이로 교통망의 취약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교통망 퍼포먼스는

제3장 3절에서 선정한 누적기회 접근성 지표로 측정한다.

누적기회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식 3-28]의 세 가지

요소, 즉 교통존 간 통행시간  , 활동기회  , 임계 통행시간 에 관한

것이다. 먼저 교통존 간 통행시간 는 국가교통DB의 도로 교통망과 통

행량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다. 통행량과 교통존은 2018년 기준의 수도권

행정동 체계를 따른다. 둘째, 활동기회 는 출발존 와 도착존 간 승

용차 환산 교통량 를 적용한다. 승용차 환산 교통량은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의 교통량을 포함한다. 셋째, 임계 통행시간 는 60분으로 설

정한다. 적정 임계 통행시간에 관해서는 엄정한 이론체계가 없지만, 사람

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일정 시간(최대 임계시간) 범위 내에서 통행에

소비하는 총 시간을 조절하고(장수은, 2018; Garrison and Ward, 2000;

91), 그 시간은 대부분 1시간 이하인 것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적으

로 관찰되고 있다(Garrison and Ward, 2000; 91). 이러한 점은 실제로

서울의 통근 통행의 평균 통행시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통근 통행은

가장 일상적, 필수적, 의무적 통행이면서 표 3-3과 같이 전체 통행목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목적 통행이다.

지역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쇼핑 여가

수도권 25,417 7,951 4,005 4,797 4,847 6,367

서울시 11,227 3,052 1,738 2,262 2,223 3,049

인천시 2,629 850 455 589 541 537

경기도 11,561 4,050 1,812 1,946 2,083 2,781

자료: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표 3-3. 목적 통행량 (2016년, 천 통행/일, 발생 및 도착 합계 기준)



- 58 -

1995-2015년 사이 통근시간별 통근인구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이 통

근시간 60분미만 그룹에 70-80% 이상의 통근인구가 포함된다.

전국 수도권 서울

1995 2000 2005 2010 2015 2015 2015

전체 16,240 
(100.0)

17,196 
(100.0)

17,933 
(100.0)

21,571 
(100.0)

23,500 
(100.0)

12,094
(100.0)

4,750
(100.0)

60분미만 14,691 
(90.5)

14,704 
(85.5)

15,473 
(86.3)

18,197 
(84.4)

19,267 
(82.0)

8,762
(72.4) 

3,315
(69.8)

60-120분 1,355
(8.3)

2,290 
(13.3)

2,270 
(12.7)

3,091 
(14.3)

3,921 
(16.7)

3,082
(25.5)

1,349
(28.4)

120분이상 196 
(1.2)

201 
(1.2)

190 
(1.1)

284 
(1.3)

312 
(1.3)

250
(2.1)

87
(1.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kosis.kr)

표 3-4. 통근시간별 전국 통근인구 (단위: 1,000명, %)

평균 통근시간은 표 3-5와 같이 전국 35.4분 수도권 43.4분, 서울 45.9

분이며 2000-2015년 사이 전국,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모두 증가 추세이

다. 특히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은 2000-2015년 사이 36.6분에서 45.9분으

로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00 32.1 35.1 36.6 35.0 33.4

2005 31.1 34.0 35.6 33.5 32.5

2010 33.7 36.4 37.9 36.1 35.2

2015 35.4 43.4 45.9 43.9 41.4

자료: 정동재·장수은(2018).

표 3-5. 평균 통근시간 (단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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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적정 임계 통행시간에 관해 엄정한 이론체계가 없는 상황에

서 이 연구는 초기 임계 통행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한다. 그 근거는 문헌

에서 발견된 경험적 관찰과 실제 수도권의 통근목적 통행시간 통계를 참

고한다. 통근목적 통행은 가장 일상적, 필수적, 의무적 통행이면서 전체

통행목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행으로서 교통망 충격에 가

장 많이 노출되는 통행목적이기 때문이다. 통근목적 통행의 현재 평균

통행시간과 그 증가 추세를 반영하면서 통근인구의 70-80% 이상이 포함

되는 통행시간대가 60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계 통행시간을 60분으

로 설정하지만 이후 통행 환경에 큰 변화가 있거나, 또는 분석 목적에

따라 임계 통행시간은 이 연구의 틀 내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교통망 취약성 평가 결과의 민감도에 관해서는 제4장 3

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두 모형의 교통수요 반응과 교통망 취약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두 모형의 교통망 취약성 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주의

해야할 점은 두 모형의 기본 시나리오 결과가 같아야 하는 점이다. 그림

3-3에 표현한 바와 같이, 기본 시나리오는 충격이 발생하기 전의 교통망

에서 가변 교통량 배정 모형으로 교통량을 배정한 결과이다. 고정수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분석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생성된 교통량

O/D 매트릭스를 이용해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한 고정 교통량

배정([식 3-13] 참조)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접근성 변화량을 산출해 교

통망 취약성을 평가([식 3-24], [식 3-26] 참조)한다. 가변수요 특성을 고

려한 교통망 취약성 분석은 수요함수([식 3-10] 참조)를 이용하여 충격

시나리오에 대한 가변 교통량 배정([식 3-2] 참조)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접근성 변화량을 산출해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식 3-24], [식 3-26] 참

조)한다.



- 60 -

그림 3-3. 고정수요와 가변수요 특성의 수요반응 및 취약성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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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분석: 민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

가변수요 특성과 고정수요 특성을 고려한 두 교통망 취약성 평가 결

과를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 분석을 진행한다.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

감도를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하

는 경험적 관찰 결과와 실제 수도권의 평균 통행시간 통계를 참고하여

임계 통행시간을 60분으로 설정하고 주요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엄정한 이론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임계 통행시간 값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풍부한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둘째,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교통망 취약성의 차이가 두 모형의 이론적 전

제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교통망 취약성의 절대적 크기 및 공간적 분포의 민감도를 검토한다. 먼

저 두 모형의 결과를 각 모형의 이론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해보면, 고

정수요 모형은 교량이 단절되어 통행시간이 증가하여도 통행수요의 반응

은 매우 비탄력적(고정)이고, 단지 경로변경 행태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로 취약성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노출도는 한강 교량에서 먼 지역이, 교량 중요도는 서울 중심부에

서 외곽에 위치한 교량이 높을 것이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은 대안 경로

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통행포기

행태를 고려하므로 취약성의 절대적 크기가 고정수요 모형의 결과보다

클 것이고, 지리적으로는 통행포기 행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인

접지역 및 서울 중심부에서 지역 노출도와 교량 중요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 분석을 기준으로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감도

를 분석하면, 고정수요 모형의 결과가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에 비해 취

약성의 절대적 크기 및 공간적 분포 측면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

로 예상한다. 고정수요 모형에서는 경로변경 행태 및 대안 경로를 이용

해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는지에 의해서만 취약성이 결정되기



- 62 -

때문이다. 실제로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대해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

요 모형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이론적 특성이 부각되는지를 민감

도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초기 임계 통행시간 60분과 비교를 위한 임계

통행시간은 45분으로 적용한다. 임계 통행시간 60분은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통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60

분보다 작은 값 중에서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이 각각 43.4분, 45.9분인

점(표 3-5 참조)을 참고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두 모형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를 그 수치의 크기에

따라 음영이 다르게 도면에 표시하고 노출도의 공간 분포에 관해 논의한

다. 육안으로 음영의 짙고 옅은 정도를 관찰해 노출도가 높은 지역과 그

러한 지역이 모인 군집권역(COVA, Cluster of vulnerable area)3)을 파악

할 뿐만 아니라, 군집권역이 실제로 같은 성질의 노출도를 갖는 지역으

로 형성돼 있는 것이 맞는지, 다른 권역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즉, 공간 집중도 분석을 통해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두 모형으로 산출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중(clustered)

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dispersed)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random)

한 패턴으로 분포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공간 집중도가 존재한다면

COVA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공간 집중도 분석은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법을 토대로 수행한다. 먼저 수도권 지역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나타나는지 공간 집중도의 존

재 유무를 검정한다. 공간 집중도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Global Moran’s  검정(Moran, 1950)이다. Global Moran’s 는

중심 지역과 이웃 지역의 지역 노출도 사이에 상관(correlation)이 있는

지를 두 지역의 노출도가 공변하는 정도로 분석한다. 공변량이 기댓값보

다 크면 이웃 지역은 유사 성향을 지닌 것으로서 자기상관은 양(+)의 값

이 된다. 반대로 공변량 수준이 음(-)의 값이면 중심 지역과 이웃 지역

3) 노출도가 높은 지역끼리 군집한 권역을 COVA (Cluster of vulnerable area)

라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 63 -

의 노출도는 반대 성향을 지닌 것으로서 자기상관은 음(-)의 값이 된다.

양(+)과 음(-)의 방향과 무관하게 유의한 공변량이 없으면 공간적 자기

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Global Moran’s I는 [식 3-29]와 같이 산출하며

전체 지역에 걸쳐 하나의 값으로 도출된다.

 














∙






 












   

 [식 3-29]

여기서 는 지역 의 노출도, 는 평균 노출도, 은 지역수를 의미한다.

는 지역 와 의 인접 수준을 의미하는 공간 가중치로서 두 지역이

인접할 경우 1, 아니면 0인 Queen contiguity를 따른다.

Global Moran’s  값은 –1에서 +1의 범위를 갖는다. -1에 가까울수

록 강한 음(-)의 자기상관이 있어서 인접 지역의 노출도가 서로 다른 방

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자기상관이 있

어서 공간에서 같은 방향의 유사한 값들이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0에 가까울수록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지역 노출도의 공간 분포가 무작위적임을 의미한다. 그

림 3-4는 지역 노출도의 공간 분포와 공간적 자기상관 및 Global

Moran’s I의 관계를 정리한 개념도이다.

그림 3-4. 공간적 자기상관과 Moran’s I 지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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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존재하면 COVA가 나타나는 위치와

COVA의 지역적 범위를 분석한다. 공간에서 비슷한 성질의 지역 노출도

가 집중되는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LISA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Anselin, 1995)이다. 앞서 살펴본 공간

적 자기상관에 대한 전역 지수(global index)가 전체 지역에 대한 한 개

의 값으로 공간 집중도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LISA는 개별

지역 에 대한 값으로서, 그 지역의 노출도가 인접 지역의 노출도와 유

사한 정도를 식별하는 지수이다. Global Moran’s 의 LISA , 즉 Local

Moran’s 는 [식 3-30]과 같이 산출한다.

  




  [식 3-30]

where,     

     

[식 3-30]에서 Local Moran’s 는 자신 의 지역 노출도 표준점수 

와 인접 지역 표준점수 의 가중합의 곱이다. 따라서 인접 지역과 반대

방향의 값을 가지면 Local Moran’s 는 음(-)의 값이 되고, 인접 지역과

유사한 값을 가지면 양(+)의 값이 된다. 이 값이 0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지

역은 크게 네 가지 패턴의 공간 분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HH

(High-High) 패턴은 자신과 인접지역의 노출도가 동시에 양(노출도 특

성상 사실상 0에 가까운 값)의 방향에서 유사한 공간 분포를, 둘째, LL

(Low-Low) 패턴은 자신과 인접지역의 노출도가 같이 음(-)의 방향에서

유사한, 즉 두 지역의 노출도가 동시에 심한 공간 분포이다. 이 두 패턴

에 속한 지역의 Local Moran’s 은 양(+)의 값으로서, 유사한 지역 노출

도 성질을 갖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군집(clusters)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

하고, 이른바 핫스팟(hot spots)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LL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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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명칭한 COVA에 해당한다. 반면 셋째, LH (Low-High) 패턴은

인접지역의 노출도는 높은데 자신의 지역 노출도는 낮은 공간 분포를,

넷째, HL (High-Low) 패턴은 인접지역의 노출도는 낮은데 자신의 지역

노출도는 높은 공간 분포이다. LH와 HL 패턴에 속한 지역의 Local

Moran’s 는 음(-)의 값으로서, 인접지역과 다른 지역 노출도 성질을 보

이는 공간분포 또는 이상지점(outlier)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Moran’s  계수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계수의 절댓값

이 크다고 해서 지역 노출도 자체가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Moran’s 의 절댓값이 크면 지역 노출도가 유사한 지역끼리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 즉 공간 집중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이용하여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평

균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모형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얼

마나 다른지, COVA의 위치와 범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쉽게 비

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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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절 수요함수의 추정

교통수요의 가변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변 교통량 배정의 최소화 문제

에 적용하는 수요함수는 [식 3-10]의 중력모형 형태의 함수로 설정한다.

수도권 도로 교통망을 대상으로 교통망 취약성을 평가하면서 도로 교통

수단 외 다른 교통수단과의 수단선택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발존 와 도착존 간의 승용차, 택시, 버스, 트럭을 포함하는 도로 교

통량  (pcu/일)은 교통존 간 통행저항 (·), 출발존의 유출 교통량 

(pcu/(1,000·일)), 도착존의 유입 교통량  (pcu/(1,000·일))의 함수이다.

여기서 와 는 교통존 내부 교통량을 제외한 값이다. 통행저항 (·)

는 우선 [식 3-11]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고려한 후 적합도가 높고 강

볼록 특성을 갖는 함수 형태로 최종 선정한다. 통행저항 (·)의 변수인

교통존 간 최소 통행시간 는 속도 및 통행시간 정산 과정을 거친 교

통량 배정 모형의 결과를 적용한다.

수요함수의 계수는 출발지를 기준으로 네 지역 즉 서울, 인천, 경기,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추정한다. 또한 비선형 회귀모형의 대표적 추정

방식인 반복적 선형화법의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Marquardt,

1963)으로 추정한다. 추정 단계에서 잔차 제곱합과 모수의 수렴 조건은

1E-10이다.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1에서 표 4-4와 같다. 통행저항 (·)

이 지수 및 결합함수 형태인 두 수요함수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다. 두

함수 중에서 계수 추정치의 유의확률이 낮고 강볼록성 특성이 높은 지수

함수 형태의 수요함수를 최종 선정하고 가변수요 모형의 교통량 취약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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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수함수 형태

  exp
멱함수 형태

   


결합함수 형태

   
  exp  

 0.62 (0.00) 2.00 (0.01) 0.72 (0.01)

 -0.09 (0.00) -1.06 (0.00) -0.12 (0.01)

 N/A N/A -0.08 (0.00)

잔차제곱합 827,143,178 864,639,571 826,738,450

R제곱 0.41 0.38 0.41

N 519,260 519,260 519,260

주: 1. 출발지가 서울시인 통행(pcu)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2. 괄호안 값은 유의확률을 의미한다.

표 4-1. 서울지역 수요함수 추정 결과

구분
지수함수 형태

  exp
멱함수 형태

   


결합함수 형태

   
  exp  

 1.24 (0.01) 4.16 (0.03) 1.54 (0.02)

 -0.11 (0.00) -1.15 (0.00) -0.19 (0.01)

 N/A N/A -0.09 (0.00)

잔차제곱합 608,408,219 639,393,233 607,638,151

R제곱 0.39 0.35 0.39

N 162,081 162,081 162,081

주: 1. 출발지가 인천시인 통행(pcu)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2. 괄호안 값은 유의확률을 의미한다.

표 4-2. 인천지역 수요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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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수함수 형태

  exp
멱함수 형태

   


결합함수 형태

   
  exp  

 2.49 (0.01) 9.90 (0.04) 4.71 (0.04)

 -0.14 (0.00) -1.37 (0.00) -0.64 (0.01)

 N/A N/A -0.07 (0.00)

잔차제곱합 3,743,077,797 3,776,688,882 3,725,912,197

R제곱 0.31 0.30 0.31

N 663,523 663,523 663,523

주: 1. 출발지가 경기도인 통행(pcu)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2. 괄호안 값은 유의확률을 의미한다.

표 4-3. 경기지역 수요함수 추정 결과

구분
지수함수 형태

  exp
멱함수 형태

   


결합함수 형태

   
  exp  

 13.44 (0.09) 838.862 (11.29) 52.21 (2.28)

 -0.05 (0.00) -1.82 (0.00) -0.55 (0.02)

 N/A N/A -0.04 (0.00)

잔차제곱합 2,228,325,218 2,449,323,533 2,212,649,834

R제곱 0.38 0.32 0.38

N 156,324 156,324 156,324

주: 1. 출발지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외 지역인 통행(pcu)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2. 괄호안 값은 유의확률을 의미한다.

표 4-4. 기타지역 수요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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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망 취약성 평가

1. 가변수요 모형

이 절에서는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한강 교량 19개소의 취약성

결과를 제시한다.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제2장 2절 및 표 2-1에서 설

명한 교통망 취약성의 일반적 정의를 이 연구의 평가 설계에 맞춰 구체

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수요 모형의 노출도는 한강의 각 교량이 폐쇄될 때 수도권

의 각 행정동 내 교통수요가 겪을 수 있는 예상 피해규모를 통행포기를

포함한 가변수요 특성이 반영된 누적기회 접근성의 저하분으로 측정하

고, 이를 모든 교량의 충격 시나리오 ∈에 대해 합산한 값이다. 이처

럼 노출도를 행정동 단위로 평가하므로 지역 노출도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어느 행정동의 지역 노출도가 크면 그 행정동은 한강 교량의 폐쇄에

대해 취약하다고 해석한다. 지역 노출도를 교통수요의 관점으로 다시 해

석하면, 어느 행정동의 지역 노출도가 심하면 그 지역에서 통행시간 60

분 이내로 통행하는 교통수요가 한강 교량의 폐쇄에 대해 누적기회 접근

성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에 크게 노출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 노

출도가 ‘크다(또는 심하다)’는 표현은 교량 폐쇄로 인한 누적기회 접근성

의 저하분이 크다는 것으로서, 수치로는 0에서 음(-)의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의미한다.

둘째, 가변수요 모형의 중요도는 어느 한강 교량이 폐쇄될 때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예상 피해규모로 정의하며, 여기서 예상

피해규모는 수도권 전체 행정동의 가변수요 특성이 반영된 누적기회 접

근성의 저하분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한다. 이처럼 중요도를 교량 단위로

평가하므로 링크 중요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교량의 링크 중요도

가 높으면 수도권 교통체계는 그 교량의 폐쇄에 대해 취약하다고 해석한

다. 이를 교통공급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링크 중요도가 높은 교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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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량이 폐쇄될 때 전체 교통체계에 미치는 누적기회 접근성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현재 수도권 교통체계

에서 치명적인 공급 요소임을 시사한다.

먼저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교량별 링크 중요도

시나리오 k 교량명 중요도 I 시나리오 k 교량명 중요도 I

1 행주대교 -17,916 11 한남대교 -66,935 

2 가양대교 -34,566 12 동호대교 -25,121 

3 성산대교 -34,543 13 성수대교 -36,548 

4 양화대교 -46,243 14 영동대교 -39,103 

5 서강대교 -11,646 15 청담대교 -33,550 

6 마포대교 -24,773 16 잠실대교 -21,360 

7 원효대교 -17,413 17 올림픽대교 -12,069 

8 한강대교 -36,557 18 천호대교 -15,356 

9 동작대교 -19,605 19 광진교 -3,992 

10 반포대교* -23,663 

기술통계량

평균 최솟값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27,419 -66,935 -36,548 -24,773 -17,413 -3,992 14,629 

주: * 잠수교를 포함한 값이다.

표 4-5. 한강 교량의 링크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pcu/일)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 중에서 최솟값은 –66,935, 최댓값은

–3,992이다. 범위는 62,943이다. 평균은 –27,419, 중위수는 –24,773으로

왼쪽 편포(skewed to the left)된 분포를 보인다. 다른 교량에 비해 링크

중요도가 특별히 높은 교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편차는 14,6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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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19개소 중에서 한남대교(용산구 한남동-강남구 압구정동 및 서

초구 잠원동)의 중요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즉, 한남대교가 폐쇄되면

교통망의 누적기회 접근성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누적기회 접근성의 하락분은 –66,935이다. 한남대교의 중요

도는 그림 4-1의 상자도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남대교의 중요도

–66,935는 전체 19개 교량의 중요도의 25분위 값인 –36,548(상자 하단)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값 중에서 최저인 –46,243(수염 하단)과도

차이가 크다. 또한 이 차이는 전체 19개 교량의 링크 중요도의 사분위

범위(상자길이)인 19,135보다 큰 20,692이다.

그림 4-1. 한강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 분포

(표본크기 19, 단위: pcu/일)

한남대교에 이어 양화대교(마포구 합정동-영등포구 당산동)와 영동대

교(성동구 성수2가-강남구 청담동)의 중요도가 각각 –46,243, –39,103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한강대교, 성수대교, 가양대교, 성산대

교, 청담대교 순으로 중요도 –36,557—–33,550 범위에서, 동호대교, 마

포대교, 반포대교, 잠실대교 순으로 중요도 –25,121—–21,360 범위에서,

동작대교, 행주대교, 원효대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서강대교 순으로

중요도 –19,605—–15,356 범위에서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광진교의 중

요도가 –3,992로 가장 낮다.

교량 19개소의 폐쇄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 노출도는 그림 4-2와 같

다. 그림 4-2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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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와 지역 노출도를 보여준다. 붉은 음영이 진할수록 지역 노출도가

심한 지역으로서 한강 교량이 폐쇄될 때 누적기회 접근성의 저하 수준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시 중심부와 거리가 먼 수도권의 바깥 지역

은 한강 교량의 폐쇄로 인한 누적기회 접근성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여

그림 4-2의 도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 4-2. 수도권 지역의 노출도

그림 4-2에서 서울시 337개 동과 서울시 북서부의 경기도 고양시 32

개 동, 김포시 3개 동, 서울시 서부의 부천시 3개 동, 인천시 계양구 2개

동 및 서구 3개 동, 서울시 동부의 경기도 구리시 6개 동, 하남시 7개

동, 남양주시 6개 동, 서울시 남부의 경기도 과천시 1개 동, 성남시 6개

동의 지역 노출도가 –300 이하로 나타난다. 단,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

역 노출도의 편차는 크다. 수도권 전 지역의 노출도가 분포하는 범위는

최솟값 –14,546, 최댓값은 185로, 지역간에 최대 14,731만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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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지역 노출도의 평균이 –471, 중위수가 –121이고 25분위수와

75분위수가 각각 –582, -10인 반면 최솟값은 –14,546이고 표준편차가

931인 왼쪽으로 크게 편포된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지역 노출도의 기술

통계는 일부 지역의 노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것을 의

미하고, 이는 다시 한강 교량의 폐쇄에 대해 특히 취약한 지역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노출도의 기술 통계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평균 최솟값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 최댓값 최빈값 표준편차

-471 -14,546 -582 -121 -10 185 0 931 

* 중위수

표 4-6. 수도권 지역 노출도의 기술 통계 (표본크기: 1,107; 단위: pcu/일)

그림 4-3은 한강 교량의 폐쇄에 대한 지역 노출도의 분포를 보여준

다. 이 상자도표에서 ‘*’는 지역 노출도가 25분위수에서 사분위 범위(상

자길이)의 3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 표본, ‘∘’는 지역 노출도가 25분위수

에서 사분위 범위의 1.5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 표본으로서 전체 지역 중

에서 노출도가 특히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동이 노출도 –14,546으로 한강 교량 폐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

난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구 명동 –9,262, 강남구 역삼2동 –7,105, 종로

구 종로1·2·3·4가동 –7,015 순으로 지역 노출도가 심하다. 이 네 지역은

그림 4-2에서 가장 짙은 음영으로 표시돼 있다. 이어서 지역 노출도

–4,826—–2,360 범위(‘*’로 표시한 표본)에 서울시 강남구 10개 동, 용산

구, 중구 각 4개 동, 마포구, 서초구 각 3개 동,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각 2개 동, 광진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각 1개 동, 경기도 고양

시 1개 동 등 총 37개 동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출도 –2,277—

–1,451 범위(‘∘’로 표시한 표본)에 서울시 성동구 8개 동, 강서구, 마포

구 각 6개 동, 광진구, 서초구 각 5개 동, 강남구 4개 동,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각 3개 동, 강동구, 동대문구, 중구 각 2개 동, 경기도

고양시 2개 동, 서울시 송파구, 종로구 각 1개 동 등 총 56개 동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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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수도권 지역의 노출도 분포

(표본크기: 1,107; 단위: pcu/일)

주: 1) ‘∘’는 25분위수에서 사분위 범위(상자길이)의 1.5배를 벗어나는 표본이다.
2) ‘*’는 25분위수에서 사분위 범위(상자길이)의 3.0배를 벗어나는 표본이다.

된다. 요약하면 한강 교량의 폐쇄에 대해 특히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

지역은 서울시에 94개 동 고양시에 3개 동, 총 97개 동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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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수요 모형

이 절에서는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한강 교량 19개소의 취약성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교통망 취약성

평가 결과를 비교한다. 고정수요 모형에 적용한 교통망 취약성의 구체적

인 정의는 앞서 ‘2.1절 가변수요 모형’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다만 예상

피해규모를 측정할 때 고정수요 특성이 반영된 누적기회 접근성 저하분

을 적용하는 것이 가변수요 모형과 다른 점이다.

먼저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는 표 4-7과

같다. 표 4-7에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결과 옆에 제시된 값은 가

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결과로서 두 모형의 교량별 링크 중요도 결과

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또한 링크 중요도의 순위와 표준 점

수(z-score)를 함께 제시하여 두 모형의 링크 중요도를 절대적 크기, 우선

순위, 분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한다. 링크 중요도의 순위는 어느 교

량이 폐쇄될 때 수도권 교통체계에서 가장 치명적인지를 직관적으로 보

여주면서 두 모형에서 도출한 교량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때 유용할 것이다. 순위는 각 모형으로 산출한 링크 중요도의 절대적 크기

를 기준으로 매긴 것으로서 1에서 19까지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중

요도가 높은, 즉 폐쇄되면 교통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량을 의미한

다. 링크 중요도의 표준 점수는 평균과 분산이 다른 두 결과의 분포를 비교

하기 위한 용도로 유용할 것이다. 그림 4-4는 링크 중요도의 표준점수를 기

준으로 점도표를 그린 것으로서 두 모형으로 도출한 링크 중요도의 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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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k
교량명

고정수요 모형 가변수요 모형

중요도 I 순위 중요도 I 순위

1 행주대교 -1,629 (-0.30) 6 -17,916 (0.65) 14

2 가양대교 -2,199 (-0.97) 4 -34,566 (-0.49) 6

3 성산대교 -2,264 (-1.04) 3 -34,543 (-0.49) 7

4 양화대교 -3,193 (-2.14) 1 -46,243 (-1.29) 2

5 서강대교 -832 (0.64) 13 -11,646 (1.08) 18

6 마포대교 -1,530 (-0.18) 8 -24,773 (0.18) 10

7 원효대교 -761 (0.72) 15 -17,413 (0.68) 15

8 한강대교 -1,469 (-0.11) 9 -36,557 (-0.62) 4

9 동작대교 -868 (0.59) 12 -19,605 (0.53) 13

10 반포대교* -927 (0.53) 11 -23,663 (0.26) 11

11 한남대교 -3,102 (-2.03) 2 -66,935 (-2.70) 1

12 동호대교 -821 (0.65) 14 -25,121 (0.16) 9

13 성수대교 -1,608 (-0.27) 7 -36,548 (-0.62) 5

14 영동대교 -1,139 (0.28) 10 -39,103 (-0.80) 3

15 청담대교 -1,840 (-0.55) 5 -33,550 (-0.42) 8

16 잠실대교 -605 (0.90) 18 -21,360 (0.41) 12

17 올림픽대교 -626 (0.88) 17 -12,069 (1.05) 17

18 천호대교 -665 (0.83) 16 -15,356 (0.82) 16

19 광진교 -42 (1.57) 19 -3,992 (1.60) 19

주: 1) * 잠수교를 포함한 값이다.
2) 괄호안 값은 표준점수(z-score)이다.

표 4-7. 고정수요 및 가변수요 모형의 한강 교량 중요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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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한강 교량 중요도(표준점수 기준)의 점도표

표 4-7과 그림 4-4에 정리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결과를 살

펴보면 한강 교량 19개소 중에서 양화대교(마포구 합정동-영등포구 당산

동)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화대교와 근소한 차이로 한남대

교(용산구 한남동-강남구 압구정동)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높다(절대값

기준). 반면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한남대교가 가장 중요도가 높다. 또한

양화대교가 2순위인데 한남대교의 링크 중요도와 크게 차이난다. 이 결

과는 그림 4-4의 점도표에 잘 드러난다.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의

점도표에서는 링크 중요도가 높은 상위 두 점(양화대교, 한남대교)이 표

준점수 –2.00 근처에 붙어 있고, 가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의 점도표

에는 링크 중요도 1순위(한남대교)와 2순위(양화대교)가 각각 –2.70과

–1.29에 큰 차이를 두고 떨어져있다. 이어서 고정수요 모형은 링크 중요

도 3, 4순위가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성산대교(마포구 망원동-

영등포구 양평동), 가양대교(강서구 가양동-마포구 상암동)로 나타나고

표준점수는 –1점대이다. 5순위는 표준점수가 –0.55인 청담대교(광진구

자양동-강남구 청담동)이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의 점도표에서는 표준점

수 –1점미만의 –0.80점에서 영동대교(성동구 성수2가-강남구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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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순위이고, 4순위에서 7순위가 한강대교(용산구 한강로3가-동작구 본

동), 성수대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순으로 표준점수 0.55대에 몰려있다.

두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순위가 크게 차이(즉, 가변수요 모

형의 링크 중요도 순위에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순위를 뺀 값)

나는 교량은 행주대교(+8), 서강대교(+5), 성산대교(+4), 한강대교(-5), 동

호대교(-5), 잠실대교(-6), 영동대교(-7)이다. 고정수요 모형에서 더 중요

하게 나타나는 교량(순위 차이의 부호가 양(+)의 값)은 행주대교(+8), 서

강대교(+5), 성산대교(+4)로 서울 서부에 위치한 교량이다. 가변수요 모

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량(순위 차이의 부호가 음(-)의 값)은

한강대교(-5), 동호대교(-5), 잠실대교(-6), 영동대교(-7)로, 비교적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량이다. 이외의 교량은 순위 차이가 –2

와 3 사이이며 특히 서울 동부에 위치한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는

두 모형에서 순위 차이가 없다.

표 4-8은 두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기술 통계를 비교한 것

이다.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의 평균은

–1,375, 중위수는 –1,139로 나타난다.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평균이 –27,419, 중위수가 –24,773인 것과 비교하면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는 0에 더 가까운 수치이다. 가변수요 모형에서 링크

중요도의 최댓값이 –3,992인 반면 고정수요 모형에서 링크 중요도의 최

솟값이 –3,193인 점도 두 모형의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고정수요 모형은 링크 중요도가 1순위인 양화대교가 폐쇄될 경

평균 최솟값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고정수요 -1,375 -3,193 -1,840 -1,139 -761 -42 852 

(0.00) (-2.14) (-0.55) (0.28) (0.72) (1.57) (1.00)

가변수요 -27,419 -66,935 -36,548 -24,773 -17,413 -3,992 14,629 

(0.00) (-2.70) (-0.62) (0.18) (0.68) (1.60) (1.00) 

주: 1) * 50분위수가 곧 중위수이다.
2) 괄호 안 값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술통계량이다.

표 4-8. 고정수요 및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링크 중요도의 기술통계 (단위: pcu/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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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체 교통망의 접근성 하락분이 –3,193(표 4-8의 최솟값 또는 표

4-7 참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화대교의 1일 교통량이 약 15만

대인 점(표 3-2 참조)을 고려하면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

해 한강 교량의 중요도를 과소평가한다.

또한 표 4-8에서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는 최솟값

–3,193, 최댓값 –42 사이의 범위 3,151 내에서 분포한다. 평균 –1,375

보다 중위수 –1,139가 크고 표준편차는 852인 왼쪽 편포된 분포를 갖는

다.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 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5와

같다. 이 그림에서 위 패널의 상자도표는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19

개 교량의 중요도 분포이고, 아래 패널의 두 상자도표는 고정수요 모형

과 가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가변수요 모형

의 링크 중요도에 비해 원 안에 표시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가

현저히 작은 값을 갖는 점이 이 그림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4-5.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 분포(위) 및 가변수요 모형과 비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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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19개소의 폐쇄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

노출도는 그림 4-6과 같다. 이 그림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

는 수도권 지역의 행정 경계와 지역 노출도를 보여준다. 붉은 음영이 진

할수록 한강 교량이 폐쇄될 때 누적기회 접근성의 저하 수준이 높은, 즉

지역 노출도가 심한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 바깥 지역은 한강 교량의

폐쇄로 인한 누적기회 접근성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림 4-6. 고정수요 모형의 수도권 지역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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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의 좌측 상단에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를 함께

제시한다.

그림 4-6에서 수도권 전체 1,107개 동 중에서 지역 노출도가 –10이

하인 지역은 569개 동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10’은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중위수 –11을 참고한 기준 값이다. 569개 동 중

에 서울시 283개 동, 인천광역시 112개 동, 경기도 174개 동이 포함된다.

중위수라는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에도 여기에 포

함된 서울시 내 지역의 비중은 높지 않고, 한강 교량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시 외의 인천 및 경기 지역이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가변수

요 모형에서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의 대부분이 서울시 내 지역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분포이다.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이점은 서울시를 기준

으로 북서부 및 남부 방향의 경기도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보다

더 먼 지역에서 지역 노출도가 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내부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지역 노출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는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하여도 통행수요는 매우 비탄력적(고정)이

라는 고정수요 모형의 가정과 서울시 인접 지역에서는 교량의 폐쇄와 무

관하게 60분 이내에 도착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그런 특성이 강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이런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는 앞서 링크

중요도의 결과에서처럼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이다. 표 4-9에 정리한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의 대푯값

을 비교하면,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22, 중위수 –11인

반면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471, 중위수 –121이다. 특

히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지역 노출도가 –14,546— -1,451 범위(‘*’로 표

시한 표본)에 포함되는 특별히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 지역이 총 97개

동으로 나타났으나,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최솟값이 –5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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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최솟값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 최댓값 최빈값

고정수요 -22 -571 -31 -11 -2 122 0 

가변수요 -471 -14,546 -582 -121 -10 185 0 

* 중위수

표 4-9.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수도권 지역 노출도 비교(단위: pcu/일)

두 모형의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댓값 122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에서 나타나는 값으로서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

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등 6개 교량이 폐쇄될 때 누적기회

접근성이 오히려 약 20씩 증가한 결과이다.

그림 4-7의 상자도표는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

도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위 패널의 상자도표는 고정수요 모

그림 4-7.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분포(위) 및 가변수요 모형과 비교(아래)

주: 1) ‘∘’는 25분위수에서 사분위 범위(상자길이)의 1.5배를 벗어나는 표본이다.
2) ‘*’는 25분위수에서 사분위 범위(상자길이)의 3.0배를 벗어나는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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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분포이고 아래 패널의 두 상자도표는 고정

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가변

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에 비해 원 안에 표시된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가 현저히 작은 값을 갖는 점이 이 그림에서도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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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계 통행시간 변화와 교통망 취약성

지금까지 살펴본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의 취약성 평가 결과

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두 교통망 취약성 결과가 절대적 크기 측면에서 큰 차

이가 있다(그림 4-5와 그림 4-7 참조). 먼저 링크 중요도의 경우 고정수

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중요도의 평균은 –1,375, 중위수는 –1,139인

반면,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중요도의 평균은 –27,419, 중위수

는 –24,773으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0에 가깝게) 나타난다.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링크 중요도의 최댓값이 –3,992인 반면 고정수요 모형으로 도출

한 링크 중요도의 최솟값이 –3,193인 점도 두 모형의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정수요 모형에서 링크 중요도의 순위가

1위인 양화대교가 폐쇄될 때 전체 교통망의 누적기회 접근성 하락분이

–3,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화대교의 1일 교통량이 약 15만

대인 점을 고려하면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한강 교량의

중요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에도 고정수

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22, 중위수 –11인 반

면,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471, 중위수 –121이다. 특히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지역 노출도가 –14,546— -1,451 범위에 속하는

특별히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지역이 총 97개 동이지만, 고정수요 모

형에서는 가장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지역의 지역 노출도가 –571로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둘째,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에서 취약성의 지리적 분포, 즉

링크 중요도가 높은 교량의 위치와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의 공간적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링크 중요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

변수요 모형에 비해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교량의 중요도를 높

게 평가한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량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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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한 교량이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비교적 외곽 지역의 노출도를 높게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북서부 및 남부 방향의 경기도

지역은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보다 더 먼 지역에서 지역 노출도가 심한

경향을 보이는 점, 서울시 내부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에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이 모여 있는 점도 고정수요 모형

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다.

이 두 가지 발견은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고정수요 모형에서 교량의 취약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 교량에 가까운 지역보다 외곽 지역에서 지

역 노출도가 더 높은 점, 강남지역보다 교통망이 조밀하지 않은 강북지

역에서 지역 노출도가 더 높은 점,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심의 교량보

다 우회 경로가 부족한 서울시 서부에 있는 교량의 중요도가 더 높은 점

은 모두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하여도 통행수요의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고정)이고, 단지 경로 변경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서 취약성이 결정되는 고정수요 모형

의 이론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 예상한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은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수요의 반응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교량에 인접한 지역에서 취약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가변수요 모형은 경로 변경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도착지 변경

과 통행포기 결정 행태까지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의 취약성 결

과가 두 모형의 이론적 전제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

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교통망 취약성의 절대적 크기 및 공간적 분

포의 민감도를 검토한다. 고정수요 모형은 교량의 폐쇄에 대해 단지 경

로변경 행태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는지에 의

해서만 교통망 취약성이 결정되므로 통행포기 행태까지 고려하는 가변수

요 모형에 비해 임계 통행시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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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로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대해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요

모형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초기 결과에서 나타난 이론적 특성이 부

각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초기 임계 통행시간 60분일 때와 비

교하기 위한 임계 통행시간은 45분으로 설정한다. 임계 통행시간 60분은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통행하기에 충분

한 시간이므로 60분보다 작은 값 중에서 서울의 평균 통근시간이 각각

43.4분, 45.9분인 점(표 3-5 참조)을 참고한 것이다.

임계 통행시간으로 45분과 60분을 적용해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의 기술통계는 표 4-10과

같다.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19개소의 링크

중요도의 평균은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 각각 –1,375, -27,419이고,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는 각각 –6,940, -28,049이다. 두 모형 모두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교량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임계 통행시간이 짧아지면 누적기회 접근성에 영향을 받는 통

행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임계 통행

시간이 60분에서 45분이 될 때 링크 중요도의 변화는 예상한 바와 같이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고정수요 모형이 평균,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등

모든 기술통계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임계 통행시간 평균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고정수요 T=60 -1,375 -3,193 -1,139 -42 852 

　 (0.00) (-2.14) (0.28) (1.57) (-1.00)

T=45 -6,940 -17,837 -5,226 -296 4,828 

　 (0.00) (-2.26) (0.36) (1.38) (1.00) 

가변수요 T=60 -27,419 -66,935 -24,773 -3,992 14,629 

　 (0.00) (-2.70) (0.18) (1.60) (1.00)

T=45 -28,049 -67,827 -25,453 -4,028 14,923 

　 (0.00) (-2.67) (0.17) (1.61) (1.00) 

주: 괄호 안 값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술통계량이다.

표 4-10. 임계 통행시간별 링크 중요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pcu/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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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 임계 통행시간별 교량의 링크 중요도 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

내면 그림 4-8과 같다. 세로 축에 표시한 바와 같이 위에서 두 개의 상

자도표는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분포이고, 아래에서

두 상자도표는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링크 중요도의 분포이다. 각각

위에서 아래 순으로 임계 통행시간이 60분, 45분일 때의 결과이다. 이 그

림도 첫째, 두 모형에서 모두 임계 통행시간이 작을 때 교량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둘째, 고정수요 모형은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링크 중

요도의 차이 즉, 민감도가 큰 것을 보여준다.

그림 4-8. 임계 통행시간별 교량의 중요도 분포 (단위: pcu/일)

교량별로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링크 중요도를 비교하면 표 4-11과

같다. 이 표에서도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첫째, 각

교량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 둘째,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각 교

량의 중요도의 변화량이 크지 않으나 고정수요 모형은 각 교량의 중요도

가 크게 변하는 점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하는 새로운

사실은 각 교량의 중요도의 변화량이다. 특히 고정수요 모형에서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 양화대교와 한남대교가 근소한 차이로 링크 중요

도의 순위가 1, 2위이나,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는 비교적 큰 차이로

양화대교가 한남대교보다 링크 중요도가 높다. 양화대교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성산대교와 가양대교도 링크 중요도가 큰 폭

으로 높아지면서 한남대교에 이어 각각 링크 중요도 3, 4순위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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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서울 중심부의 교량은 기존에 링크 중요도가 높았던 한남대교,

청담대교, 한강대교를 제외하고는 링크 중요도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가변수요 모형에서도 서울 서부에 위치한 양화대교와 성산대

교의 링크 중요도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점이다.

시나리오

k
교량명

고정수요 모형 가변수요 모형

T=60 T=45 차이 T=60 T=45 차이

1 행주대교 -1,629 -6,853 -5,224 -17,916 -18,429 -513 

2 가양대교 -2,199 -11,623 -9,423 -34,566 -35,412 -845 

3 성산대교 -2,264 -13,426 -11,161 -34,543 -36,334 -1,792 

4 양화대교 -3,193 -17,837 -14,644 -46,243 -48,356 -2,113 

5 서강대교 -832 -2,862 -2,030 -11,646 -12,126 -480 

6 마포대교 -1,530 -7,982 -6,453 -24,773 -25,705 -932 

7 원효대교 -761 -4,897 -4,136 -17,413 -17,855 -442 

8 한강대교 -1,469 -9,163 -7,693 -36,557 -37,388 -831 

9 동작대교 -868 -5,226 -4,358 -19,605 -19,877 -272 

10 반포대교* -927 -4,893 -3,966 -23,663 -24,352 -689 

11 한남대교 -3,102 -14,436 -11,334 -66,935 -67,827 -892 

12 동호대교 -821 -3,710 -2,889 -25,121 -25,453 -332 

13 성수대교 -1,608 -5,912 -4,304 -36,548 -36,748 -200 

14 영동대교 -1,139 -4,919 -3,780 -39,103 -39,119 -16 

15 청담대교 -1,840 -11,206 -9,366 -33,550 -34,365 -815 

16 잠실대교 -605 -3,239 -2,635 -21,360 -21,806 -446 

17 올림픽대교 -626 -1,642 -1,016 -12,069 -12,307 -239 

18 천호대교 -665 -1,745 -1,080 -15,356 -15,435 -79 

19 광진교 -42 -296 -254 -3,992 -4,028 -36 

주: 1) ‘차이’는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에서 45분이 될 때 링크 중요도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2) * 잠수교를 포함한 값이다.

표 4-11.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교량별 링크 중요도 차이 (단위: pcu/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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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의 결과를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으로 구분해 도식화

하면 각각 그림 4-9, 그림 4-10과 같다. 두 그림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

해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가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4-9. 가변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별 교량별 링크 중요도 (단위: pcu/일)

그림 4-10. 고정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별 교량별 링크 중요도 (단위: pcu/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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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통행시간 변화에 대해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링크 중

요도가 민감하게 변하는 점, 특히 서울 서부에 위치한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

대교의 중요도 변화량이 크다는 점은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두 모형의 링크 중

요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 4-11과 그림 4-12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림 4-11. 가변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링크 중요도 변화

그림 4-12. 고정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링크 중요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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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도 두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절대적 크기의 차이와 임계

통행시간 변화에 따른 교량별 링크 중요도의 민감도를 잘 보여준다. 가변수요

모형이 고정수요 모형에 비해 링크 중요도의 절대적 크기가 큰 것과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임계 통행시간에 대해 링크 중요도의 민감도가 큰

것이 나타난다.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임계 통행시간 변화에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의 링크 중요도만 조금 차이를 보이고 다른 교량의 변화는 미미하다.

그림 4-13. 가변수요 모형(위) 및 고정수요 모형(아래)의 임계 통행시간별 교량별 링크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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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는 링크 중요도의 표준점수로 나타낸 점도표로서 임계 통행

시간 변화에 따른 링크 중요도의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좌

측 패널의 두 점도표는 가변수요 모형, 우측 패널의 두 점도표는 고정수

요 모형으로 평가한 링크 중요도의 점도표이다. 또한 위쪽 패널의 두 점

도표는 임계 통행시간 60분, 아래쪽 패널의 두 점도표는 임계 통행시간

45분을 각 모형에 적용한 것이다. 가변수요 모형은 임계 통행시간 변화

에 대해 링크 중요도의 표준점수가 –1.0—0.0인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구간에서는 변함이 없다. 반면 고정수요 모형은 임계 통행

시간 변화에 대해 점도표의 전 범위에서 변형이 나타난다.

그림 4-14. 한강 교량 중요도의 점도표(표준점수 기준)

임계 통행시간을 45분과 60분으로 설정해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기술통계는 표 4-12와 같다.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평균은 임계 통행시간

이 60분일 때 각각 –22, -471이고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 각각

–119, -482이다. 이처럼 지역 노출도도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변수요 모형

에 비해 고정수요 모형에서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지역 노출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지역 노출도의 평균,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등

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계 통행시간 변

화에 대해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평균은 약 5.4배, 최솟값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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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통행시간 평균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표준편차

고정수요 T=60 -22 -571 -11 122 0 

T=45 -119 -2,601 -80 195 0 

가변수요 T=60 -471 -14,546 -121 185 0 

T=45 -482 -14,834 -137 225 0 

표 4-12. 임계 통행시간별 지역 노출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pcu/일)

4.5배, 중위수는 약 7.3배 증가한 반면, 같은 통계량에 대해서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모형별, 임계 통행시간별 지역 노출도의 분포를 상자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4-15와 같다. 이 그림에서 위 두 개의 상자도표는 가변수요 모형으

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분포이고, 아래 두 상자도표는 고정수요 모형

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분포이다. 또한 각각 위에서 아래 순으로 임

계 통행시간이 60분, 45분일 때의 결과이다. 이 그림에서도 두 모형 모두

임계 통행시간이 작을 때 지역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고정수

요 모형이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정수

요 모형에서 지역 노출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의 명동으로, 명동의 노

출도는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 –571에서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2,601로 4.5배가량 크게 변한다.

그림 4-15. 임계 통행시간별 지역의 노출도 분포 (단위: pcu/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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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노출도를 도면에 나타내면 가변수요 모형은 그림 4-16, 고

정수요 모형은 그림 4-17과 같다. 두 그림에서 위 패널은 임계 통행시간

이 60분일 때, 아래 패널은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 지역 노출도를

표현한 것으로 붉은 음영이 진할수록 한강 교량이 폐쇄될 때 누적기회

접근성의 저하 수준이 큰, 즉 노출도가 심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에 제

외된 수도권 바깥 지역은 노출도가 미미하거나 없다.

먼저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그림 4-16의 지역 노출도를 보면, 두

임계 통행시간에 대해서 지역 노출도의 크기 및 지역 분포에 큰 차이가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임계 통행시간이 줄어들면 교량의 폐쇄로

인해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없는 도착지가 늘어나서, 즉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하지 못하는 통행수요가 증가해서 지역 노출도가 높

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경로

변경 행태 및 임계 통행시간에 따른 대안 경로의 이용가능 여부의 영향

보다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통행 포기 행태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중심부이자 교량 인근 지역에 노출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도 교량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통행수요의 통행 포기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는 두 임계 통행시간에

대해 그 크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4-17의 두 패널에서 임계

통행시간 60분의 지역 노출도는 일부 지역에만 음영이 있고, 임계 통행

시간 45분의 지역 노출도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짙은 음영이 있어서 두

패널의 차이가 쉽게 구분된다. 이 그림에서도 고정수요 모형의 이론적

특성과 연관된 세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 한강 교량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음영이 표시된 곳이 없다.

이는 고정수요 모형이 충격에 따른 통행시간 변화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

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대안 경로를 이용해 임계 통

행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에만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임

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 명동과 회현동 일대, 한강로동과 한남동 등 한

강 인접 지역, 여의동, 역삼동, 삼성동 등과 같은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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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깥의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서도 노출도가 심한 경향을 보인

다. 특히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 먼 곳보다 지역 노출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해도

통행수요는 매우 비탄력적이고 단지 임계 통행시간 이내에 도착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시 내부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노출도가 높은 지역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 이는 두 지역의 교통망의 형태 차이와 무관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량 인근에서 강남지역이 강북지역보다 교통망이

조밀하고 격자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교량이 폐쇄되어도 대안 경로를 비

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그림 3-2 참조).

그림 4-18은 임계 통행시간이 45분일 때와 60분일 때의 지역별 지역

노출도의 차이(임계 통행시간 45분일 때 지역 노출도에서 임계 통행시간

60분일 때 지역 노출도를 뺀 값)를 도면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위

패널은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 차이, 아래 패널은 고정수요 모형

의 지역 노출도 차이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지역 노출도의 차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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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가변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별 수도권 지역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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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고정수요 모형의 임계 통행시간별 수도권 지역 노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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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임계 통행시간 변화에 따른 지역 노출도 차이(45분-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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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변수요 모형이 교통

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 경로변경뿐만 아니

라 통행 포기와 도착지 변경 등의 통행행태를 반영하는 반면, 고정수요

모형은 경로변경 행태만을 고려한다. 고정수요 가정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가 총 통행량(통행여부 및 통행횟수) 및 도착

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

이 전제하는 이론의 차이는 두 모형의 결과와 민감도 분석에서도 드러난

다. 고정수요 모형은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 경로변경 행태만

을 고려하므로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취약성 결과가 임계 통행시간에 더

민감하다. 민감도 분석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첫째, 임계 통행시

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두 모형 모두 지역 노출도와 링크 중요도

가 전반적으로 커지지만 가변수요 모형의 변화폭은 미미한 반면 고정수

요 모형의 변화량은 상당히 크다. 또한 고정수요 모형은 링크 중요도의

순위와 분포에서도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난다. 둘째,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두 모형 모두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교량의 중요도가 서울 중심부의 교량에

비해 큰 폭으로 커지고, 그 폭의 크기는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요 모형

에 비해 성산대교 6.2배, 양화대교 6.9배, 가양대교 11.2배가량으로 큰 차

이를 보인다. 서울 서부에 위치한 교량은 교량간 간격이 비교적 크고 인

근 교통망이 조밀하지 않아서 대안 경로가 부족한 점이 경로변경 행태만

을 고려하는 고정수요 모형의 한계를 부각한다.

지역 노출도의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고정수

요 모형은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노출도 증가량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은 오히려 노출도 증가량이 크지 않다. 서울시 내부를 비교하면 한

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노출도 변화량이 크다. 이

처럼 충격이 발생한 이후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없

는 지역이거나,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노출도 변화가 크게 나

타나며, 임계 통행시간에 민감한 고정수요 모형의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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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수요 모형은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에서 45분이 될 때 지역 노출도가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임계 통행시

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은 되지만 교량의 폐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통행포기, 도착지 변경과 같은 다른 통행행태의 영향

이 더 큰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두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서

가변수요 모형의 이론적 우수함과 행태적 정합성이 나타난다. 고정수요

모형의 취약성은 대안 경로를 이용해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

는지 여부에 의존적인 반면, 가변수요 모형의 취약성은 경로변경만을 고

려하는 고정수요 모형보다 다양한 수요 반응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변수

요 모형이 교통망 취약성 분석에 적합하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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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통망 취약성의 공간 집중도

지금까지는 도면에 표시한 지역 노출도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그 공간

분포에 관해 논의하였다. 지역 노출도 수치에 따른 음영의 짙고 옅은 정

도로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과 그러한 지역이 모인 군집권역 COVA4)

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

이는 군집권역이 실제로 같은 성질의 지역 노출도를 갖는 지역으로 형성

된 것이 맞는지, 또한 다른 권역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통

계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두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중(clustered)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dispersed)되어 있는

지, 아니면 무작위(random)한 패턴으로 분포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

를 제시한다. 공간 집중도가 존재한다면 COVA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

는지를 검토하고 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한다.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

도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제3장 4절의 ‘실험설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우선 그림 4-19는 수도권 지역의 노출도로 표현한 Moran 산점도

(Moran scatter plot)이다. 이 그림에서 왼쪽 패널은 가변수요 모형의 지

역 노출도로, 오른쪽 패널은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로 산출한 것

이다. Moran 산점도의 수평축은 지역 의 노출도의 표준점수를, 수직축

은 지역 의 인접지역 노출도의 표준점수를 공간 가중치 로 합산한

값(spatial lag)을 의미한다. 또한 좌표평면의 푸른색 직선의 기울기가

Global Moran’s 의 계수이다. 두 모형의 Global Moran’s 는 가변수요

모형이 0.600 (  ), 고정수요 모형이 0.443 (  )로 나타난다.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노출도가 유사한 지역끼리 뭉쳐서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말하면, 수도권 각 지역의 노출

4) 이 연구는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끼리 군집한 권역을 COVA (Cluster of

vulnerable area)라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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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지역 노출도의 Moran 산점도(좌: 가변수요, 우: 고정수요)

도가 인접 지역의 노출도와 아무런 관련없이 무작위하게 분포(  )한다

거나, 또는 인근 지역의 노출도 경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분포(  )한

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Moran’s 의 크기는 고정수요 모형이 0.443

인 것에 비해 가변수요 모형이 0.600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가변수요 모

형에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를 도면에 표시한 그림 4-2와 그림 4-6에서도 확인할 수 있

는 점이다.

그림 4-19에서 좌표평면을 네 등분하는 점선을 기준으로 4사분면이

구분되고, 각 사분면은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 유형을 의미한다. 1사

분면에 속한 지역은 HH 유형, 2사분면에 속한 지역은 LH 유형, 3사분면

에 속한 지역은 LL 유형, 4사분면에 속한 지역은 HL 유형의 공간분포를

형성한다.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

간분포의 유형별 지역수는 표 4-13과 같다.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 유

형 HH, LL, LH, HL에 포함된 지역수는 가변수요 모형에서 각각 439,

155, 0, 4개 동, 고정수요 모형에서 각각 305, 145, 10, 13개 동이다.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가 무작위적인 지역은 가변수요 모형에서 492개 동,

고정수요 모형에서 617개 동으로 고정수요 모형이 더 많다. 이는 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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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수요 모형 고정수요 모형

Spatial clusters HH (AOVA) 439 305

LL (COVA) 155 145 

Spatial outliers LH 0 10 

HL 4 13

No significant n/a (BOVA) 492 617

표 4-13. 지역 노출도 공간분포 유형별 지역수

요 모형에 비해 가변수요 모형에서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가 어느 유형

으로든 규칙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변수요 모형이 고정수요 모형에 비

해 지역 노출도가 무작위적인 공간분포를 갖는 지역과 분산(dispersed)된

지역(LH, HL)이 각각 125개, 19개 적고, 대신 군집(clustered)된 지역

(HH, LL)이 144개 많다. 이 결과도 고정수요 모형에 비해 가변수요 모

형에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두 모형의

Global Moran’s  차이를 설명한다.

한편 가변수요 모형에서 HL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네 곳이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명륜3가동, 중구 중림동, 서대문구 북아현동이다. 가회동

과 명륜3가동은 창덕궁, 경복궁, 삼청공원 등이 위치한 종로1·2·3·4가동,

삼청동, 혜화동과 같은 지역 노출도가 심한 지역에 인접해 있다. 중림동

과 북아현동도 역시 서울역, 이화여대 등이 있는 청파동, 회현동, 소공동,

신촌동과 같은 지역 노출도가 심한 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네 곳처럼

HL 유형에 속한 지역은 자신의 지역 노출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망의 취약성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다. 교통망의

취약성 평가에서는 HL 유형의 지역보다 LL 유형, 즉 COVA의 지리적

범위와 위치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

를 유형별로 도면에 표시하면 각각 그림 4-20, 그림 4-21과 같다. 그림

4-22는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자기상관에 대한 유의확률을

보여준다. 먼저 그림 4-20을 보면 가변수요 모형의 COVA는 한강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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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서울시 중심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형성된다. COVA를 둘러싸

고 있는 서울 및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역 노출도의 공간

적 분포가 뚜렷하게 집중 또는 분산되지 않고 무작위하게 혼재된 권역인

BOVA5)가 나타난다. 또한 BOVA 바깥으로는 HH 유형의 지역 노출도

군집인 AOVA6)가 둘러싸고 있다.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AOVA에 포

함된다. AOVA에 속한 지역은 노출도가 0에 가까운 지역으로서(그림

4-6 참조), 이 군집은 한강 교량의 폐쇄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노출되지

않는 권역이다.

이처럼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는 서울

시 한강을 중심으로 COVA, BOVA, AOVA 순으로 나타난다. COVA,

BOVA, AOVA 권역에 속한 개별 지역이 교통망의 조밀도, 교통량 수준,

도착지 분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동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유사한 노출도를 갖는 권역이 형성될 수 있

는 것은 교량에서 떨어진 거리(시간)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

다. 교량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한강을 건너는 이용가능한 우회 경로

의 수와 총 통행시간에서 우회로 인한 통행시간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

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교량까지 거리가 단거리인 지역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대안 경로가 많지 않고, 우회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분이 총 통

행시간에 비해 크기 때문에 통행포기와 같은 통행행태가 민감하게 나타

나고, 교량까지 거리가 장거리인 지역에서는 비교적 우회할 수 있는 대

안 경로가 비교적 많고 우회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가 총 통행시간 대비

작기 때문에 통행행태 변화의 민감도가 낮은 것이다. 이 결과는 교량 폐

쇄로 인한 피해가 교량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크고 먼 쪽으로 갈수록 줄

어들 것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5) 이 연구는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LL권역과 HH권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권역을 BOVA (Buffer of vulnerable area)라 명칭하
는 것을 제안한다.

6) 이 연구는 충격의 영향에 거의 노출되지 않으면서 지역 노출도가 0에 가까운 지
역끼리 군집한 권역을 AOVA (Absence of vulnerable area)라 명칭하는 것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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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수요 모형의 COVA는 교량까지 거리가 가까워 교량의 폐쇄로 인

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권역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공간 의존성(인과관계)을 일부 내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량 폐쇄로 인

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범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

BOVA는 교량까지 거리가 다소 떨어진 권역으로 COVA에서 나타나는

지역 노출도의 연쇄적 관계를 끊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권역이다.

BOVA에서는 교량까지 거리 요인보다 각 지역의 특성 및 교통망 구조,

통행량, 통행분포와 같은 요인에 의해 지역 노출도가 공간에 무작위하게

분포한다. AOVA는 충격이 발생한 교량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량의 폐쇄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영향권 바깥 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AOVA는 이를테면 교통망이 조밀해 대안 경로가 많거나 또는

교통망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서 노출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단

지 교량과 거리가 멀어서 교량의 폐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일 가

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그림 4-21의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적 분포를 보면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와 크게 두 가지 모습에서 대비된

다. 첫째, 고정수요 모형의 COVA는 한강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서

울 북부지역과 인천을 중심으로 두 권역에서 나타난다. 한강에 인접한

권역에서는 오히려 AOVA가 형성된다. 가변수요 모형이 한강을 중심으

로 하나의 COVA를 형성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둘째, 한강을 기준

으로 남쪽의 서울시내, 이른바 강남에서 AOVA가 형성된다. 가변수요

모형에서 이 권역이 COVA 또는 BOVA인 것과 대조된다.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가 갖는 두 가

지 특징은 공통적으로 한강 교량에 인접한 권역에서 노출도가 심한 지역

이 집중되지 않는 점이다. 교량에 가까운 권역일수록 교량 폐쇄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7)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

7) 충격이 발생한 곳 인근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보다 대안 도착지와 대안 경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진다. 충격이 발생한 곳에서 일정 범위까지는 병목현
상 및 연쇄적인 혼잡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거리 통행비
율에 비해 단거리 통행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충격에 인접한 지역이 멀리 떨
어져 있는 곳보다 영향을 받는 통행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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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고정수요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적 가정에서 비롯한다. 고정수요 모

형은 통행자가 교량 폐쇄에 대해 통행포기, 도착지 변경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경로변경 행태만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교량이 폐

쇄된 이후에 대안 경로를 이용해 임계 통행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는 통

행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역 노출도가 심하다. 반면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의 변화가 크더라도 임계 통행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통행량의 변화가 적은 지역은 지역 노출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중 또는 분산되느냐에 따라 COVA,

BOVA, AOVA가 형성되므로 두 모형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한편 고정

수요 모형의 이론적 특성을 고려하면 고정수요 모형의 COVA는 교통망

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통행수요 및 장거리 통행수

요에 대한 취약 지역을 식별하는 용도로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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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자기상관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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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고정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자기상관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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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Local Moran’s I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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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교통망은 생산과 소비 활동의 효율성과 국민 생활의 편익 및 삶의 질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통망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수, 지

진과 같은 자연적 요인, 붕괴, 정전과 같은 기술적 요인, 교통사고, 테러

와 같은 인적 요인으로 인해 교통망이 폐쇄되거나 소통상황이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의 교통부와 미국 국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

해 기상이변 횟수가 잦아질 것이라는 과학계의 합의를 인용하며 교통망

이 충격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교통망의 어느 구간이 전체 교통체

계에서 가장 치명적인지, 또는 교통망이 폐쇄될 때 어느 지역이 그 피해

에 크게 노출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그에 대응하는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과 재해 등에 의해 교통망에 충격이 발생

했을 때에도 사람과 재화의 이동 여건과 의료 및 방재와 같은 필수 서비

스의 제공 여건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이해를 토

대로 교통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망 취약성 분석의

중요성은 기상이변과 같은 위기의 증가와 함께 점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망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는 근래에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갖

는다. 첫째, 통행자가 교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경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응한다는 강한 가정, 즉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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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가장 큰 약점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변화가 총 통행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통행자는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자신의 교통수단이나 도착지를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통행

을 포기하는 등 통행빈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둘째, 교통망 취약성을 평

가하기 위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 중에서 교통망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통행수요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하지 못하는 지표가 흔히 채택되고 있

고, 두 개 이상의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취약성의 크기

를 비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전통적 교통망 취약성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하는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두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가변수요 특성을

반영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모형의 정합성과 우수성을 검토하였다. 이

것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며 논의하였다.

첫째, 교통망 취약성의 정의와 평가 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

고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는 교

통망에 발생한 충격에 대해 통행자가 통행경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대

응한다는 고정수요 특성을 가정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부족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는 실제 교통망 취약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가변수요 특성을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교통수요의 가변성을 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이 평가 체계에 적합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로 누적기회 접근성

을 선정하였다. 누적기회 접근성은 교통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모두 고려

할 수 있고, 전체 평가 지역에 대해 단일 지표로서 교통망 취약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지표임을 설명하였다. 셋째, 실제 교통망에서 가변수요 및

고정수요 특성을 전제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두 결과를 비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두 모형을 실제 교통망에 적용하는 방안과 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평가 대상,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는 실험 설계에

관해 검토하였다. 또한 두 모형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

감도 분석과 공간 집중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임계 통행시간에 대한 민



- 112 -

감도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첫째, 초기 임계

통행시간 값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풍부한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둘째, 고정수요 모형과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교통망 취약성의

차이가 두 모형의 이론적 전제의 차이에 의한 것임을 검증하였다. 이어

서 공간 집중도 분석을 통해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두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

면 무작위하게 분포하는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두 모형으로 한강 교량 폐쇄에 대한 수도권 도로 교통망의 취약

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가변수

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두 교통망 취약성 결과가 절대적

크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링크 중요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

형으로 평가한 교량 중요도의 평균은 –1,375, 중위수는 –1,139인 반면,

가변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교량 중요도의 평균은 –27,419, 중위수는

–24,773으로 고정수요 모형의 링크 중요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링크 중

요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0에 가깝게) 나타났다. 가변수요 모형으로 도

출한 링크 중요도의 최댓값이 –3,992인 반면 고정수요 모형으로 도출한

링크 중요도의 최솟값이 –3,193인 점도 두 모형의 평가 결과에 큰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고정수요 모형에서 링크 중요도의 순위가 1

위인 양화대교가 폐쇄될 때 전체 교통망의 누적기회 접근성 하락분이

–3,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화대교의 1일 교통량이 약 15만

대인 점을 고려하면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한강 교량의

중요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에도 고정수

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가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정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22, 중위수 –11인 반

면, 가변수요 모형의 지역 노출도는 평균 –471, 중위수 –121이다. 특히

가변수요 모형에서는 지역 노출도가 –14,546— -1,451 범위에 속하는

특별히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지역이 총 97개 동이지만, 고정수요 모

형에서는 가장 지역 노출도가 높은 취약지역의 지역 노출도가 –571로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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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에서 취약성의 지리적 분포가 다

르게 나타났다. 먼저 링크 중요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

형에 비해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교량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

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교량은 비교적 서울

시 중심부에 위치한 교량이었다. 지역 노출도의 경우 고정수요 모형은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비교적 외곽 지역에서 노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북서부 및 남부 방향의 경기도 지

역은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보다 더 먼 지역에서 지역 노출도가 심한 경

향을 보이는 점, 서울시 내부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보다 북

부 지역에 지역 노출도가 높은 지역이 모여 있는 점도 고정수요 모형으

로 도출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이다.

이 두 가지 발견은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

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또한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시간이 증가하여

도 통행수요의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고정)이고, 단지 경로변경 행태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서 취약성

이 결정되는 고정수요 모형의 이론적 한계를 부각한다. 반면 가변수요

모형은 교량의 폐쇄로 인해 통행수요의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에 인접한 지역에서 취약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로 변경 행태 및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도착지 변경과 통행포기 행태까지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이며 상식에 부

합하는 결과이다.

가변수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이 전제하는 이론의 차이는 두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고정수요 모형은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으로 경로변경 행태만을 고려하므로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취약성

결과가 임계 통행시간에 더 민감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 발견되는 대표

적인 예로서 첫째,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두 모형

모두 지역 노출도와 링크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커지지만 가변수요 모형

의 변화폭은 미미한 반면 고정수요 모형의 변화량은 상당히 컸다. 또한

고정수요 모형은 링크 중요도의 순위와 분포에서도 비교적 큰 변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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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둘째,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두 모형 모두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등 서울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교량의

중요도가 서울 중심부의 교량에 비해 큰 폭으로 커지고, 그 폭의 크기는

고정수요 모형이 가변수요 모형에 비해 성산대교 6.2배, 양화대교 6.9배,

가양대교 11.2배가량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서부에 위치한 교량은

교량간 간격이 비교적 크고 인근 교통망이 조밀하지 않아서 대안 경로가

부족한 점이 경로변경 행태만을 고려하는 고정수요 모형의 한계를 부각

하였다.

지역 노출도의 민감도 분석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고정수요 모

형은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일 때보다 45분일 때 서울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노출도 증가량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시에 인접한 지역은

오히려 노출도의 증가량이 크지 않았다. 서울시 내부를 비교하면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노출도의 변화량이 컸다. 이처

럼 충격이 발생한 이후 대안 경로로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노출도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나며 임계 통행시간에 민감한 고정수요 모형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반

면 가변수요 모형은 임계 통행시간이 60분에서 45분이 될 때 지역 노출

도가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계 통행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은 되지만 교량의 폐쇄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통행포기, 도착지 변경과 같은 다른 통행행태의 영향

이 더 큰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임계 통행시간의 변화에 따른 두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서 가변수요 모형의 이론적 우수함과 행태적 정합성이 나

타났다. 고정수요 모형의 취약성은 대안 경로를 이용해 임계 통행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존적인 반면, 가변수요 모형의 취약성

은 경로변경 행태만을 고려하는 고정수요 모형보다 다양한 수요 반응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변수요 모형이 교통망 취약성 분석에 적합하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가변수요와 고정수요 두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작위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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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분포하는지를 공간적 자기상관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지역 노출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있었고 지역 노출도가 유사한 지역끼리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있

음을 보였다. Moran’s 의 크기는 고정수요 모형이 0.443인 것에 비해

가변수요 모형이 0.600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가변수요 모형에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가 더 높은 것을 설명하였다. 지역 노출도의 공간

분포 유형별 지역수를 검토한 결과는 고정수요 모형에 비해 가변수요 모

형에서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가 규칙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변수

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분포를 유형별로 도면에 표시하

면 한강을 중심으로 COVA, BOVA, AOVA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량 폐쇄로 인한 피해가 교량에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크고, 먼 쪽으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반면 고정수요 모형

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는 가변수요 모형의 결과와 크게

두 가지 모습에서 대비되었다. 첫째, 고정수요 모형의 COVA는 한강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서울 북부지역과 인천을 중심으로 두 권역에서

나타났다. 한강에 인접한 권역에서는 오히려 AOVA가 형성되었다. 가변

수요 모형이 한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COVA를 형성한 것과 대비되는 결

과이다. 둘째,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의 서울시내, 이른바 강남에서

AOVA가 형성되었다. 가변수요 모형에서 이 권역이 COVA 또는 BOVA

인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고정수요 모형으로 평가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적 분포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은 공통적으로 한강 교량에 인접한 권

역에서 노출도가 심한 지역이 집중되지 않는 점이다. 교량에 가까운 권

역일수록 교량 폐쇄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과 반

대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가변수요 모형의 이론적 우수함과

행태적 정합성이 드러난다. 고정수요 모형은 그 이론적 특성을 고려하면

교통망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통행수요 및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는 용도로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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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을 고정수요로 가정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변수요를 고려한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분석 틀에 적합한 교통망 퍼포먼스 지표로

누적기회 접근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가변수요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연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림 2-1의 교통망 취약

성 연구의 전체 범위 중에서 ‘*’로 표시한 요소에 초점을 두고 연구 범위

를 좁혔다. 충격 대상은 도로 교통망으로 설정하였으며 교통수요의 반응

은 통행빈도, 도착지, 통행경로 변경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일부 한계가 있음에도

관련 이론 및 정보가 부족하여 무시된 사항이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계될 수 있는 후속 연구 이슈도 있다. 이러한 사항을 표 5-1에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충격의 유형

및 발생확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분석법을 따라

어느 충격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 예상 결과, 즉 피해규모에 초

점을 두었다. 향후에 충격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와 충격이 발생할 확률에

관한 정보가 축적된다면 충격의 피해규모뿐만 아니라 발생확률까지 고려

하는 ‘위험 분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험분석은 충격에 관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점차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는 충격이 발생하는 대상을 교통망으로 한정하였다. 이

것 역시 전통적인 교통망 취약성 연구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충

격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교통망뿐만 아니라 활동기회와 통행수요까

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통행은 교통망의 서비스 수준

뿐만 아니라 활동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기회와 통행수요의 통행능

력(교통수단)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성도 교통

망, 활동기회, 통행자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과 그 충격에 따른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컨대 활동기회와 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충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취약성 평가 체계는 특히 치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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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향후 연구 과제 세부 방법

위험 분석 위험 유형별 발생확률 산출 · 돌발상황의 인과관계 파악 

및 발생 빈도 빅데이터 축적

충격 대상의 설정 활동기회, 통행자에 대한 

충격과 취약성 분석

· 활동기회 및 통행자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 설정

교통수요의 반응에 

대한 가정

교통수단 전환을 고려한 

취약성 분석

· 수단선택 모형 포함

· 수요함수에 반영

통행스케쥴 변경을 고려한 

취약성 분석

· 동적 교통량 배정 모형 활용

재난상황에 대한 기본적 귀인 

오류 검토

· 재난 상황에서의 행태 분석 

피해 규모의 측정 교통량 배정 모형에 따른 

피해규모(통행행태)의 차이 및 

활용방안

· 표준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을 이용한 취약성 현황 파악

· 시스템 최적 교통량 배정 

모형을 이용한 교통망 

사업의 회복력 평가

· 용량제약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을 이용한 

회복전략 효과 분석 

피해규모(취약성)의 상관 및 

인과 관계 분석

· 주요 결정변수 식별 및 

분석대상 선별 방안에 관한 

논의

표 5-1. 향후 연구과제

재, 의료 업무 등과 같은 필수 서비스(활동기회)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또는 필수 서비스의 취약성에 노출된 지역을 식별할 때 통찰을 제공할 것

으로 기대한다. 치안, 방재, 의료 업무 등 필수 서비스는 재난, 재해와 같

은 충격이 발생해 교통망 또는 활동기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도 반

드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로서 일상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는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을 통행빈도, 도착지, 통

행경로 변경에 한해서만 고려했다. 그러나 실제 통행자는 충격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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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통수단을 변경하거나 통행 스케쥴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

서 분석한 가변수요 모형의 수요변화량(통행포기) 중에서도 일부는 교통

수단을 변경해 통행을 유지했을 수도 있으며, 이를 반영할 경우 가변수

요 모형과 고정수요 모형의 취약성 차이는 줄어들 수 있다. 교통수단 전

환 행태를 포함해 충격에 대한 교통수요의 반응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후

속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 연구에서 고려한 교통수요의 반응은 평상시 통행행태를 기준

으로 가정한 것이다. 충격 상황에서의 교통수요 반응에 관한 이론 및 정

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요함수와 링크 저항함수는 평상시 통

행행태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통행행

태와 교통망 취약성이 전제하는 재난, 재해, 테러와 같은 상황에서의 통

행행태는 다를 것이다. 충격 상황에서의 상황 요인은 통행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행목적(의무/재량목적,

출근/여가 등)에 따라 통행행태가 다른 것도 상황 요인에 따른 것이다.

상황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통행과 관련된 기본 요인(통행

시간, 활동기회 등)만으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 귀인 오류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를 범할 수 있다. 충격 상황에서의 교통

수요 반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충격 시나리오의 피해규모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교통량 배정 모

형의 유형은 다양하며, 그 유형별 특성을 활용하여 취약성과 회복력

(resilience)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회복력은 교통체

계가 충격을 흡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취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주목한 표준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

은 개별 통행자의 효용 극대화를 가정하는 교통량 배정 모형으로서 충격

발생 후 균형 상태에서의 통행행태를 가장 잘 설명한다. 이 모형으로 도

출한 취약성 결과는 교통시설물의 중요도를 평가하거나 위험지역 및 위험

요소를 식별할 때 유용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교통시설물의 분류체계 및

취약성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시스템 최적 교통량 배정 모형은 교통망의 효율적 사용을 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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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의 총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교통량 패턴을 찾는다. 이 모형으로

도출한 교통량 패턴은 일반적으로 균형 상태의 교통량 패턴은 아니다.

시스템 최적 상태에서는 개별 통행자가 경로 변경을 통해서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최적 모형의 교통량 패턴은 현실에

서 나타나기 어렵지만 교통망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된 상태(총 통행시

간이 최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비상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교잣대(yardstick)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 최적 교통량 패턴은 첫째, 충격 발생시 피해 규모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교통량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충격의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교통망 구조 또는 운영 방식을 모색할 때 비교잣대가 된다.

용량제약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은 표준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에 용량제약식을 포함한 것으로 제약식 외의 나머지 특성은 표준 모

형과 같다. 이 모형은 용량제약식을 추가함으로써 [식 3-1]의

       에서 통행료나 통행제한과 같은 교통망 운영방식 

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교통량 행태를 찾을 수 있다. 용량제약이

모형 내에서 통행료나 통행제한 등의 운영방식과 동등(equivalent)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량제약 이용자 균형 가변수요 모형은 충

격 상황을 대비한 교통망 운영 전략의 효과를 분석할 때 유용할 것이다.

이때 교통망 운영 전략에 따른 교통량 패턴이 앞서 살펴본 시스템 최적

모형의 교통량 패턴과 근접할수록 그 운영 전략은 회복력 제고 관점에서

우수한 효과를 달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로운 교통망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에 주목하였으나 교통망 취약성의 인과 관

계 및 결정 요인에 관한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교통망의 구조, 교통수요

의 행태, 지역 특성 등과 같은 요인과 교통망 취약성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면 이 정보를 토대로 교통망의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검토한 지역 노출도의 공간 집중도는 교통망

취약성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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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networks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to the convenience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performance of

the network above a certain level.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eliminate

all of the risk factors that can occur in the network.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in the network,

information on the vulnerability of the network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which sections of the network are most critical

to the entire network or which areas are most exposed to

consequences of the closure of the network, so that plans and

strategies can be developed to address potential issues. In this context,

discussions on the vulnerability of transport networks have been

conducted in recent years but the traditional model has two limitations.

First, existing research makes a strong assumption that the traveler’s

only response is changing the route to avoid the incident tha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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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d in the network. That is, fixed demand is assumed. Second,

among the network performance indicators for assessing vulnerability,

those that do not simultaneously measure the change in the

performance of the network and the variability of demand are often

adopted. In addition, it cannot compare the magnitude of vulnerability

by using two or more network performance indicator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variable demand-based network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The rationality of the model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model with those of the

fixed demand model and is discussed in three stages. First, the process

for assessing vulnerability was established by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definition and evaluation methods of vulnerability. Second, a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considering variable demand

characteristics was proposed. In addition, cumulative opportunity

accessibility, which satisfies the assumption of the variable

demand-based model was selected as an index of performance

measurement of the network. Third, in the actual network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

demand and fixed demand was carried out, and the two results were

compared. Subsequently, sensitivity analysis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urther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odels.

Tw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esults while comparing the two

models for the vulnerability of the metropolitan road network to closure

of the Han River bridges. First, the vulnerability results of the two

models differed in absolute size. It was found that the link importance

of the fixed demand model was significantly underestimated compared

to those of the variable demand model. In the case of regional

exposure, the regional exposure of the fixed demand model was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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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than that of the variable demand model. Secon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vulnerabilities was different in the variable demand

model and the fixed demand model. In the case of link importance, the

fixed demand model showed higher importance to the bridges located

in the west of Seoul than the variable demand model. On the other

hand, the bridges that are more importantly evaluated in the variable

demand model were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In the case of

regional exposure, the fixed demand model showed a relatively high

degree of exposure in suburban areas compared to the variable demand

model. These two findings are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

theoretical assumptions of the fixed demand model and the variable

demand model. It also highlights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e fixed

demand model in which the demand is very inelastic even when the

travel time increases due to the closure of the bridge, and the

vulnerability is determined only by the route chang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in the variable demand model, the vulnerabilities were high

in the area adjacent to the bridge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high

response to demand due to the closure of the bridge. This is because

the variable demand model reflects not only the behavior of route

changes but also the behavior of destination choice and travel

frequency. Finally,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both models also showed the theoretical

superiority and behavioral rationality of the variable demand model.

keywords : Exposure, Fixed-demand, Importance, Network,

Variable-demand,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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