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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통은 최근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서울

시의 경우 교통 운 비용은 지방정부의 보조 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따라서 교통의 운임 수 을 책정할 때에는 단순히

운 자 해소와 생산자 입장에서의 이익 극 화가 아닌 체 사

회 에서의 사회후생 극 화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통 련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보고,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도출하 다.

우선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두 가지 수단을 상으로

Cochrane-Orcutt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두 수요함수 모두 모형이 합하고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수요함수에 흔히 나타나는 자기상 문제도

보정되었다.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교통의 수요탄력성

을 악한 결과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임탄력성은 -0.489,지하철의

운임탄력성은 -0.28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추정된 운임탄력성

값을 이용해 운임 수 의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의 변화와 그

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추정할 때 소비자잉여 외에 크게 운 비용,

운임수입과 승용차이용비용을 포함하 다.승용차이용비용은

교통과 승용차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용하여 유류 비용,유류세

수입,도로혼잡비용,승용차 사고비용 그리고 기오염비용을 분석

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운임 변화의 -100%~100% 범 내에서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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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인하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 고,운임이 인상되면 사회후생

이 증가하다가 시내버스는 57%,지하철은 12% 수 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

임이 내릴수록 이용자 편익이 증가하 고 운임이 오를수록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 다.정부수입은 이용자 편익과 반 로 운임이 내

릴수록 후생이 감소하 고,운임이 오를수록 후생이 증가하 다.

외부효과는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 상 으로 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운 기 의 입장에서 비용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운임을 41% 이상 인상될 때에 비용회수율이 1을 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재 교통의 재차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정 운임 수

을 추정한 결과 시내버스는 운임이 25% 인상될 때,지하철은 운

임이 6%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동일한 운임을 용할 경우 교통 운임이 20% 인상되면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추가로 시나리오 분석

을 시행한 결과 서비스 공 을 고정할 경우에는 운임이 인하될수

록 사회후생이 증가하고 운임이 인상될수록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가격의 가 상을 반 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 운임이 33%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요어:도시 교통, 정 운임,사회후생 극 화,수요함수,

서울

학번:2014-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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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서울시는 2015년 6월 27일 교통 운임을 인상하 다. 교통의

기본운임은 시내버스의 경우 150원,지하철의 경우 200원이 인상되어 각

각 1200원과 1250원으로 올랐다.반면 교통 운임제도인 통합거리비

례제는 유지되며,거리 추가운임과 어린이 운임,청소년 운임은 이 과

동일하다.

이처럼 서울시가 운임을 인상한 것은 3년만이며,2004년 7월 교통

운임의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된 이후로 세 번째 인상이다.1)사실 이번

인상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인상안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시는

매번 비 인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이라 불릴 만큼 서울시민들의 교통 통행분담률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임 인상에 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2013년

기 서울시의 통행분담률을 살펴보면 버스 27.4%,지하철 38.2%로

교통 체의 통행분담률은 65%를 넘는다.2)

서울시는 교통 운임 인상에 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심각한

자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의 시내버

스와 지하철의 운 자는 각각 3,092억 원과 4,245억 원으로 총 7,337억

원에 달했다.이는 년 비 5.2% 증가한 값이다.3)한편 한 차례 운임

인상이 있었던 2012년도에는 년 비 -24.0%의 수 으로 운 자가

어든 것으로 나타나,이번 운임 인상도 운 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

기 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공 제로 운 되고 있으며 지하철은 공기업인

1)2004년 기본운임이 800원에서 2007년에는 900원,2012년에는 1,050원으로 인

상되었다.

2)교통안 공단·국토교통부(2015),「2014년 교통 황조사」.

3)2013년의 운 자는 6,974억 원에 달했다.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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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그리고 서울메트로9호선

(주)이 운 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 자를 서울시에서 지 하

는 보조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운임 수

책정이나 그와 련된 연구들은 운 비용만을 고려하여 교통의 생산

자 입장에서 운 자를 해소하려는 목 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부분이

다.

한편 교통의 정의를 살펴보면 Vuchic(1999)은 교통을 개인

자신을 해 소유하고 운 하는 개인 교통(privatetransportation)과 달

리 일반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통체계와 수

단으로 정의하며 교통을 개인 교통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히 설명하

고 있다. 한 최근 도시교통정책은 교통에 환경과 복지 개념을 부

여하여 교통의 공공성을 부각시키며 교통의 환경 ,사회 역

할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해외의 도시교통 트 드 한 환경과

공공복지 등에 한 사회 합의를 요시하고 있다.4)

이처럼 서울시의 교통 역시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서울시의 보조 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수 을 책정할

때 단순히 자 해소와 생산자 입장에서의 이익 극 화가 아닌 체 사

회 에서의 사회후생 극 화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추정

하고자 한다.이 때 교통의 서비스 공 은 교통 수요에 따라 유

연하게 조정되어 재의 재차인원,즉 차내혼잡 수 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다.우선 서울시 교통의 수요함수를 직 도출하여 수요의

탄력성과 교통 이용자들의 편익을 추정해보고자 한다.그 다음 운

비용,운임수입과 승용차 이용비용 이에 따르는 외부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보고,최종 으로 사

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추정하고자 한다.그리고 시나리

4)미래에는 환경과 공공복지 등에 한 사회 합의로 교통 심의 인

라 구축 정책이 요구된다.서울특별시(2012),「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계

획(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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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분석을 통해 상황 변화 시에 사회후생과 정 운임 수 의 변화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2.연구의 범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서울특별시를 상으로 하며,수도권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수도권 체를 분석하기에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

려울 뿐만 아니라 2014년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교통 통행 시내의

통행이 86%를 차지하므로 시내만을 상으로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고 단하 다. 교통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해 1976년부터 2013

년까지의 자료를 구축하 고,사회후생의 분석시 은 2013년이다.분석

상은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2009년에 개통하여 자료의 양이

은 9호선을 제외한 1~8호선만을 상으로 하 다.연구의 범 를 정리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공간 범 서울특별시

시간 범 1976~2013

상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서울메트로 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표 1>연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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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차

본 연구는 교통 수요함수를 도출하고,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추정하는 데 목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사회후생

개념에 해 고찰하고, 교통의 정 운임 수 을 추정한 선행연구들

과 교통 수요함수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그 다음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고,분석에 쓰이는 시계열 자료에 한 기술

(descriptive)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이 자료를 이용해 교통 수

요함수를 도출하고,그 외 비용들을 추정하여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분석 결과를 토 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운임 수 을 추정하

고,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교통 서비스 공 고정의 경우와 휘발유

가격 인하의 경우 사회후생의 변화를 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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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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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선행연구의 고찰

1.이론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 극 화(SocialWelfareMaximization)의 운임

수 을 찾고자 한다.사회후생(SocialWelfare)이란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말하며,사회후생이 최 가 되는 균형을 효율

인 균형으로 보고 있다. 한 사회후생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순사회편

익(NetSocialBenefit)으로 통용되기도 하며,정책의 결정 는 기획 과

정에서 여러 안(alternatives)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 으

로 쓰인다.여러 개의 안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각각 측정하

고 그 편익의 크기와 비용의 크기를 비교 평가하여 가장 합리 이고

효과 이라 악되는 안을 선택하기 하여 활용된다.5)

본 연구에서는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편익과 비용의

변화로 측정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사회후생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사회후생을 총편익(TotalBenefit)과 총비용(TotalCost)의

식으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편익에는 교통 이용자의 편익인 소비자잉여

(ConsumerSurplus),운임수입 그리고 정부의 세 수입이 포함된다.비

용에는 운 비용 는 차내혼잡비용,승용차 이용비용 도로혼잡으로

인한 외부효과 등이 포함된다.이는 3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할 것이다.

5)이종수(2009),「행정학사 」,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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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의 고찰

1) 교통의 정 운임 수 추정 련 선행연구

국내 연구에서 김천곤(1998)은 자원의 효율 이용과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즉 사회 잉여를 극 화할 수 있는 운임을 설정하기 해 효율성

을 고려하여 세 가지 가격설정방식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운임을 추정하

다.지하철에 한 월 수 함수형태의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단

기와 장기로 나 어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MarginalCostPricing,MC

Pricing),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AverageCostPricing,AC Pricing)그

리고 램지가격설정방식(RamseyPricing)을 용하여 추정하 다.추정결

과는 <표 2>와 같다.

(단 :원/명)

구분 한계비용운임 평균비용운임 램지운임

단기 Ⅰ 170.1 292.2 304.1

단기 Ⅱ 388.8 409.9 412.9

장기 558.2 574.6 577.5
주:단기 Ⅰ은 인건비,복리후생비,유지 리비 등 순수 가변비용만을 포함함.

단기 Ⅱ는 차량, 로설비 등 장비 자재비를 가변비용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추정함.

<표 2>김천곤(1998)의 가격설정방식별 정 운임 추정 결과

김성수 외(2003)역시 서울시 지하철에 한 월 수 함수형태의 가

변비용함수를 설정한 후,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서울시의 시간 별·

거리별 승객 1인당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분석에 앞서 서울지하

철공사의 가변비용은 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한계비

용은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수 이고,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을 용해

운임을 책정한다면 운 자는 보조 으로 보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선

책으로는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분석 결과

2001년 불변가격을 기 으로 시간 별·거리별 승객 1인당 정 운임 수

은 평균탑승거리 11.13km에서 첨두시의 경우 1,005원,비첨두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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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65원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별 차등운임제의 도

입이 필요하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정 운임 수 을 추정하기 해 운 자의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격설

정방식을 주로 채택하던 국내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익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허

동 (2014)은 2012년 구 역시를 상으로 사회 에서 교통

보조 의 정 수 을 추정하기 해 교통 운임의 변화에 따른 보조

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가 최 가 되는 보조 의 수 을

추정하 다.EMME3의 수요모형을 그 로 용하여 수요 변화를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사회 편익을 산정하 다.사회후생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보조 과 세수로 인한 자 손실,운 자의 통행비용,통행자의 시간

비용,교통사고비용, 기오염비용이 포함되었다.분석 결과 17%의 자

손실률을 용할 때,비용회수율이 100%를 넘어서는 1400원의 요 수

,즉 보조 을 300원 덜 지 하는 것이 사회 에서 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철 외(2015)는 농 지역의 공차운행을 이고 교통 서비스 사

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Transport,DRT)도입을 해 이용자 에서의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이를 해 DRT도입에 한 선호도를 가상선호의식

조사(Stated Preference, SP)를 통해 조사한 후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ValuationMethod,CVM)을 용하여 이용자의 지불용의액

을 산정하여 DRT의 편익을 계산하 다.분석 결과 경제력이 낮은 농어

지역의 사회 약자가 평가하는 DRT의 가치는 1,000원의 이용운임을

받는 노선버스 서비스보다 개선되는 근성의 가치 38.85%,원하는 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의 가치 31.03%,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는 편의성의 가치 30.12%가 높은 약 1,368.73원 정도의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DRT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DRT운임 수 결정을 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단

하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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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교통 정 운임 수 추정에 한 연구들에서 용한

정 운임 추정 방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선행연구 연구 상 정 운임 추정 방식 추정 결과

김천곤

(1998)

서울시

지하철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

평균비용가격설정방식

램지가격설정방식

단기Ⅰ ↓

단기Ⅱ -

장기 ↑

김성수 외

(2003)

서울시

지하철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

첨두 ↑

비첨두 ↓

허동

(2014)

구 역시

교통
사회후생 극 화 ↑

김원철 외

(2015)

농어 지역

노선버스
조건부가치측정법 ↑

주:추정 결과에서 ↑은 정 운임 수 이 기존보다 높은 경우,-은 비슷한 경우,

↓은 낮은 경우를 뜻함.

<표 3>국내 교통 정 운임 수 추정 련 연구의 개요

김천곤(1998)과 김성수 외(2003)는 상황에 따라 다른 정 운임 수

을 제시하 고,허동 (2014)과 김원철 외(2015)는 정 운임 수 이 기

존 운임보다 높다고 제시하 다.

국외에서 DeBorgeretal.(1996)은 벨기에를 상으로 사회 비용을

고려하여 교통의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Glaister-Lewis모

형을 이용하여 외부효과로 환경비용,사고비용,혼잡비용 등을 포함하

다. 분석 결과 교통의 정 운임 수 은 한계사회 비용(Marginal

SocialCosts,MSC)과 일치했다.

ParryandSmall(2009)은 워싱턴,LA,런던을 상으로 지하철과 버

스의 정 보조 수 을 통해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분석에는

사용자 효용과 통행 특성,혼잡,오염,사고 외부효과,규모의 경제 그리

고 교통 기 의 서비스 공 의 변수로 한계후생효과를 계산하 다.

분석 결과 재 높은 수 의 운임보조 은 효율성이 있음을 보 고,운

임을 운 비용의 50% 수 으로 설정하여 차 할인하여도 후생을 향상

6)김원철 외(2015)에서 인용하 다.



-10-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첨두와 비첨두의 운임을 달리 할 것을 주

장하 다.

Almoradoetal.(2013)은 필리핀을 상으로 2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콥-더 라스(Cobb-Douglas)형태의 생산

함수를 추정하여 비용함수를 도출한 뒤 램지가격설정방식을 통해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더 나아가 비용회수율이 100%가 되는 가격 등

의 안들을 제시하 고, 운임 수 보다 더 높은 운임 수 이 정

운임 수 이라고 주장하 다.

Holmgren(2014)은 스웨덴의 도시들을 상으로 교통의 이용을 높

이고 사회후생을 극 화하기 한 정 운임 수 을 추정하 다.분석을

해 교통의 수요함수,공 함수 그리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이용

자의 일반화비용(GeneralizedCost,GC)을 지불용의액(WTP)으로 나타낸

뒤 총 비용과 비교하여 순사회편익을 계산하 다.분석 결과 도시 21곳

20곳의 지역에서 운임 수 (2011년)보다 더 낮은 운임수 이 사

회후생을 극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운임을

용하면 1인당 통행수는 17.2%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다.

선행연구 연구 상 정 운임 추정 방식 추정 결과

DeBorger

etal.

(1996)

벨기에 한계사회 비용 ↑

Parryand

Small

(2009)

워싱턴

LA

런던

한계후생효과 ↓

Almorado

etal.

(2013)

필리핀 램지가격설정방식 ↑

Holmgren

(2014)
스웨덴 순사회편익 극 화 ↓

주:추정 결과에서 ↑은 정 운임 수 이 기존보다 높은 경우,↓은 낮은 경우를 뜻함.

<표 4>국외 교통 정 운임 수 추정 련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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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yandSmall(2009)은 높은 보조 수 을 옹호하며 운임 수 을

기존 운임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 고,Holmgren(2014)의 연구 역

시 순사회편익이 극 화되려면 운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 다.나머

지 연구들은 정 운임 수 을 기존 운임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하 다.

2) 교통의 수요함수 추정 련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교통의 수요함수 추정에 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

태이다.장택 (1997)은 서울시 지하철을 상으로 수요가 정책변수들의

변화에 어떠한 향을 받는지 분석하 다.선형회귀모형, 수선형회귀모

형,그리고 BoxandJenkins가 개발한 시계열 분석기법인 ARIMA모형

을 이용하여 지하철의 수요탄력성을 구하 다.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변수 선형회귀모형 수선형회귀모형 다변수모형

운임 -0.39 -0.12
단기 -0.29

장기 -0.32

서비스 0.60 0.60
단기 0.20

장기 0.50

소득 0.95 0.85
단기 0.44

장기 1.08

버스운임 -0.41 -0.34
단기 0

장기 0

<표 5>장택 (1997)의 교통 수요탄력성 추정 결과

<표 5>와 같이 추정된 탄력성을 국외 사례와 비교하기도 하 다.

<표 6>은 국외의 교통 수요탄력성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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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변수 도시 탄력성

지하철 요
London

-0.12~-0.233

단기 -0.40

장기 -0.70~-1.001

Glasgow -0.44~-0.493

버스

요

WestYorkshire -0.363

London -0.25~-0.453

WestLidlands -0.40~-0.70

Granada -0.184

서비스 공

WestYorkshire 0.33,0.543

London 0.25~0.45,0.523

Knoxville 0.52

Chesapeake 0.80

Granada 0.964
자료:장택 (1997)을 재구성하 음.

<표 6>국외 교통 수요탄력성 추정 결과의 개요

윤재호(2002)는 서울 시민의 교통수요를 분석하기 해 이상수요체

계(almostidealdemandsystem)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

하여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수요탄력성,그리고 소득탄력성을 추정하

다.실증분석에는 시내버스,시외버스,택시,기차,지하철,연료비 등이

포함되었으며,그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각각 -0.68,

-0.69로 비슷한 수 에서 비탄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와 지하

철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48과 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태(2008)는 서울시를 상으로 두 분석시 의 교통카드 이용정보

를 통해 통합거리비례제 시행 이후 교통 수요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하고,그 탄력성을 추정하 다.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교통 수요의 환승횟수탄력성은 -0.16,운임탄력성은 -0.30,승

용차유류가격탄력성은 0.04,인구탄력성은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교통 수요함수에 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Hensher(1997)은 시드니를 상으로 간 효용함수와 이산선

택모형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 티켓을 종류별(classes)로 나 어 각 종류

의 안수단선택 SP(Stated Preference)와 RP(Revealed Preference)를

통해 추정하 다.더 나아가 교통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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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2000)은 교통 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수요함수모형의

형태는 매우 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하 다.잘못된 모형의 선택은

추정치에 편의(bias)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Litman(2004)은 교통의 운임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에 련된

연구들을 검토하 다.그는 운임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 교통혼

잡이나 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운임을 인상하고 서

비스를 이면 장기 으로 교통 수요,운임수입과 혼잡, 기오염 등

에 피해를 것이라고 주장하 다. 교통 수요의 단기 운임탄력성은

-0.2~-0.5로 제시하 고,장기 운임탄력성은 -0.6~-0.9로 제시하 다.그

외의 교통 수요탄력성의 추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는 <표 7>에서 볼

수 있다.

구분 MarketSegment 단기 장기

운임탄력성

체 -0.2~-0.5 -0.6~-0.9

첨두 -0.15~-0.3 -0.4~-0.6

비첨두 -0.3~-0.6 -0.8~-1.0

시외통근자 -0.3~-0.6 -0.8~-1.0

서비스공 탄력성 체 0.50~0.7 0.7~1.1

운 비용탄력성 체 0.05~0.15 0.2~0.4

승용차교차가격탄력성 체 0.03~0.1 0.15~0.3
자료:Litman(2004)를 재구성하 음.

<표 7>Litman(2004)의 교통 수요탄력성 추정 결과의 요약

Paulleyetal.(2006)은 국을 상으로 교통 수요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교통 수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들인 운임,서비스 공 ,소득 그리고 차량보유 수를 고려하 다.운임

탄력성의 경우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버스의

경우 운임탄력성은 단기에 -0.4, 기에 -0.55,장기에 -1.0인 것으로 나

타났고 지하철의 경우 운임탄력성은 단기에 -0.3,장기에 -0.6인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공 탄력성은 시내버스가 차내시간에 해 -0.4의 탄력

성을 보 고 인-km에 해서는 체로 0.1~0.2의 탄력성을 보 다.소득

은 교통 수요에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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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gren(2007)은 수년간의 교통 수요함수 추정에 한 연구들에

해 메타분석를 진행하 다.분석 결과 가장 리 사용된 수요함수 형

태는 수선형함수(log-linearmodel)와 선형함수(linearmodel)인 것으로

나타났다7). 수선형함수가 더 리 이용된 이유는 수선형함수의 계수

값이 탄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이 더 간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하 다.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할 때 함수형태 못지않게 요한 것이 합한 변

수를 설정하는 것이다.Holmgren(2014)은 교통 수요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들에 운임,서비스 공 ,소득,차량보유 수 그리고 휘발

유가격을 포함하고,스웨덴을 상으로 교통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

다.수요함수모형은 운임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의 변화를 비교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반 수선형함수(semi-logarithmicfunction)형태의 모형

을 설정하 다.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자기상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1차 차분방법을 사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설정한

수요함수모형은 식 (2)와 같으며,추정 결과는 <표 8>과 같다.보통 스

톡홀름의 운임탄력성은 -0.16~0.54로 알려져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0.02로 추정되었다.

ln  lnln


lnln …(2)

  수

  지역변수

  운

  비스공   

  차량보 수

  득

  가격

7)메타분석에 이용된 연구들 55개 연구에서 수선형함수가 이용되었으며,

24개 연구에서 선형함수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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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운임 -0.02***

서비스 공 0.26**

차량보유 수 0.21

소득 0.006

휘발유 가격 -0.07

n 533
  0.26

<표 8>Holmgren(2014)의 교통 수요함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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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사

교통의 정 운임 수 을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

서는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가격설정방식으로 정 운임 수 을

추정하는 연구가 부분임을 알 수 있다.보통 심각한 운 자나 보조

을 이기 한 목 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는 생산자의 입장만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 인

사회 에서 사회후생을 고려한다면 교통 이용자들의 편익과 사

회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허동

(2014)과 김원철 외(2015)를 통해 최근 들어 많은 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직 서울시 교통의 수요함수를 도출하

여 운임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소비자잉여,즉 이용자들의 편익의 변

화를 악하여 사회후생에 포함시킨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구시의 교통에 해 연구한 허동 (2014)과 비교하면 운임 변화

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하는 은 같다.그러나 허동 (2014)은

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운임탄력성( 값)이 상당히 작은 수단선

택모형과 EMME3 로그램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반면,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서울시의 교통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

고 이를 사회후생의 변화를 산정할 때 이용한 등이 다르다.

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해 연구한 김원철 외(2015)는 이용자

편익을 CVM을 통해 추정한 반면,본 연구는 이용자 편익을 직 도출

한 수요함수를 이용해 추정하 다는 이 다르다.

스웨덴의 도시 교통에 해 연구한 Holmgren(2014)와 비교하면 수

요함수를 도출하여 이용자 편익을 추정하고 순사회편익이 극 화되는 운

임수 을 추정한다는 에서 비슷하다.그러나 Holmgren(2014)의 경우

비용으로 비용함수로부터 추정한 운 비용만을 고려한 반면,본 연구는

교통 운 비용 외에도 승용차 이용비용과 도로혼잡 등으로 인한 외

부효과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사회 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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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수 을 추정한다는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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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론의 정립

1.연구방법론의 개요

분석을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가정을 설정하 다.

첫째,본 연구는 재 교통의 재차인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

정하여 교통 운임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요가 변하게 되면 교통

서비스의 공 역시 그에 유연하게 응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이는

운 비용의 변화를 야기한다. 를 들어 교통의 운임이 상승하여 수

요가 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공 한 어들어 서비스 수 은 재

와 같은 수 을 유지하게 된다.한편,반면에 교통 운임이 변하고 그

에 따라 수요가 변하게 되더라도 교통 서비스의 공 이 변하지 않아

서비스 수 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 으로 분석하 다.이러한 경

우에는 앞서 고려한 운 비용에는 변화가 없고 신 차내혼잡비용의 변

화를 야기한다.

둘째, 교통 운임의 변화로 인해 교통을 이용하는 통행수가 변

한다면 그 일부는 승용차의 통행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 다.따라서

승용차 이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분석에 포함된다.

의 가정을 바탕으로 교통 사회후생 극 화의 운임 수 을 추정

하기 해 서울시의 시내버스,지하철의 두 가지 수단을 상으로 각각

의 수요함수를 도출한다.도출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운임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외에 운임 변화에 따른 운 비용의 변화,차내혼잡의 변화,운임수입

의 변화,그리고 승용차 이용에 따른 비용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후생

의 변화를 추정한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 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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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수요함수모형의 설정

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한 함수형태와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수요함수

형태로 계수의 값이 탄력성을 나타내어 분석결과의 해석이 용이한 선형

수(log-linear)함수형태를 용하 다.수요함수의 종속변수로는 수요

량을 설정하 고,독립변수로는 운임,소득,서비스 공 ,승용차보유

수,휘발유가격을 설정하 다.단 소득 변수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임/소득,

서비스 공 ,승용차보유 수,휘발유가격/소득으로 독립변수를 조정하

다. 한 필요에 따라 정책의 시행과 같이 의 독립변수들 외에 수요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 다.

  …(3)

   

  수 량

  운  득

  비스공

  승용차보 수

  가격 득

  미변수

종속변수인 수요량은 서울시민의 연간 1인당 교통 통행수로 설정

하여 연간 교통 승객수8)를 인구로 나 어 계산하 다.독립변수에서

운임은 연간 운임수입을 연간 승객수로 나 평균운임으로 설정하 다.

소득은 연간 서울 시내총생산을 인구×365일로 나 어 1인당 일소득으로

설정하 다.서비스 공 은 버스의 경우 버스보유 수로,지하철의 경우

8)연간 승객수의 경우 시내버스는 연간 수송인원이고,지하철은 연간 승차인원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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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천 차량-km로 설정하 다.승용차보유 수는 승용차등록 수를 인

구로 나 어 1인당 승용차보유 수로 설정하 다.휘발유가격은 연간 보

통휘발유가격의 평균값으로 설정하 다.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단 :명/년,원/년)

변수 설명

 1인당 통행수(승객수/인구)

 평균운임(운임수입/승객수)

 1인당 일소득(시내총생산/인구×365)

 버스보유 수(시내버스),천 차량-km(지하철)

 1인당 승용차보유 수(승용차등록 수/인구)

 휘발유가격

주:는또는

<표 9> 교통 수요함수의 변수

변수들을 포함한 수함수형태의 수요함수는 식 (4)와 같다.

 ×
×

×
×

×


…(4)

로그를 취한 선형 수 함수형태의 수요함수는 식 (5)와 같다.

ln  lnlnlnlnln …(5)

한편 로그의 사칙연산 공식에 따르면 ln ln ln이 성립하므

로 식 (5)을 재구성하여 식 (6)으로도 표 할 수 있다.

ln  lnlnlnlnln

ln …(6)

선형 수함수의 계수는 각 변수의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더미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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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변수들의 탄력성 값도 알 수 있다.

변수 탄력성

 
 

 

 

 
주:는또는

<표 10>변수의 탄력성

선형 수 함수형태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해서 통상최소자승법

(OrdinaryLeastSquares,OLS)9)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데 쓰이는 자료는 시계

열 자료이므로 자기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OLS로 추정하면

추정값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이러한 경우 자기상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1차 차분,Cochrane-Orcutt 방법,그리고

Prais-Winsten변환 방법이 있다.그 Cochrane-Orcutt방법을 이용

한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Cochrane-Orcutt방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오차항 간의 자기상 계

수()를 OLS로 추정하고,그 과정을 반복하여 자기상 문제가 없는 서

로 독립 인 백색잡음(WhiteNoise)을 생성하여 OLS로 추정하는 방식

이다.

Cochrane-Orcutt방법으로 수요함수를 추정할 경우 변수들의 기의

측치를 포함한 식 (7)과 같은 수요함수를 추정하게 된다.

9)OLS로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회귀선을 추정하여 각 라미터(계

수)의 추정값으로 수요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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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lnln 
ln ln  

ln ln   
   

   …(7)

   ≤ ≤ 

추정된 교통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운임 변화에 따른 승객수의 변

화를 분석할 수 있고,각 독립변수가 교통 수요에 미치는 향과 탄

력성을 악할 수 있다.더 나아가 운임 변화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변화

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운임 변화에 따라 승객수가 변화하면 운 자는 서비스 공 을

조정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수요함수에 서비스 공 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임 변화에 따른 승객수의 변화가 서비스 공 의 변

화로 이어지고,이는 다시 승객수 변화에 향을 미칠 것이다.따라서

교통의 수요 변화를 악할 때 운임 변화와 서비스 공 변화의

향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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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후생의 변화 추정

1)사회후생의 변화

본 연구에서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추정하기 해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상으로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각각 추정한 다음,이를 합해 교통 체에 한 연간 1인당

사회후생의 변화(ΔSW)를 추정하 다.

 …(8)

  시내 스통행수변화에 른연간  당사회후생 변화

 지하철통행수변화에 른연간  당사회후생 변화

교통수단 i의 통행수 변화에 따른 연간 1인당 사회후생의 변화는

식 (9)와 같이 추정하 다.

 또는

 …(9)

  비 여 변화

  운 비용 변화

  차내혼 에 른 효과 변화

  운 수 변화

  승용차 류비용 변화

  류 수 변화

  도 혼 에 른 효과 변화

  통사고에 른 효과 변화

  염 한 효과 변화

  중 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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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사회후생의 변화(ΔSW)를 경제주체별로 나 어 분석할 수 있다.

먼 교통 이용자 편익의 변화는 소비자잉여의 변화와 승용차 유류

비용의 변화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고,정부수입의 변화는 운 비용의

변화,운임수입의 변화 그리고 유류세 수입의 변화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외부효과의 변화는 도로혼잡,승용차 사고, 기오염 그리고 차

내혼잡의 변화의 합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는 각각 식 (10)~(12)와 같

다.

 
  



 …(10)

  용 편 변화


  



 …(11)

  수 변화

 
  



 …(12)

  효과 변화

한 교통 운 기 의 입장에서는 운임수입(FR)을 운 비용(OC)

으로 나 교통의 비용회수율(costrecoveryratio,CRR)을 추정할

수 있다.이는 식 (1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3)

2)소비자잉여의 변화

소비자잉여(ConsumerSurplus,CS)란 소비자가 한 재화를 구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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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는 상태보다는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그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액으로 정의된다

(Marshall,1920).다시 말하면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한 재화를 구매하

기 한 지불용의액(WillingnesstoPay,WTP)10)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

격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의 수요함수를 도출함으로써 교통의 운임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의 변화와 이용자 편익인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수요함수와 소비자 잉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소비자잉여의 개념

<그림 2>의 역수요함수(inversedemandfunction)11)에서 재 가격은

이고 그때 소비하는 재화의 양은 이다.역수요함수는 한계지불용의

10)지불용의액은 경제학에서 소비자가 재화 구입을 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

고 액을 말한다.소비자는 지불용의액보다 낮은 가격에는 재화를 사고 싶어

하지만,지불용의액을 과하는 액을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한경

경제용어사 ).

11)수요함수는 가격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요량을 종속변수(  )로 하는

반면,역수요함수(inversedemandfunction)는 수요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

격을 종속변수로 나타내는 것(  
  )이다.역수요함수는 주로 경제학에

서 가격을 y축에,수요량을 x축에 표시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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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MarginalWillingnesstoPay,MarginalWTP)을 나타내고,지불용의

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액이 소비자잉여이므로 <그림 2>에

서 소비자잉여의 합은 빗 친 부분으로 표 된다.소비자잉여는 역수요

함수를 정 분하여 구할 수 있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4)와 같다.






× …(14)

이때 만약 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

한 변할(→′)것이다.그 결과 소비자잉여가 어들게 되며,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그림 3>의 빗 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반 로

가격이 인하될 때의 소비자 잉여의 변화 역시 가격이 인상될 때와 같은

원리가 용된다.

<그림 3>소비자잉여의 변화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15)와 같다.

 




× 


′

′×′ …(15)

이처럼 교통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소비자잉여를 추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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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함수를 역수요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식 (16)처럼 종속변수에는 운임

변수를,독립변수에는 연간 1인당 이용횟수 변수만 포함되도록 한다.이

를 해 연간 1인당 이용횟수와 운임 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에는 분석

기 년도인 2013년도 자료를 입하여 하나의 상수에 포함되도록 한다.

 
 …(16)

식 (16)을 도출하기 한 과정은 식 (17)~(19)와 같다.

ln 
 …(17)

 
×
12)

  ln

 


 

ln


  중 통수단  비스공  

   당승용차보 수  

  가격  

   당 득  

ln 





 …(18)

 




×




 …(19)

식 (19)의 교통 역수요함수를 분한 식 (20)을 통해 소비자잉여

도 추정할 수 있다.

12)p.21에서도 언 했듯이,운임 변화와 서비스 공 변화의 향을 모두 고

려한 것이다.단,운임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공 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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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

따라서 운임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로 이어지고,수요의 변화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변화는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21)

   중 통수단  수  운

 ′  ′  중 통수단  변화 수 변화 운

3)운 비용의 변화와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

재의 재차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수요 변화에 따라 운

기 에서 유연하게 서비스 공 을 조 해야 한다.따라서 운임 변화에

따라 운 비용(OperationCost,OC)이 변하게 된다.운 비용의 변화를

계산하기 해 시내버스는 당 표 운송원가를,그리고 지하철은 천 차

량-km당 업비용을 사용하 다.통행당 비용은 총운 비용을 총통행수

로 나 어 구하 으며,이에 수요의 변화량를 곱하여 체 운 비용의

변화를 계산하 다.연간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 비용 변화와 지하철의

운 비용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각각 식 (22)와 식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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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운 원가 ×
…(22)

  ××

업비용천차량×
…(23)

  스보 수    지하철천차량  

 

한편 교통의 서비스 공 이 고정되어 재의 재차인원이 일정하

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 비용의 변화 신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

효과(VehicleCrowdingExternality,VCE)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교통의 운임이 인하되면 알려진 바 로라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13)서비스 공 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차내혼잡이

심해지므로 교통 이용자들은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 증가분만큼

의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반 로 운임이 오르면 서비스 공 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는 어들고 차내혼잡이 완화되므로 교통 이용자들은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 감소분만큼의 편익을 얻게 된다.

차내혼잡의 외부효과를 화폐가치로 나타내기 해서는 차내가 혼잡한

경우 입석승객 도에 따른 입석 승객의 불편함을 반 하는 차내시간가치

의 혼잡승수를 용할 수 있다.그러나 국내에는 련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교통과 여건이 비슷한 런던 도시권의 연구결

과를 용하 다.WardmanandWhelan(2011)은 지난 20년간의 런던

동차 차내혼잡에 련된 연구들을 가지고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특히

MVA Consultancy(2008)에서는 입석승객 도가 입석승객의 불편함과 좌

석에 앉은 승객들의 불편함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지표라고 단하

고,수도권인 런던과 남동권 지역의 승객들을 상으로 혼잡승수

(CrowdingMultipliers,CM)를 추정하 다.추정 결과는 <표 11>과 같

13) 교통 수요의 운임탄력성은 략 -0.3으로 알려져 있다.즉 운임이 1%

오르면 수요는 0.3%만큼 어들고,운임이 1% 내리면 수요는 0.3%만큼 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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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석승객 도(명/㎡) 혼잡승수(CM)

0 1.43

1 1.56

2 1.69

3 1.82

4 1.95

5 2.08

6 2.21

자료:WardmanandWhelan(2011)의 자료를 재구성하 음.

<표 11>입석승객 도에 따른 혼잡승수

의 결과를 1차함수형태의 식으로 나타내면 식 (24)와 같으며,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14)

 …(24)

  승객 도   

<그림 4>입석승객 도에 따른 혼잡승수

14)식 (24)과 같이 입석승객 도와 차내혼잡에 따른 시간승수 간의 계를 선

형함수형태로 제시한 연구로는 리도시권에 한 연구인 Haywood and

Koning(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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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내 혼잡에 따른 외부효과의 화폐가치를 계산하기 해 차내혼

잡에 따른 사 평균비용과 차내혼잡에 따른 사회 한계비용을 계산하

여야 한다.차내혼잡에 따른 사 평균비용은 다음과 같다.

××

××  …(25)

  사 평균비용

  차내시간가치

  차내시간

차내혼잡에 따른 사회 한계비용은 다음과 같다.







××× ××× 

 ××××× …(26)

  사회 한계비용

  총비용

외부효과를 구하기 해 식 (26)에서 식 (25)을 빼면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의 화폐가치를 구할 수 있다.

 ××× …(27)

  효과

이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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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

이 게 구한 외부효과를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모두 용하

다.

  ×××  …(28)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첨두시간 에만 차내혼잡이 나타난

다고 가정하고,운임 변화에 따른 연간 차내혼잡 외부효과의 변화를 나

타내면 식 (29)와 같다.

  ×첨 시간 승객 ×  …(29)

4)운임수입의 변화

운임과 수요가 변하게 되면 운임수입(FareRevenue,FR)이 변하게 된

다. 교통 운 기 의 운임수입은 곧 정부에서 지 하는 보조 과 직

결되므로 이는 보조 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한 보조 의 재원은 서

울시의 세 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세수의 변화에 따른 사회 왜곡을

나타내는 값인 자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단하 다.허동

(2014)은 구 역시의 교통 보조 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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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성격은 간 세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17%의 자 손실률을 용

하 다.본 연구 한 허동 (2014)을 참고하여 서울시에도 17%의 자

손실률을 그 로 용함에 문제가 없다고 단하 다.연간 서울시의 시

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수입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0)과 같다.

 ×× …(30)

5)승용차 유류비용의 변화

교통의 이용횟수가 변하면 그 변화의 일부만큼 승용차의 이용횟

수가 변하게 된다. 를 들어,운임이 올라 1인당 교통 통행수가

어든다면 어든 횟수의 일부만큼 승용차의 이용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승용차 이용횟수의 변화는 교통수단과 승용차 이용간의 교차탄

력성을 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한 승용차 한 당 재차인원을 이용

하여 교통 수요 변화로 인한 도로의 승용차 수 변화를 악할 수

있다.

교통을 이용하던 승객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평균 탑승

거리는 같다는 가정 하에 승용차로 이용수단을 바꾸는 시내버스와 지하

철 이용자들의 평균 탑승거리를 그 로 용하 다.유류비용을 계산하

기 해 연비는 9.8km/ℓ,휘발유가격은 2002.96원/ℓ15)을 용하여 유류

비용(FuelCost,FC)의 변화를 계산하 다.연간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

하철의 이용횟수 변화로 인한 승용차 유류비용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

면 식 (31)과 같다.

15)2013년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9.8km/ℓ,서울시 평균 휘발

유가격은 2002.96원/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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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

  중 통수단  운 에 한승용차수 차탄

  중 통수단  운 탄

 승용차 당재차 원

  중 통수단 승객 평균통행거리

6)유류세 수입의 변화

서울시의 경우 주유소 휘발유가격 상당 부분인 918원이 유류세이

다.이는 곧 정부의 유류세 수입(TaxRevenue,TR)으로 볼 수 있다.유

류세 수입의 변화 한 세수의 변화에 따른 사회 왜곡을 나타내는 값

인 자 손실을 용하 다.연간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이용횟수

변화로 인한 유류세 수입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 (32)와 같다.

 

×



×


×× …(32)

7)승용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

승용차 이용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로는 도로혼잡비용,사고비용 그리

고 기오염비용을 고려하 다.추가로 시내버스의 경우 사고비용을 고

려하 고,지하철의 사고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도로혼잡에 따른 외부효과(HighwayCongestionExternality,HCE)는

승용차 이용에 따른 연간 교통혼잡비용을 연간 승용차 총주행거리로 나

어 구한 -km당 도로혼잡비용을 용하 다.따라서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연간 승용차의 도로혼잡 변화는 식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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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도 혼 비용 원  

교통사고에 따른 외부효과(TrafficAccidentExternality,TAE)는 지

방도를 기 으로 인 피해와 물 피해를 포함한 승용차의 -km당 교

통사고비용을 용하 다.시내버스 교통사고비용의 변화는 시내버스 수

요 변화로 인한 시내버스 수의 변화에 연간 시내버스 당 운행거리를

곱한 후 승용차의 교통사고비용을 용해 구하 다.운임 변화에 따른

연간 교통사고 외부효과의 변화는 식 (34)와 같다.

  

×



× ×


×× ×

 

×



× × …(34)

 승용차 통사고비용원  

 시내 스 연간 당운행거리  

기오염으로 인한 외부효과(AirPollutionExternality,APE)는 승용

차의 속도별 기오염 온실가스 비용을 용하 다.운임 변화에 따

른 연간 기오염 외부효과의 변화는 식 (35)와 같다.

 

× 



×× …(35)

  염비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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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료

1.서울의 교통 수요함수모형 추정 련 자료

1)자료의 출처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기 해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표 12> <표 13>과 같다.

(단 :명/년,원/년)

변수 산정방법 출처

1인당 통행수 수송인원/인구 서울시 통계연보

운임
연평균운임

=운수수입/수송인원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서울시 통계연보

서비스 공 인구 만명당 버스보유 수 서울시 통계연보

1인당 승용차보유 수 승용차등록 수/인구 서울시 통계연보

1인당 일소득 시내총생산/(인구×365) 서울시 통계연보

휘발유가격 연평균 휘발유가격 한국석유공사

<표 12>시내버스의 수요함수모형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단 :명/년,원/년)

변수 산정방법 출처

1인당 통행수 승차인원/인구
서울시 통계연보

지하철 운 기 자료

운임
연평균운임

=운수수입/승차인원

서울시 통계연보

지하철 운 기 자료

서비스 공 인구 만명당 천 차량-km 서울시 통계연보

1인당 승용차보유 수 승용차등록 수/인구 서울시 통계연보

1인당 일소득 시내총생산/(인구×365) 서울시 통계연보

휘발유가격 연평균 휘발유가격 한국석유공사

<표 13>지하철의 수요함수모형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1인당 통행수에서 시내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승차인원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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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지하철노선 간 환승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송인원으로 할 경우

통행수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운임에서 기본운

임 신 연평균운임을 용한 것은 운임의 경우 어른,청소년,어린이 운

임 등 운임 간에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기본운임으로 설정하게 되면 운

임 수 이 과다하게 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서비스 공 은 시내

버스의 경우 버스보유 수를,지하철의 경우 천 차량-km를 용하 다.

1인당 승용차보유 수,소득,휘발유가격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동일

하게 용하 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1976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 다.분석 기 년도가 2013년이므로 운임,소득 그

리고 휘발유가격을 모두 2013년 불변가격으로 변환하 다.불변가격으로

변환 시 운임과 휘발유가격은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용하 고,소

득은 GDP디 이터를 용하 다.

2)자료의 기술 분석

분석에 앞서 교통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자료의 기

술 분석을 진행하 다.제일 먼 종속변수인 1인당 통행수를 살펴보

면 <그림 6>과 같다.

서울시의 1인당 시내버스 통행수는 2004년까지 꾸 히 감소하다가,

2005년에 반짝 증가한 후 2013년까지 일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 통행수가 증가한 것은 서울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교통의 통합거리비례요 제가 온 히 한 해 동안 시행된 첫 해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따라서 시내버스의 경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시내버스 수요에 향을 미쳤다고 보고,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할

때 정책 시행 여부의 더미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 다.반

면 1인당 지하철 통행수는 꾸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기 때문에

교통의 통합거리비례요 제가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미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단하 다.2013년의 1인당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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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수는 159.79번,1인당 지하철 통행수는 172.03번으로 서울시민은 시

내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서울시의 1인당 연간 교통 통행수 추이

독립변수인 운임은 연평균운임을 사용하 는데,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운임을 1인당 일소득으로 나 값을 모형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 다.시

내버스와 지하철의 연평균운임과 연평균운임/소득 추이는 <그림 7>과

<그림 8>에 나타나 있다.시내버스의 경우 연평균운임은 1976년 약 218

원에서 꾸 히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로 감소하 고,지하철의 경우 꽤

높은 수 인 약 665원에서 차 감소하다가 90년 반 이후에는 증가

세로 바 었다.연평균운임/소득은 에는 지하철이 시내버스보다 높

았지만,최근으로 올수록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비슷한 수 을 유지하

고 있다.2013년 시내버스의 연평균운임은 약 824.08원이고,지하철의 연

평균운임은 약 821.4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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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서울시 시내버스의 연평균운임과 연평균운임/소득추이(2013년 불변가격 기 )

<그림 8>서울시 지하철의 연평균운임과 연평균운임/소득 추이(2013년 불변가격 기 )

서비스 공 변수로는 서울시 인구 만명당 버스보유 수와 서울메트

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 하는 1~8호선의 인구 만명당 천 차량-km

를 사용하 다.시내버스의 경우 수요의 꾸 한 감소와 맞물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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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한 꾸 히 감소한 반면,지하철의 경우 2000년 이후 서울도시철

도공사의 5~8호선 개통으로 격하게 서비스 공 이 증가하다가 차 일

정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2013년의 시내버스 보유 수는 7,485 로,

인구 만명당 7.2 이다. 한 지하철의 차량운행거리는 385,419천 차량

-km로,인구 만명당 371.02천 차량-km이다.

<그림 9>서울시의 만명당 시내버스보유 수와 지하철 차량운행거리 추이

1인당 승용차보유 수는 서울시의 승용차등록 수를 인구로 나 값

이다.1인당 승용차보유 수와 소득의 추이가 같은지 여부는 <그림 10>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3년의 서울시 1인당 승용차보유 수는 약 0.23

,1인당 일소득은 약 84,45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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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서울시의 1인당 승용차보유 수와 일소득 추이(2013년 불변가격 기 )

마지막으로 휘발유가격의 경우 분석에는 연평균 휘발유가격을 1인당

일소득으로 나 값을 사용하 다.소득이 증가하면서 휘발유가격/소득

은 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2013년의 서울시 휘발유가격은

2002.96원/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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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서울시의 휘발유가격과 휘발유가격/소득 추이(2013년 불변가격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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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후생의 변화 추정 련 자료

1)운 비용과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

운 비용을 산정하기 해 시내버스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2013년

당 연간 표 운송원가인 245,264,488원/년16)을 사용하 고,지하철은

2013년 천 차량-km당 업비용인 5,313,250원/년17)을 사용하 다.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를 산정하기 해서는 서울시 교통의

첨두시간 승객 유율과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의 화폐가치를 추정

해야 한다.<표 14>는 서울시 지하철의 시간 별 수송인원 유율을

나타낸다.

(단 :천명,%)

시간
1~4호선 5~8호선 1~8호선

인원 유율 인원 유율 인원 유율

07-08 436 6.4 - 8.2 -

49.4

08-09 759 11.1 - 12.8 -

09-10 457 6.7 - 6.5 -

17-18 433 6.4 - 5.9 -

18-19 682 10.0 - 9.5 -

19-20 540 7.9 - 8.0 -

05-07

3,520 51.5 - 49.1 - 50.610-17

20-01

계 6,827 100.0 - 100.0 - 100.0
자료:서울메트로(2015),서울도시철도공사(2014).

<표 14>서울시 지하철의 시간 별 수송인원 유율

첨두시간 를 6시간으로 설정하고 1~4호선과 5~8호선의 연간 승차인

16)서울시,2013년 시내버스 표 운송원가 정산지침.

17)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의 운 기 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공

개한 2013년의 업비용을 2013년의 지하철 운행거리인 385,419천 차량-km로

나 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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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109,587천명(62.6%)과 663,047천명(37.4%)의 비율을 용하여 1~8

호선의 시간 별 유율을 가 평균하여 구하 다.그 결과 서울시 지하

철의 첨두시간 승객 유율은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철과 달리

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의 첨두시간

승객 유율을 시내버스에도 동일하게 용하 다.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의 화폐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단 :시간,명/㎡)

차내시간가치() 통행시간() 입석승객 도()

시내버스 4,345 0.318 0.63

지하철 5,803 0.40 0.55

<표 15>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 산정에 사용한 값

2013년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승객의 차내시간가치는 각각 4,345원/시

간과 5,803원/시간이다.통행시간은 통행거리를 통행속도로 나 어 계산

할 수 있는데 2013년 시내버스 승객의 평균통행거리는 6.36km,지하철

승객의 평균통행거리는 13.22km이고 시내버스의 평균통행속도는

20.0km/h,지하철의 평균통행속도는 33km/h이다.18)따라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승객의 평균통행시간은 각각 0.318시간과 0.40시간이다.

입석승객 도의 경우 우선 재차인원과 입석인원을 악해야 한다.시

내버스의 연간 인-km은 10,556,792천 인-km이며,19)시내버스의 연간 총

운행거리는 533,752,098km이다.20)이 자료들을 이용해 서울시 시내버스

의 재차인원과 입석인원을 계산할 수 있다.

18)서울시,서울통계.

19)1,659,873천인×6.36km=10,556,792천 인-km.

20)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회계법인(2011),p.83.2013년의 자료가 없기 때

문에 2010년의 자료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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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 ,명/㎡)

승객 유율 운행횟수비율 재차인원 입석인원 입석승객 도

첨두(6) 49.4 35.6 27.4 5.4 0.63

비첨두(13) 50.6 64.4 15.5 0 0

일 100.0 100.0 19.8 0 0
주:첨두와 비첨두의 운행횟수비율은 1.2:1임.

승차정원은 좌석 22석,입석 22석,운 기사 1석임.

<표 16>시간 별 시내버스의 재차인원,입석인원 입석승객 도

첨두시간 의 재차인원을 구하는 식은 식 (36)과 같다.

재차 원 ×

×
  …(36)

입석인원은 재차인원인 27.4명에서 재차인원 정원인 22명21)을 제외한

5.4명이 된다.혼잡율이 100%일 때 2.6명/㎡22)을 용하여 입석 정원이

22명일 때 버스 당 입석면 은 8.46㎡23)로 가정하 다.따라서 이때

입석승객 도는 식 (37)과 같다.

 

    …(37)

시내버스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의 입석승객 도를 산정하 다.지하

철의 연간 인-km는 23,434,221천 인-km이고24),연간 총운행거리는

385,419천 차량-km이다.이 자료들을 이용해 서울시 지하철의 재차인원

과 입석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21)서울 시내버스의 72.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리즈

차량 CNG 상 차량을 기 으로 하 다.

22)지하철과 동일하게 용하 다.

23)22/2.6=8.46㎡

24)1,772,634천인×13.22km=23,434,221천 인-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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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 ,명/㎡)

승객 유율 운행횟수비율 재차인원 입석인원 입석승객 도

첨두(6) 49.4 43.5 69.1 19.1 0.55

비첨두(13) 50.6 56.5 54.4 4.4 0

일 100.0 100.0 60.8 10.8 0
주:첨두와 비첨두의 운행횟수비율은 1.7:1임.

승차정원은 좌석 50석,입석 92석임.

<표 17>시간 별 지하철의 재차인원,입석인원 입석승객 도

첨두시간 의 재차인원을 구하는 식은 식 (38)과 같다.

재차 원 ×

×
  …(38)

입석인원은 재차인원인 69.1명에서 좌석인원 정원인 50명25)을 제외한

19.1명이 된다.혼잡율이 100%일 때 2.6명/㎡을 용하여 입석 정원이

92명일 때 지하철 차량당 입석면 은 35.38㎡26)로 가정하 다.따라서

이때 입석승객 도는 식 (39)와 같다.

 


    …(39)

결과와 앞의 식 (28)을 이용하면 차내혼잡에 따른 외부효과는 식

(40)과 식 (41)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원통행 …(40)

    ×××  원통행  …(41)

25)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차량을 보유차량수 비율에 따라 가 평균하

여 혼잡도 100% 기 좌석인원은 50명,입석인원은 92명을 용하 다.

26)92/2.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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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용차 이용 비용

교통의 운임 변화에 따른 승용차 이용 비용의 변화를 추정하기

해서는 교통수단의 운임에 한 승용차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용

해야 한다.Litman(2004)은 교통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의

연구들을 검토한 후 교통 운임에 한 승용차 수요의 교차탄력성을

단기에는 0.03~0.1,장기에는 0.15~0.3을 추천하 다.이 연구는 탄력성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제시하고, 간값을 이용하기를 추천하 다.

Hensher(1997)은 시드니의 교통 운임에 한 승용차 수요의 교차탄

력성으로 버스의 경우 0.066(1회권 운임)~0.016(10회권 운임),도시철도의

경우 0.053(1회권 운임)~0.042(10회권 운임)을 제시하 다.Paulley et

al.(2006) 한 교통 수요의 탄력성을 추정한 연구들 런던의 경우

버스의 교차탄력성은 0.04,지하철의 교차탄력성은 0.02,런던 이외 지역

의 경우 버스의 교차탄력성은 0.057,지하철의 교차탄력성은 0.054의 추

정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을 제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

조하여 교차탄력성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0.05를 용하 다.

승용차 수요의 변화에 따른 승용차 수의 변화를 산정하기 해 승

용차의 평균재차인원은 1.318명으로 용하 다.도로혼잡에 따른 외부효

과를 산정하기 해 서울시의 2013년 승용차 이용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인 46,659억원27)과 연간 승용차 총주행거리인 32,165,671,074km28)을 이용

하여 구한 145원/ -km의 교통혼잡비용을 용하 다.

승용차 이용에 따른 2013년의 지방도 기 교통사고비용은 <표 18>

과 같다.

27)조한선 외(2014),p.68의 자료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용하여 2013년

의 가격으로 보정하 다.

28)교통안 공단(2014),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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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 물 피해

사망 부상 차량손해 물피해

비용원단

(만원/인,건)
62,867 2,570 131 142

교통사고 발생비율

(인,건/1억 -km)
2.40 73.61 689.92 467.51

교통사고비용

(만원/1억 -km)
150,881 189,178 90,380 66,386

교통사고비용

(원/ -km)
15.09 18.92 9.04 6.64

자료:KDI(2014),p.281의 자료를 재구성하 음.

<표 18>지방도의 교통사고비용

<표 18>를 이용해 인 피해와 물 피해의 -km당 교통사고비용

을 구하면 49.68원/ -km이다.한편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사고비용을 포

함하는데,사고비용은 승용차와 같은 값을 용하 다.

기오염비용의 경우 2013년 기 승용차 속도별 기오염 온실가

스 비용은 <표 19>와 같다.

(단 :원/ -km)

CO NOx HC PM CO2 합계

20km/h 17.99 7.31 2.68 0.00 13.00 40.98

30km/h 11.15 5.28 1.44 0.00 10.36 28.23
자료:KDI(2014),p.283에서 일부 발췌하 음.

<표 19>승용차 속도별 기오염 온실가스 비용

2013년 서울시 도로의 평균 속도는 26.4km/h이므로 <표 19>를 이용

해 기오염비용을 계산하면 32.70원/ -km이다.

지 까지 승용차 이용 비용 련 자료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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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교차탄력성() 0.05

승용차 당 재차인원() 1.318명

도로혼잡비용() 145원/ -km

교통사고비용() 49.68원/ -km

기오염비용() 32.70원/ -km

<표 20>승용차 이용 비용 산정에 사용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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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추정 결과

1.서울의 교통 수요함수모형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해 각각 구축한 자료와 1계 자기회

귀모형의 추정방법인 Cochrane-Orcutt방법을 이용해 식 (5)의 수요함수

모형을 추정하 다.

서울시 시내버스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21>과 같다.

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상수 3.220 0.558 5.775 0.000***

ln -0.489 0.076 -6.455 0.000***

ln 0.326 0.253 1.288 0.208

ln 0.355 0.143 2.485 0.019**

ln 0.331 0.072 4.572 0.000***

 0.163 0.044 3.693 0.001***

rho() 0.959

  0.985


  0.982

F-value 9.03e-07

Durbin-Watson 2.122
주: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는 99%,**는 95%,그리고 *는 90% 신뢰수 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표 21>서울시 시내버스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시내버스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ln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계수

추정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수의 부호는 ln 변수

를 제외하고는 기 와 일치하 다.보통 상식 으로 ln 변수의 경우 승

용차보유 수가 늘어날수록 교통의 수요는 어들 것이라 상할 수

있지만 차량보유 수가 소득수 을 반 하므로 정(+)의 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29)한편 시내버스 수요의 운임탄력성은 -0.489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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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이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정한 수 으로 추정되었

다고 볼 수 있고,운임탄력성 이외의 탄력성들도 정한 수 으로 추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Cochrane-Orcutt방법에 의해 추정된 오차항의 1계 자기상 인 값은

0.959이고,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0.985이며 F값은 매우 작아 모형도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차항 간

의 독립성을 설명하는 Durbin-Watson값은 d-w통계량이  

을 만족해야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추정 결과 D-W

통계량은 2.122이므로 자기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30)

서울시 지하철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22>와 같다.

계수() 표 오차 t값 유의확률

상수 3.720 0.278 13.368 0.000***

ln -0.283 0.063 -4.482 0.000***

ln 0.196 0.040 4.858 0.000***

ln 0.279 0.037 7.551 0.000**

ln 0.171 0.054 3.147 0.005***

rho() 0.197

  0.991


  0.989

F-value 3.08e-20

Durbin-Watson 2.049
주:모든 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는 99%,**는 95%,그리고 *는 90% 신뢰수 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표 22>서울시 지하철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지하철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모든 변수의 계수 추정 값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수의 부호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ln 변수를 제외하고는 기 와 일치하 다.한편 지하철 수요의 운임탄

력성은 -0.283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29)Paulleyetal.(2006)에서도 양의 계로 추정되었다.

30)n=35,k=5일 때 =1.160,=1.8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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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수 으로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운임탄력성 이외의 탄력성들

도 정한 수 으로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Cochrane-Orcutt방법에 의해 추정된 오차항의 1계 자기상 인 값은

0.197이고,종속변수에 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0.991이며 F값은 매우 작아 모형도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차항 간

의 독립성을 설명하는 Durbin-Watson값은 d-w통계량이  

을 만족해야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추정 결과 D-W

통계량은 2.049이므로 자기상 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31)

두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시내버스의 운임탄력성

이 지하철의 운임탄력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차항의 자

기상 계수인 값도 시내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내버스가 기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n=29,k=4일 때 =1.124,=1.7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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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 교통 운임의 정 수

1)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

수요함수모형의 추정 결과 등을 이용해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상으로 2013년의 차내혼잡,즉 재차인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서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운임 변화는 2013

년 수 에서 -100%~100%의 범 를 용하 고,사회후생의 변화 단

는 연간 원/인이다.식 (9)를 이용하여 사회후생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

분석 결과 교통의 재차인원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운임이 내

릴수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운임이 43%까지는

오를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운임이 내릴 때 사회후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체 사회 에서 사회후생을 극 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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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임 수 은 재보다 20% 인상된 운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1

인당 연간 사회후생은 2,602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재차인원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운임이 내릴수

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운임이 오르면 56%까지

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며,운임이 25% 인상

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도 재차인원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운임이 내릴수

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운임이 오를수록 11%까

지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며,운임이 6%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통해 체 사회 에서의 후생 변화를 살펴

보았다.이에 더하여 사회후생의 변화를 이용자 편익,정부 수입 외부

효과의 변화로 나 어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이용자편익,정부수입 외부효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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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익과 외부효과는 운임이 내릴수록 증가하 고,정부 수입은

운임이 오를수록 증가하 다.이용자 편익은 소비자잉여와 승용차 유류

비용을 포함하는데,운임이 오를수록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잉여가

어들고 유류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 결과는 교통 운임 인상에 한 부정 인 여론을 변하기도 한

다.그러나 운 비용,운임수입,유류세 수입을 포함한 정부 수입은 운임

이 오를수록 늘어난다.외부효과는 이용자 편익과 정부 수입에 비

해 상 으로 미미한 수 으로 나타났다.

운임이 인상되면 이용자의 편익은 어들고 정부의 수입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임이 오르면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

로 느낄 수 있지만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보조 이 어

들고 다른 종류의 세 을 게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입장에

서 편익이 마냥 감소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용자 편익,정부

수입,외부효과를 모두 고려한 사회후생은 운임이 20% 인상될 때 극

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 기 의 입장에서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식 (13)에 따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수입과 운

비용을 이용하여 교통 체의 비용회수율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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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화

분석 결과 운임이 20% 인상되면 비용회수율은 0.85인 것으로 나타났

다.비용회수율이 처음으로 1을 넘는 운임 수 은 41% 인상될 때인 것

으로 나타났고,이때 비용회수율은 1.00이다.시내버스와 지하철 운 기

으로 나 어보면 시내버스의 경우 41%,지하철의 경우 42% 인상될

때 비용회수율이 각각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서울 교통 운임의 정 수

분석 결과에 따라 재차인원이 고정인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20% 인상될 때의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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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인-년)

항목 표기 기호 시내버스 지하철 교통

정 운임 수 (원/통행) 
989

(20%↑)

986

(20%↑)

1인당 교통 통행수 
136

(11%↓)

160

(6%↓)

296

(9%↓)

1인당 승용차 통행수의 변화 1.74 1.80 3.54

1인당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잉여의 변화  -24,136 -27,200 -51,336

운 비용의 변화  -19,714 -11,796 -31,510

차내혼잡 외부효와의 변화  0 0 0

운임수입의 변화   9,726 20,923 30,649

승용차 유류비용의 변화  -1,716 -3,681 -5,397

유류세 수입의 변화   -920 -1,974 -2,894

도로혼잡 외부효과의 변화  -1,217 -2,611 -3,828

교통사고 외부효과의 변화  -132 -894 -1,026

기오염 외부효과의 변화  -275 -589 -864

계  2,884 -282 2,602

비용회수율(%) 
85.3

(20%↑)

84.9

(20%↑)

85.1

(20%↑)

1인당 보조 23,012 27,955 50,967

<표 23>서울의 교통 정 운임 수 과 사회후생의 변화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정 운임 수 은 평균운임 기 으로 시내버

스는 989원,지하철은 986원으로 기존의 평균운임보다 20% 인상된 수

이다.운임이 20% 인상될 경우 1인당 연간 통행수는 시내버스는 11%,

지하철은 6%가 감소하여 체 교통의 통행수는 9%가 감소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

재차인원이 고정인 경우 운임이 20% 인상될 때 1인당 연간 사회후생

의 변화는 2,602원이다.사회후생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잉여의 변화이고,다음으로는 운 비용의 변화와 운임수입의 변화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는 상 으

로 은 향을 미쳤다.

운임이 20% 인상되면 비용회수율은 시내버스는 85.3%,지하철은

84.9%로 체 교통의 비용회수율은 85.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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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존의 비용회수율인 70.9%보다 20% 증가한

수 이다.

연간 보조 은 시내버스는 2,390억원,지하철은 2,903억원으로 총

5,29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32)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기존의

연간 보조 1조 1,289억원33)보다 53% 낮은 수 으로,운임이 20% 인상

될 경우 연간 보조 은 기존보다 반으로 어들 것으로 상된다.

32)<표 23>에 제시된 1인당 보조 에 2013년 서울시 인구를 곱하여 계산하

다.50,967원×10,388,055인=5,294억원.

33)서론에서 언 된 서울시 교통 보조 은 운임수입 외에 고수입,부

수입 등을 포함하고,본 연구에서 추정한 보조 은 운임수입 외에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 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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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교통 운임 수 의 민감도 분석

1) 교통 서비스의 공 수 이 불변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 다.첫 번째로

교통수단의 재차인원이 변하는 경우,즉 교통 서비스 공 이 고정된

경우를 추가로 분석하 다.이러한 경우 운 비용의 변화 신 차내혼잡

외부효과의 변화를 고려하 다.이때 사회후생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서비스 공 :고정)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서비스 공 을 고정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와 지

하철 모두 운임이 내리면 사회후생이 증가하고,운임이 오르면 사회후생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비스 공 을 고정할 경우에는 운임이

내릴수록 교통 수요가 늘어나 차내혼잡이 심화되므로 교통의 서

비스 수 은 악화되지만 사회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운임 변화에 따른 차내혼잡 외부효과의 변화가 운 비용의 변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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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작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추정 결과 시내버스는 운임이 1%

인상되면 재차인원이 변하지 않는 경우 운 비용을 약 1,137원 감할

수 있지만,재차인원이 변하는 경우 차내혼잡 외부효과는 약 55원 감소

한다. 한 지하철은 운임이 1% 인상되면 운 비용은 약 663원,차내혼

잡 외부효과는 약 47원이 각각 감소한다.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재차인

원 는 서비스 공 의 고정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의 주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교통의 재차인원이 변하는 경우 사회후생의 변화를 이용자 편익,

정부 수입 외부효과의 변화로 나 어 살펴보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16> 교통운임변화에따른이용자편익,정부수입 외부효과의변화(서비스공 :고정)

서비스 공 이 고정인 경우,즉 재차인원이 변하는 경우에는 재차인원

이 고정된 경우와 다르게 이용자편익에 차내혼잡 외부효과가 추가되어

소비자잉여,유류세 비용,그리고 차내혼잡 외부효과가 포함된다.반면

정부수입에서는 운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운임수입과 유류세 수입만을

포함하게 된다.승용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는 과 동일하다.

<그림 16>처럼 운임이 내릴 경우 이용자편익이 정부수입과 외부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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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월등히 증가하고,운임이 오를 경우 이용자편익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고 운임이 오를수록 사회후생

이 감소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운 기 의 입장에서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식 (13)에 따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수입과 운

비용을 이용하여 교통 체의 비용회수율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화(서비스 공 :고정)

서비스 공 이 고정인 경우,즉 재차인원이 변하는 경우에는 재차인원

이 고정된 경우와 다르게 운 비용은 기존의 운 비용을 계속 유지하고

운임수입만 변하게 된다.따라서 비용회수율도 달라지는데,이 경우 운임

이 93% 올라야 비용회수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서비스 공 이 고정인 경우에는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

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이

20% 인하될 경우를 가정하여 사회후생의 변화를 <표 2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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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인-년)

항목 표기 기호 시내버스 지하철 교통

정 운임 수 (원/통행) 
659

(20%↓)

657

(20%↓)

1인당 교통 통행수 
176

(15%↑)

183

(8%↑)

359

(11%↑)

1인당 승용차 통행수의 변화 -2.43 -2.35 -4.78

1인당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잉여의 변화  26,361 28,734 55,095

운 비용의 변화  0 0 0

차내혼잡 외부효와의 변화  1,326 1,092 2,418

운임수입의 변화   -11,086 -22,400 -33,486

승용차 유류비용의 변화  2,396 4,825 7,221

유류세 수입의 변화   1,285 2,587 3,872

도로혼잡 외부효과의 변화  1,700 3,423 5,123

교통사고 외부효과의 변화  582 1,173 1,755

기오염 외부효과의 변화  383 772 1,155

계  17,725 12,847 30,572

비용회수율(%)  65.8 61.1 63.3

1인당 보조 60,514 76,779 137,293

<표24>서울의 교통 운임이 20%인하될경우사회후생의변화(서비스공 :고정)

운임이 20% 인하되면 운임은 평균운임 기 으로 시내버스는 659원,

지하철은 657원이다.1인당 연간 통행수는 시내버스는 15%,지하철은

8%가 증가하여 체 교통의 통행수는 11%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

었다.

사회후생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잉여의 변화이

고,그 다음으로는 운임수입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차내혼잡 외부효

과의 변화와 승용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는 상 으로 작은

향을 미쳤다.

비용회수율은 시내버스는 65.8%,지하철은 61.1%로 체 교통의

비용회수율은 63.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연간 보조 은 시내버스는

6,286억원,지하철은 7,976억원으로 총 1조 4,26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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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휘발유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두 번째로 본 연구는 2013년을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 는데,추가로

2015년의 상황을 입하여 분석하 다.2015년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1,460.482원/ℓ34)으로,본 연구에서 용한 2013년의 평균 휘발유가격인

2002.96원/ℓ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가 상을 보이고 있다.운임은 2013

년에 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이 각각 150원,200원 올랐지만 이

를 고려하지 않고 운임은 같은 수 이라고 가정하 다. 한 휘발유가격

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아직 2015년의 자료를 다 구할 수 없으므로 휘발

유가격 외에는 모두 2013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 다.즉

2015년의 상황처럼 휘발유가격이 인하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운임 수 은 재보다 33% 인상된

운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때 1인당 연간 사회후생은 6,648원이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8>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휘발유가격:인하)

34)2015년 1월~10월의 보통 휘발유가격의 평균값 1460.482원/ℓ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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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

면 운임이 76%까지는 오를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임이 내릴 때 사회후생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운임이 오르면 83%까지는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의 감소

폭이 더 크며,운임이 36%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하철의 경우도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 운임이 60%까지는 오를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그 이상

이 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운임이 내릴수록 사회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며,운임이 27%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통해 체 사회 에서의 후생 변화를 살펴

보았다.이에 더하여 사회후생 변화를 이용자 편익,정부수입 외부효

과의 변화로 나 어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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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교통운임변화에따른이용자편익,정부수입 외부효과의변화(휘발유가격:인하)

이용자 편익과 외부효과는 운임이 내릴수록 증가하 고,정부 수입은

운임이 오를수록 증가하 다.외부효과는 상 으로 미미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 기 의 입장에서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식 (13)에 따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운임수입과 운

비용을 이용하여 교통 체의 비용회수율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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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교통 운임 변화에 따른 비용회수율의 변화(휘발유가격:인하)

분석 결과 운임이 33% 인상되면 비용회수율은 0.89인 것으로 나타났

다.비용회수율이 처음으로 1을 넘는 운임 수 은 50% 인상될 때인 것

으로 나타났고,이때 비용회수율은 1.00이다.시내버스와 지하철 운 기

으로 나 어보면 시내버스의 경우 52%,지하철의 경우 42% 인상될

때 비용회수율이 각각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라 휘발유가격이 인하될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33% 인상될 때의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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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인-년)

항목 표기 기호 시내버스 지하철 교통

정 운임 수 (원/통행) 
1,096

(33%↑)

1,093

(33%↑)

1인당 교통 통행수 
118

(23%↓)

147

(16%↓)

265

(18%↓)

1인당 승용차 통행수의 변화 2.45 2.62 5.07

1인당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잉여의 변화  -36,185 -42,039 -78,225

운 비용의 변화  -29,848 -18,137 -47,986

차내혼잡 외부효와의 변화  0 0 0

운임수입의 변화   14,415 32,219 46,634

승용차 유류비용의 변화  -1,762 -3,923 -5,685

유류세 수입의 변화   -1,296 -2,885 -4,181

도로혼잡 외부효과의 변화  -1,715 -3,817 -5,532

교통사고 외부효과의 변화  -587 -1,308 -1,895

기오염 외부효과의 변화  -387 -860 -1,247

계  5,3541 1,294 6,648

비용회수율(%)  88.0 89.5 88.8

1인당 보조 17,620 18,831 36,451

<표 25>서울의 교통 정 운임 수 과 사회후생의 변화(휘발유가격:인하)

휘발유가격이 인하될 경우 사회후생을 극 화하는 정 운임 수 은

평균운임 기 으로 시내버스는 1,096원,지하철은 1,093원으로 기존의 평

균운임보다 33% 인상된 수 이다.이때 1인당 연간 통행수는 시내버스

는 23%,지하철은 16%가 감소하여 체 교통의 통행수는 18%가 감

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휘발유가격이 인하될 경우 운임이 33%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사회후

생의 변화는 6,648원이다.사회후생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은 소비자잉여의 변화이고,다음으로는 운 비용의 변화와 운임수입의

변화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의 변화는 상

으로 작은 향을 미쳤다.

운임이 33% 인상되면 비용회수율은 시내버스는 88.0%,지하철은

89.5%로 체 교통의 비용회수율은 88.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조 은 시내버스는 1,830억원,지하철은 1,956억원으로 총 3,7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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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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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1.결론

교통은 최근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서울시의

경우 교통 운 비용을 지방정부의 보조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따

라서 교통의 운임 수 을 책정할 때에는 단순히 운 자 해소와 생

산자 입장에서의 이익 극 화가 아닌 체 사회 에서의 사회후생

극 화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교통 련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운임 변화

에 따른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고,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정 운임

수 을 도출하 다.

우선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두 가지 수단을 상으로

Cochrane-Orcutt방법과 OLS를 이용하여 각각의 수요함수를 추정하

다.두 수요함수 모두 모형이 합하고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았으며,시

계열자료를 이용한 수요함수에 흔히 나타나는 자기상 문제도 보정되었

다.추정된 수요함수를 바탕으로 교통의 수요탄력성을 도출한 결과

서울시 시내버스의 운임탄력성은 -0.489,지하철의 운임탄력성은 -0.283

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추정된 운임탄력성 값을 이용해 운임 수 의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분

석할 수 있었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추정할 때 소비자잉여 외에 크게 운 비용,운임수

입과 승용차이용비용을 포함하 다.승용차이용비용은 교통과 승용

차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용하여 유류 비용,유류세 수입,도로혼잡비용,

승용차 사고비용 그리고 기오염비용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운임 변화의 -100%~100% 범 내에서 사회

후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인하

되면 사회후생이 감소하 고,운임이 인상되면 사회후생이 증가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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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57%,지하철은 12% 수 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운임이 내릴수록 이용자 편익

이 증가하 고 운임이 오를수록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 다.정부수입은

이용자 편익과 반 로 운임이 내릴수록 후생이 감소하 고,운임이 오를

수록 후생이 증가하 다.외부효과는 나머지 두 항목에 비해 상 으로

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운 기 의 입장에서 비용회수율

을 분석한 결과 운임을 41% 이상 인상될 때 비용회수율이 1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 교통의 재차인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정 운임 수 을

추정한 결과 시내버스는 운임이 25% 인상될 때,지하철은 운임이 6%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체 으로 동일한 운

임을 용할 경우 교통 운임이 20% 인상되면 사회후생이 극 화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추가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서비스 공

을 고정할 경우 차내혼잡 외부효과가 운 비용보다 향이 어 운임

이 인하될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하고,운임이 인상될수록 사회후생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휘발유가격의 가 상을 반 하

여 분석한 결과 교통 운임이 33% 인상될 때 사회후생이 극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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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수요함수모형과 운임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의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서울 교통의 정 운임 수 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교통 수요의 운임탄력

성의 경우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의 값이 커져 단기와 장기의 탄력성이

다를 수 있다. 한 운임이 인상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 수요함수모형을 선형 수 함수형태로 추정하여

교통 수요의 운임탄력성 값이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만 도출되었다.

한 본 연구는 기본운임만을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고,운임제도에 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 다.

향후 부분조정모형이나 선형반 수(semi-logarithmic)함수의 형태로

교통의 수요함수모형을 추정한다면 서울시 교통의 운임탄력성에

해 더 구체 이고 합리 인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다

양한 운임제도별로 사회후생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정 운임 수 뿐만

아니라 정 운임제도에 해서도 분석한다면 실 인 교통 운임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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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변가격 기 )

연도
q

(통행/인-년)

F

(원/통행)

I

(원/인-일)

Y

( /만인)

A

( /인)

FP

(원/ℓ)

1976 346.635 218.061 12094.19 7.664 0.005 1743.55

1977 380.795 201.442 13048.66 8.211 0.007 1530.88

1978 412.422 202.645 13540.27 8.195 0.010 1328.95

1979 407.922 231.496 14357.85 10.142 0.012 1662.41

1980 416.927 261.431 13757.03 9.976 0.012 2568.02

1981 308.306 354.241 14464.23 9.186 0.012 2542.83

1982 316.128 356.039 15432.36 9.320 0.014 2512.31

1983 352.217 303.824 16819.43 9.028 0.018 2190.46

1984 293.713 377.285 17421.62 8.746 0.022 2118.13

1985 290.505 354.474 18540.24 8.601 0.027 2066.91

1986 269.861 374.308 19212.94 8.465 0.031 1792.35

1987 268.767 381.083 20828.00 8.298 0.039 1648.34

1988 256.295 395.878 22483.16 8.056 0.048 1230.53

1989 240.141 400.627 23592.08 7.834 0.063 993.68

1990 239.013 380.059 26439.15 8.274 0.078 901.30

1991 223.832 428.635 28112.55 8.053 0.089 1053.02

1992 206.069 512.713 28610.15 7.962 0.103 1152.23

1993 197.873 591.577 30694.48 7.988 0.117 1204.79

1994 190.134 621.065 31600.54 8.080 0.132 1138.05

1995 188.377 685.925 34428.02 8.528 0.149 1072.33

1996 168.852 733.593 34998.05 8.333 0.155 1162.56

1997 159.994 772.076 36102.96 8.331 0.163 1385.30

1998 160.081 802.252 33481.27 8.180 0.160 1724.93

1999 157.672 781.391 36772.04 8.114 0.163 1823.07

2000 151.058 817.595 38604.54 8.274 0.165 1874.66

2001 148.108 866.921 39138.33 7.985 0.177 1856.60

2002 148.404 846.531 56079.82 7.912 0.190 1798.06

2003 142.281 933.801 62894.14 7.861 0.199 1781.30

2004 141.621 974.190 62306.16 8.075 0.200 1798.44

2005 161.089 976.156 64710.03 7.567 0.203 1841.89

2006 164.081 944.598 71296.23 7.499 0.207 1877.82

2007 160.503 942.659 74676.77 7.434 0.212 1881.80

2008 161.085 938.034 76200.84 6.859 0.213 2000.18

<부록 1>서울시의 시내버스 수요함수 추정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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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60.614 831.095 76401.63 7.261 0.215 1847.22

2010 158.579 885.729 77682.87 7.137 0.216 1915.66

2011 161.044 859.350 80534.43 7.156 0.219 2074.03

2012 160.012 789.909 82967.21 7.203 0.222 2087.80

2013 159.787 824.083 84456.91 7.205 0.225 2002.96
주:q는 1인당 통행수(수송인원/인구),F는 평균운임(운수수입/수송인원),I는 1인당 일소득,

Y는 인구 만명당 버스보유 수,A는 1인당 승용차보유 수,FP는 연평균 휘발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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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변가격 기 )

연도
q

(통행/인-년)

F

(원/통행)

I

(원/인-일)

Y

(천차량-km/만인)

A

( /인)

FP

(원/ℓ)

1976 4.696 655.211 12094.19 7.982 0.005 1743.55

1977 6.189 611.405 13048.66 7.998 0.007 1530.88

1978 7.444 660.695 13540.27 10.730 0.010 1328.95

1979 8.190 708.854 14357.85 11.250 0.012 1662.41

1980 7.778 821.344 13757.03 12.346 0.012 2568.02

1981 10.181 736.374 14464.23 18.549 0.012 2542.83

1982 10.015 800.862 15432.36 21.128 0.014 2512.31

1983 12.562 718.060 16819.43 24.045 0.018 2190.46

1984 22.380 648.363 17421.62 40.477 0.022 2118.13

1985 33.006 660.040 18540.24 59.712 0.027 2066.91

1986 64.954 510.026 19212.94 101.572 0.031 1792.35

1987 69.612 557.748 20828 104.012 0.039 1648.34

1988 77.863 517.647 22483.16 101.196 0.048 1230.53

1989 81.436 509.939 23592.08 103.785 0.063 993.68

1990 95.231 463.471 26439.15 111.203 0.078 901.30

1991 97.912 518.159 28112.55 125.267 0.089 1053.02

1992 106.423 490.951 28610.15 148.386 0.103 1152.23

1993 108.705 542.867 30694.48 162.591 0.117 1204.79

1994 109.926 596.058 31600.54 182.276 0.132 1138.05

1995 120.582 583.543 34428.02 211.387 0.149 1072.33

1996 111.285 709.048 34998.05 210.742 0.155 1162.56

1997 129.040 666.514 36102.96 202.335 0.163 1385.30

1998 126.029 665.759 33481.27 204.551 0.160 1724.93

1999 126.209 723.127 36772.04 204.649 0.163 1823.07

2000 136.485 742.190 38604.54 212.846 0.165 1874.66

2001 152.946 775.220 39138.33 378.659 0.177 1856.60

2002 158.629 742.438 56079.82 380.839 0.190 1798.06

2003 159.380 812.157 62894.14 381.323 0.199 1781.30

2004 162.467 808.901 62306.16 381.442 0.200 1798.44

2005 160.926 851.917 64710.03 379.799 0.203 1841.89

2006 159.751 814.045 71296.23 356.595 0.207 1877.82

2007 158.730 867.273 74676.77 350.181 0.212 1881.80

2008 160.213 846.292 76200.84 363.889 0.213 2000.18

<부록 2>서울시의 지하철 수요함수 추정 련 자료



-78-

2009 160.187 813.297 76401.63 371.374 0.215 1847.22

2010 161.305 792.383 77682.87 362.409 0.216 1915.66

2011 165.566 763.339 80534.43 359.955 0.219 2074.03

2012 168.194 840.006 82967.21 367.745 0.222 2087.80

2013 172.035 821.464 84456.91 371.021 0.225 2002.96
주:q는 1인당 통행수(수송인원/인구),F는 평균운임(운수수입/수송인원),I는 1인당 일소득,

Y는 인구 만명당 천차량-km,A는 1인당 승용차보유 수,FP는 연평균 휘발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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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theroleofpublictransportasapublicserviceis

emphasizedandtheoperating costofpublictransportin Seoulis

largelydependentonthesubsidy.Therefore,maximizationofsocial

welfare should be the major goal,prior to simply eliminating

operationlossesorprofitmaximizationoftransportsupplierswhen

settingpublictransportfares.

Thisstudyaimstolookintochangesinsocialwelfarecaused

byfarechangesandestimatethemostappropriatefarelevelthat

maximizes social welfare by using time-series data of public

transportinSeoul.

Thedemand functionsofbusand subway in Seoulwere

estimated each by using Cochrane-Orcuttmethod.Both demand

functionsshowedhighgoodnessoffitandshowednoproblem in

auto-regression which usually appears in demand functions using

time-series data.Results of demand elasticities were,the fare

elasticityofbusinSeoulappearedtobe-0.489,andthatofsubway

inSeoulappearedtobe-0.283.Basedonestimatedvalueoffare

elasticity,itwasabletoanalyzethechangesindemandofpublic

transportandconsumersurplus.

Inadditiontoconsumersurplus,operationcost,farerevenue,

andcarusecostswereincludedtoestimatesocialwelfare.Caruse

costsare,tobeconcrete,fuelcost,taxrevenue,roadcongestioncost,

accidentcost,and airpollution cost,and crosspriceelasticity of

transportandcarswasapplied.

Basedonthechangesinpublictransportfarebytherangeof

-100%~100%,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socialwelfare.The

socialwelfareofbothbusandsubwaybecameworsewhenthefare

leveldecreased.Ontheotherhand,thesocialwelfareincreasedwhen

thefarelevelwasraised,howeverbecameworseagainat57% and

12% forbusandsubwayrespectively.Userbenefitincreasedasthe

farelevelgoesdown,anduserbenefitdecreasedasthefar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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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up.Governmentrevenuedecreasedasthefarelevelgoesdown

andincreasedasthefarelevelgoesup,asapposedtouserbenefit.

Externality costs appeared to have little impactcompared to the

others.Theresultofcostrevenuerecoveryfarelevelwas41% that

showscostrevenuerecoveryratiotobemorethanone.

Resultsofefficientfarelevelthatsatisfiesmaximizationof

socialwelfare in this study were 25% increase in bus and 6%

increaseinsubwayinSeoulwhencurrentservicelevelisconstant.If

samefareisapplied,theefficientfarelevelis20% increaseinpublic

transport in Seoul.In addition,this study conducted additional

scenarioanalysis.First,whenthesupplyofpublictransportisfixed,

the socialwelfare increased as the fare levelgoes down and

decreasedwhenthefarelevelgoesup.Moreover,whenlow oilprice

isapplied,33% increaseinfarelevelshowedmaximizationofsocial

welfare.

KeyWords:urbanpublictransport,efficientfarelevel,social

welfaremaximization,demandfunction,Seoul

StudentNumber:2014-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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