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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철도사업법 등

개별 산업에 관련된 법,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철도운임조정계획은 전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결

산보고서에 나타난 여객, 화물 등 열차종별, 품복별 원가분석결과

를 기준으로 원가보상이 될 수준을 고려하여 운임 조정 폭과 조정

시기를 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는 KTX의 운임체계가 시장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철도사

업법 및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규제 등에 상한을 정하여 운영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KTX 수요에 따른 요금 차별화 정도가 존재

하지 않아서 열차 좌석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특정시간대에 이용인원이 집중되고

인접시간대에는 여유좌석이 발생하는 등 철도 좌석 운영의 비효율

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요에 따른 운임의 탄

력적 할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탄력 할인 제도는 철도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요 분산을

통한 좌석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이용자 입

장에서는 선택의 폭 확대 및 다양한 할인 제도로 인한 철도 이용

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요에 따른 운임 할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되는 열차 이용인원을 인접시간대로 분산하

기 위한 할인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열차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할인

율 수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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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할인율 수

준을 알아보기 위해 외부고객 집단에 대해 선호의식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내부

고객 집단을 대상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들의 요구되는 할인율의 수준과 탄력성을 도출

하였다.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 요구되는 할인율 수준에 있어서 개

인적 특성 및 열차 이용목적의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 단위로 시간 탄력성을 도

출할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940, 뒤도 미룰때는

0.971로 나타났다. 내부고객 집단의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711, 뒤로 미룰 때는 0.773으로 나왔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

우에는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때 모두 0.388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가 집중된 열차 시간대를 인접 시간대로 분산

시키는데 있어서 할인에 대한 시간 탄력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나

타내며, 수요를 분산하는데 있어서 할인율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적정 할인율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외부고객 집단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수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할인율

수준 고려 시 전문가 집단의 기대치를 함께 비교 반영하여 결정하

는 것이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KTX, 철도운임, 할인율, 시간탄력성

학 번 : 2016-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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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철도사업법 등 개별 산

업에 관련된 법,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서 결정되

며1), 철도운임조정계획은 전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여객, 화물 등 열차종별, 품목별 원가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원가보상이 될

수준을 고려하여 운임 조정 폭과 조정 시기를 정하여 반영한다. 그러나

운임조정계획은 원가보상을 위한 조정율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와 정부의 일반재정에서의 지원정도 및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정율을 반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KTX의 운임 체계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철

도사업법 및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규제 등에 상한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한병근, 2001)

또한, 철도운임의 상한고시 및 각 구간별 실제 운임의 통제 권한은 정

부에 있고, 운임의 수준은 정부의 물가정책2), 가격통제, 타교통수단과의 형

평성 고려라는 틀 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철도의 경영환경 및 적정

원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은 사실상

공사에 없다고 볼 수 있다.(구자권, 2004) 이로 인하여, 요일 및 시간대별

열차 수요에 따른 요금 차별화 정도가 존재하지 않아서의 열차 좌석 운

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1) 산정근거 : 공공요금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137호), 철도운임산정기준(국토
교통부훈령 제203호)

2) 공공요금 10% 상승 시 소비자물가 2.24% 상승, 생산자 물가 1.85%가 상승, 한국
은행 “ 알기 쉬운 경제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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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8시대의 KTX 이용률3)은 124.4%로

좌석이 매진되고 입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인접 시간대의 경

우 이용률이 82.8%에 불과하여 여유좌석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열차 운임체계가 가격적으로 수요를 조정할 수 없으며, 시간

과 가격에 따른 기회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공공요금 가격 규제로 인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철도 운임을 제도

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안으로 탄력 할인, 할증과

관련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

요 영업 할인제도를 보면,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10~30% 할인해주는

“힘내라 청춘”, 임산부를 위한 KTX 특실 요금을 면제해주는 “맘편한

KTX”, 3명 이상의 3자녀 이상의 가족들에게 20~30% 할인해 주는 “다자

녀 행복”, 10명 이상 단체에게 10%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제도 등이 있

으나, 이는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할인 정책이 아닌 이용 대상에 따른

가격차별4)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수요가 높은 열차에 할인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할인을

받은 신규고객 유치로 인해 기존에 정상운임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

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탄력할증의 경우 “국

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1997년 3월 1일부터 금

요일 18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10% 할증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00년

7월 24일자로 운영을 종료하였는데, 이는 철도 이용객들의 할증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열차 이용인원을 인접

시간대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할증 제도 보다는 탄력적인 할

3) 이용률 = KTX 이용인원 / KTX 전체좌석 수 임
4) 출처 :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종합이용안내 - 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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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철도 운임을 할인해 주면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가 아닌 다

을 열차 시간으로 변경하는지와 열차 이용시각 조정 단위(5분)에 따라

철도 운임 할인의 탄력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철도 운임 할인을

통해 평상시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이 아니 다른 열차 시간으로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하고, 할인에 따른 수요 분산의 효

과를 예측해 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보다 인접시간대 열차로 시

간을 변경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 하에 1:1 대면조

사 및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철도운임 할인이 열차 시간 변

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탄력 할인 기준 마련을 위한 계량적 자료

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철도 운임, 가격할인, 탄력성에 관

한 이론에 대해 검토하고, 철도 운임과 철도 수요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철도 운임 할인에 대한 시간 탄력성 연구를

위해 본 조사 시에는 조사 대상을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 외부고객

집단으로 나누어 1:1 대면조사 및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시

행하였다. 조사는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에서 시간 1단위(5분)가 변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가 아닌 다른 열차 시간 변경을 위한 할인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호의식기법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선호의식(SP)조

사는 통계적인 실험계획법에 따라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 시나

리오를 응답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의 선호를 찾는 일련의 기법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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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개인의 행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조사의 항목 설정은 기존의 연구논문 및 선호의식기법 관련 문헌을 참

고하여 작성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철도 운임, 정책 담당자 및 교통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1:1 심층 대면 조사를 수행하였고, 내부 고객 조

사는 철도 승차권 판매 등 철도 운영회사의 영업 직렬 직원을 대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앱을 활용하여 네이버 밴드를 대상으로 수

행하였으며, 외부 고객 조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앱을 활용하

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의 불특정 회원들을 대

상으로 수행 하였다. 외부고객 조사 시 열차 이용목적은 열차 시간 변경

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비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과 전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정기적 출퇴근 이용고객5)은 제외하고, 여행, 개인

업무, 친지/가족 방문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할인적용 대상자(영업할인

적용 대상자, 경로, 청소년 등)의 경우 본 조사의 할인율과 중복하여 할

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이 아닌 인접시간대로 시간 1단위를 변경할 때 어느 정

도의 철도 운임 할인율의 변화가 각 집단별로 어떻게 요구 되고 그 차이

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TX의 열차 이용 시간 변경을 위한 할인율의 범위를 설정

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을 3개 집단으로 구분 하였

으며, 1:1 대면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결과

5) KTX를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약 35% 수준이며, 비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약 65% 이다.
(2014년 KTX 이용실태 분석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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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사점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임 및 제도 담당

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연구과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 구성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철도운임,

할인, 탄력성 및 선호의식 기법에 관한 문헌을 검토 후, 기존의 선행연구

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정리한다. 제3장은 연구 설계 부분으로 연구모

형, 연구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부분이

며, 제5장에서는 결론과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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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철도운임의 정의 및 결정방식

철도운임은 철도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한데 대하여 그 수요자가 반

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임에는 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장소적 이동에 대한 대가’라는 단순히 수송적인 측면에

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적 이동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서비스가 포함

되어 있다. 운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1900년대 이후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다. 즉, 요율을 책정하는데 적용되는 수송원가에는 수송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운송용역에 제공되는 인적, 물적 서비스 등 모든 사항이 포

함되어 있다.(정예성, 2013)

철도운임의 기능은 첫째,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다. 재화와 용역의 생

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나 노동력과 같은 자원의 양은 매우 안정적

이기 때문에 가격은 생산량 또는 소비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소득분배의 기능이다. 운송용역에 있어 가격인 운임을 지급하는 것

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 소득이 이전하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소비자

에게서 받은 지급액과 생산자가 지출한 금액과의 과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경영능률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는

다. 운임은 경쟁적 위치에 있는 타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과의 가격

비교를 통하여 항상 가격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목

표로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가격은 경영개선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게 된

다.(한병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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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임체계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첫째, 시장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는 운임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을

증대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운임체계이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운임설정

으로 인한 수입증대가 관리상의 복잡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초과

하여야 한다. 넷째, 단순하고, 편리하고, 형평성 있는 운임체계가 설계되

어야 한다. 다섯째, 여행거리, 여행시간대, 여행시간, 서비스 질을 반영하

는 운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민의 수용가능성 및 요금징수

시스템의 능력이다. 운임체계 설계 시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정상적으

로 반영된 운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용장, 문대섭, 2004)

가. 거리비례제

운송거리를 운임계산의 척도로서 사용되는 제일 단순한 방식은 단위의

운임을 동 액으로 하여 운송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을 증감시키는 경우이

다. 즉 운송거리에 정비례하도록 운임 액을 산정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운임을 거리비례운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리비례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먼저 형

평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승객들은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장거리를 여행하는 승객들은 단거리 여행승객보다 더

많은 운행비용이 소요되어 더 많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효용성

의 측면에서 볼 때 거리비례제로 균일운임제보다 더 많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어 업체의 수입증대로 인한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다.

거리비례제는 현재 철도여객 및 화물운임에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

는 운임제도로서는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 수송수단에 적용되고 있

으며, 현재 국내의 항공운임과 독일의 철도여객운임이 거리비례제로 채

택되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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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리체감제

운송가치나 운송비용은 오히려 운송거리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는 운임을 원거리체감운임이라고 한다. 즉, 운

송거리를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기 각 구간에 적용하는 체감

운임률을 정하여, 운임 액의 증가율은 거리에 정비례하지 않고, 1km당

운임 율이 체감하는 계산방법이다. 각 구간의 계산은 비례제이다.

체감운임의 근거로서는 여객 한 사람의 운송에 필요한 평균비용이 장

거리일수록 단위 거리당 체감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장거리운송수요

가 단거리운송수요보다도 더 탄력적이라고 생각되며, 철도가 보다 많은

여객 운송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감운임이 유리할 뿐 아니라, 운임수

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원거리체감운임에 입각한 차별운임을 채용한다는 것은, 한계비용이

체감하는 한, 여객운송을 조장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윤

리 측면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체감운임은 철도 그 자체를 중심

으로 생각해 보아도 운송수요로서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얻게 되

어 유리하다. 그러나 체감운임의 결과가 새로운 운송량의 증가를 가져오

지 못하고, 종래의 단거리운송의 장거리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운송Km가 늘어났어도 Km당 운임수입이 떨어진 경우,

다른 사정이 불변이라면 그것은 체감운임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여행거리에 관계없이 승객의 정류장 이용도는 같기 때문에 장거리 여

객에게 대한 거리 당 운임을 저렴하게 하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

으며, 행정 및 산업의 중심지와 여타의 원거리 도시간의 관계를 근거리

도시간의 관계와 같게 하기 위하여 즉 거리에 따른 지역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운임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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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간운임제

구간운임제는 운임의 수준을 거리에 의해 결정하되 거리특정의 단위

를 구간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운행거리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

는 점에서 거리비례제와 유사하나 일정한 운임간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거리비례제와 다르고, 구간을 설정한다는 구역제와 유사하나 도상에 표

시된 물리적인 구역이 아닌 출발점에서부터 운행거리구간을 정한다는 점

에서 구역제와 다르다. 이 제도는 철도화물운임에서 1997년7월 3일 이전

까지 채택되어 운영된 바 있다.

라. 균일제

균일 운임제는 여행거리에 관계없이 1회 승차 시 마다 균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균일 운임제는 운임체계가 간단하여 운임징수가 편

리하고 승객에게도 불편이 없으며 승하차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어

운송량이 많고 운행구역이 비교적 소 범위인 지역에 적합하다. 그러나

장/단거리 승객의 통행거리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마. 지대제

이 제도는 전 운행구간을 몇 개의 지대로 나누어 지대마다 단위 운임

을 정하여 당해 운임이 통과하는 지대 수에 의거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서 실제 사용 시에는 다음 두가지로 쓰인다. 그 하나는 앞에서 말한 균

일제를 적요함에 있어서 운임을 도시별로 차별화 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운행구간에 있어서 일정지대에서는 균일제이나 그 지대를 벗어나면

일정액의 추가적 운임이 가산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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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역제

구역운임제는 전 운행구간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단

위운임을 정하여 당해 승객이 통과하는 구역수에 따라 운임을 정하는 제

도이다. 구역운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서 구역의 규모와 형태의 결정이 중요한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동심원

형, 격자형, 지리적 구역형, 벌집형 등이 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지

하철운임이 있다.

2. 운임할인의 정의 및 효과

운임은 마케팅 관리자가 통제하는 4가지 중요한 변수중에 하나이다.

마케팅 실무자가 이러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매

출액과 이익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홍부길, 1982) 운임이란

소비자에게 운송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소비

자에게 운임구조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을 지출함으로서 운송 서비스를

획득하는 조건을 나타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의 운송 서비스를 판매

하거나 또는 타 서비스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유

봉노 1981) 또는 운임이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송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촉진은 그 제품에 추가적인 가치나 자극제가 부가됨으로써 판매업

자, 판매원, 소비자들에게 어떤 유인물로 작용할 활동이나 물질을 일컫는

다(최병용 1990). 즉, 판매촉진은 구매를 위한 자극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운임할인은 여러 가지 판매촉진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운

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운임할인

이 끝난 후 다시 원래의 운임으로 환원되는 판매촉진을 의미한다. 할인

판매를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할인 판매를 통한 판매증대는 기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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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위한 넓은 수요계층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규모를 확장하여 지속적인

기업존속에 이바지하게 되며 또한 단기적인 면에서는 할인 판매를 통한

판매증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회전율을 높여 생산과 판매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회전율을 높혀 줌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할인 폭만큼 운임을

할인하여 구매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할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운임할인은 할인받은 크기만큼 손실의 감소로 지각할 수 있지만, 예산

의 증가로도 지각할 수 있어 오히려 증가된 이득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감소된 손실 때문에 운임할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

가된 예산 때문에 가격할인을 선호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연재, 2013)

운임할인은 좋은 거래의 신호로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지며 소비자들

은 프로모션의 신호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였다. 특히 단순한 프로모션

보다는 운임할인과 관련된 프로모션 활동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좋

은 거래의 신호로서 인식되어 진다는 결과이다.(Inman, McAlister and

Hoyer, 1990)

소비자는 30% 할인에 높은 관여를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 Grewal et

al.(1996)은 운임할인의 크기가 낮다고 인식되면 인지적 노력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가적 정보처리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운

임할인의 폭이 너무 크다고 인식되면 운송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운임할인의 크기가 중

간 정도 일 때 가격할인의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며 구매의도도 높아진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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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운송 서비스 고유의 욕구만족 속성보다는

운임할인과 일시적 인센티브로부터 얻는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Webster, 1965), 운임 탄력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구매상황 몰입도가 높고 운임에 대한 지식수준

이 높으며(Lichtenstein et al. 1990), 할인에 대한 평가 가중치가 높으므

로 할인의 행태로 가격이 제시될 때 가치를 크게 지각하고 구매확률이

높다.(Blattberg & Neslin, 1990)

이와 같이, 소비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단기적인 수익성을 증

대시키는데 운임할인만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도 없기 때문인지 운임할

인과 관련된 활동들은 오히려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Kotler and

Keller 2009).

운임할인율이 일정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변동되느냐에

따라 운임할인은 크게 ‘고정운임할인’과 ‘차등운임할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예컨대 40% 운임할인에서처럼 할인율이 고정되어 있는 가격할인이

고정가격할인이라면, 20~60% 운임할인처럼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

는 운임할인을 차등운임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상품과 관련하여 차등가격할인과 관련하여 색다른

가격할인행사들이 소비자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브랜드 퓨마는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쇼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쇼핑

을 완료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쇼핑시간이 3분, 4분, 5분, 10

분에 따라서 각각 20%, 15%, 10%, 5%의 차등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격할인행사로 소비자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데일리이벤

트 2012.5.10.). 이런 마케팅 트랜드를 Running Discount 마케팅이라고

부르면서 시간에 반비례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수행

능력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지는 마케팅 방식이다. Running Discount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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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기업이 정한 고정할인율이 아닌 소비자의 자

발적인 빠른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매장의 높은 회전율과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다.(오수인, 2015) 한편, 국내에서는 최대 70~80% 사이에서 랜덤

으로 차등적인 가격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럭키백’ 가격할인행사가 연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뉴스와이어 2013.2.27.).

이처럼 예전에는 할인하면 고정할인이 보편적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전통적인 유통/외식업체뿐만 아니라 숙박업체, 소셜 커머스 업체 등 산

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차등할인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허종호 외 5, 2014)

차등할인의 선택에는 위험성이 수반되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차등

할인에 대한 선택 대안을 준거점과 비교하여 유리할 경우에는 이득으로,

불리할 경우에는 손실로 평가하는데, 선택에 따른 가치함수가 이득 영역

보다는 손실영역에서 더 가파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이에 상

응하는 손실이 과대평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일한 크기의 기대손익

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효용보다는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오는 비효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성을 보이게 된다. (Tversky and

Kahneman, 1981)

3. 탄력성의 정의와 종류

탄력성이란 한 변수가 변할 때 다른 변수가 이에 반응하는 정도(민감

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즉, 탄력성은 한 변수가 1% 증가할 때, 이에

반응해서 다른 변수는 몇 % 변하는 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각 독립변

수의 변동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정도를 의미하는 탄력성은 각종 정책

에 대한 지침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

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품의 수요량 q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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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p의 함수라 본다면, q=f(p)이라 할 수 있고, p가 △p만큼 변하면 q

도 △q만큼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p와 q의 증가방향은 반대이므로 수

요탄력성의 값은 원래 음(-)의 값을 가지나 분석을 할 때는 양(+)의 값

으로 그 크기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절대 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탄력성은 크게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은 완전 비

탄력적, 아주 작은 가격변화에도 수요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완전 탄력적,

가격의 변화량과 수요의 변화가 같은 단위탄력적으로 구분된다.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의 구분은 대체로 단위탄력적인 상태, 즉 수요

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

화율보다 클 때,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 값이 1보다 작으면 수요

가 가격 탄력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함수를 정립 한 후 도출된 파라미터 값을 통해 탄력성 함수에 대입

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탄력성은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다룰 수도 있는 능력으로 볼 수

도 있는데, 특히 교통에서의 탄력성은 여러 원인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중요한 효과철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수요가 변화하

는 원인 중 하나는 인프라는 그대로 인데 경제성장, 기술성장 등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변화하는 것과, 할인 프로모션 등 불규칙적

인 이벤트와 같은 영향으로 수요패턴이 변화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외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 수요에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며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만을 고려한다 해도 수요 예측결과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한 이유이다.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요 변화에 대한 변화량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의

미하는 바를 분석 할 수 있다.(윤윤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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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탄력성

수요탄력성은 직접 수요 탄력성과 간접(교차) 탄력성으로 나누어진다.

직접 수요 탄력성은 분석하고자 하는 교통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철도 운임과 통행 수요 간에 직접

적인 수요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간접 타력성은 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다른 수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

에 의한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버스 승객이 철도로 전환되어 철도의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면 이를 간접 탄력성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나.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판매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격탄력성은 판매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률(%)로 나타낼

수 있다. 가격탄력성의 측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첫째, 가격변화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의 방향성을 알

수 있고, 둘째, 가격의 변화에 따라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셋째, 어

떤 경우에는 이익을 최대치로 하는 최적가격을 아주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다.(성하영, 2005)

다. 여객 교통수요의 탄력성

Oum et al(1992)에 따르면 여객교통수요는 일반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예산 제약 하에 있는 효용함수의 최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기존의 여객수요모형으로는 가격의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

득효과가 모두 반영된 통상적인 수요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격효과에서 대체효과만을 분리한 보상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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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Qoandt(1968)와 Taplin(1982)은 수단 선택의 탄력성을 통해 자기가격

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상적인 수요탄력성과

의 관계를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식 1, 통상적인 수요탄력성>

Fij = Mij + ej for all i and j

여기서, Fij는 수단 j의 가격에 대한 수단 i의 통상적인 수요의 가격 탄

력성을 Mij는 수단 j의 가격에 대한 수단 i를 선택하는 수단선택 탄력성,

그리고 ej는 수단 j의 가격에 대한 집계 교통량의 수요탄력성을 의미한

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평균 가격탄력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0.3정도의 수준에서 추정되는데, Goodwin(1992)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

의 경우 그 상한치를 -0.7 정도라고 제시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철도운임 선행연구

철도운임은 정부의 공공요금 가격규제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학문연

구로서 철도운임체계의 영향변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황승순(1997)은 교통운임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국내교통수요의

합리적 분담유도를 위한 정책과 철도운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교통운임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운임조정절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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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수익자부담원칙의 정립, 탄력적 운임제도의 적극도입을 주장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선규(1997)는 철도운영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교통문제의 근

본적인 해결방안을 국가 전체교통수요가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는 효

율적인 분담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상(1999)은 운임정책에서 탄력운임제를 보완할 수 있는 주중, 주

말, 성수기 제도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거리비례제를 철도특성 강

화에 기초하여 거리체감제로 변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재균(2003)은 운임체계는 시장경쟁체계에서 소비자의 지불의사 및

타 교통수간과의 경쟁관계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속

철도는 단거리보다 중장거리 위주의 운송수단으로서 성격을 감안하고 중

장거리 고객을 우대함으로써 이들을 장래의 충성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해

장거리 고객우대 체감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고속철도 운행특성을 운임에 반영하여 이를 임율의 차이로 나타내었다.

즉, 2004년 개통 시 고속철도는 고속선6)구간과 전철화된 기존선 구간을

혼용운영하고 이들 간에 통행시간 단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운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양한 상업할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타교통수

단과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였다.

정예성(2013)은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의 가격은 적정수준의 운송원

가가 보전되어 경영상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운임이 가지는 본래

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용하여 운임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목표가 달

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부언하여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

위적인 운임할인 보다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특성상 운임에 대한 전문적

6) 고속선은 최고속도 300km/h로 달릴 수 있는 선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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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임적용 시스템이 적용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한성 외 3인(2010)은 철도 승차권의 단순화,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

는 평균운임, 정부의 지원 미흡 등으로 철도운영기관이 적자를 보고 있

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공공할인에 대해 운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

여야 하며, 특히 철도 운영자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서 운임 설정 시 철도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송원가 등을 조정하

여 정부에서는 간섭이 아닌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병근(2005)은 철도는 자연독점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독점이

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과다한 적자경영 역시

재정부담을 늘리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서 적정경영이 이루어지도

록 요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KTX 운임

체계는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타 교통수단과

의 운행시간, 수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경쟁운임을 설정할 수 있는 시

장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공공

할인은 유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철도운영자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된

다고 하였다.

구자권(2003)은 철도운임인상 결정이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해 결정되

는 점이 철도운영기업의 적자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으며, KTX

운임체계의 설정은 운영체의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운임체계는 시장경쟁운임과 비용반영운임, 거리비례제와 거리체감

제, 단일임율과 세부임율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며, 가격설정의

적정범위는 전문가 집단의 기대가격(상한선)과 소비자 집단의 수용가격



- 19 -

(하한선)과의 중간영역으로 하고, 최적대안은 비용을 반영한 운임체계로

서 거리체감제와 세분화된 임률을 도입하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KTX의

다양한 상업목적 할인제도의 도입은 수요유발을 통해 수입의 증대를 꾀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형태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KTX는 단순한 수송가치가 아닌, 고객의 시간가치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KTX 좌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가치에 근거한 운임 운영 및 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이용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2. 철도수송수요 선행연구

철도 수송 수요 관련 관한 연구는 2004년 KTX 개통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리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은 편이다.

이미라(2013)는 서울~부산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수단별 시간, 운임 그

리고 운행횟수 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표1> 직접탄력성 추정결과

구분 고속버스 고속철도 일반철도 항공
통행시간(분) -4.026 -0.714 -4.487 -0.720
운임(천원) -0.426 -0.234 -0.471 -0.852
운행횟수(회/일) 1.478 0.451 1.198 0.555

서울~부산간 수단별 통행시간 탄력성은 고속버스 -4.026, 고속철도

-0,714, 일반철도 -4.487, 항공 -0.720으로 나타나 고속버스와 일반철도는

탄력적, 고속철도와 항공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즉, 서울~부산간

고속버스와 일반철도의 수요는 차내 시간이 변화하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나 고속철도와 항공의 수요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단별 운

임탄력성은 고속버스 -0.426, 고속철도 -0.234, 일반철도 -0.471, 항공

-0.852로 모두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서울~부산 간 모든 대중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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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각 수단의 운임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해도 해당 수단의 이용수요

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행횟수 탄력성은 고속

버스 1.4578, 고속철도 0.451, 일반철도 1.197, 항공 0.555로 나타나 고속

버스와 일반철도는 탄력적, 고속철도와 항공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고속철도와 항공의 운행횟수를 변화시켜도 각 수단의 수요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속철도 속성에 대한 각 수단의 교차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

였다.

<표2> 교차탄력성 추정결과

고속철도
속성변수

고속버스 일반철도 항공

통행시간(분) 0.271 0.221 0.161
운임(천원) 0.029 0.023 0.191

운행횟수(회/일) -0.01 -0.059 -0.123

고속철도 통행시간에 대한 각 수단의 교차탄력성은 고속버스 0.271,

일반철도 0.221, 항공 0.161로 나타나 고속철도 통행시간에 대해 각 수단

의 수요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속철도 운임에 대한 각

수단의 교차탄력성은 고속버스 0.029, 일반철도 0.023, 항공 0.191로 나타

나 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고속철도 운임변화에 각 수단의 수요

변화는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부산 간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이 고속철도의 운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고속철도

와 경쟁력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고속철도 운행횟수에 대한 각

수단의 교차 탄력성은 고속버스 -0.099, 일반철도 -0.059, 항공 -0.124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운임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항공의 교

차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 고속철도와 항공은 장거리 통행인 서

울~부산 노선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백승진(2001)은 철도운임과 시간변화가 지역 간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추정된 국내 철도수요의 요금탄력성의 경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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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분 및 요금변화 정도에 따라 –0.6~ -0.9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시장분할에 의한 철도수요의 요금 탄력성이 업무목적 통행인 경우 비업

무 목적 통행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나있고, 중․고소득층 통행인 경우

저소득층 통행인보다 덜 민감하게 나타났고, 비 직장장인인 경우가 직장

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 외(2007)에서는 철도 수요의 비용 및 시간 탄력성을 교통수단선

택모형과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철도교통수요에 있어서 요

금보다는 시간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모

형의 설명변수로서 시간이 요금보다 모형의 예측력에 다소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1% 감소하면 수요는 1.4% 이상이 증가하여 탄력

적인 반면, 요금이 1% 감소하면 수요는 1.1% 증가하여 단위탄력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직접수요모형에서도 시간의 변화가 요금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금변수의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였다.

이재민, 한상용(2012)은 한국철도공사의 2005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

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철도 여객부문의 수송수요 함수를 추

정하였는데, KTX와 새마을 노선의 운임에 대한 수송 수요 탄력성을 추

정한 결과, 탄력성의 크기가 절댓값 1보다 작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는 운임 인상으로 인해 철도 수입이 증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마을 노선의 운임에 대한 수송수요 탄력성의 크기가 KTX 노선

보다 크게 나타나 새마을 노선 이용자들이 운임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KTX 이용은 증가하지만 새마

을 노선 이용자은 감소 할 것임을 보였다. 즉, 소득 증가에 따라 새마을

노선 이용자들이 KTX로 전환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 갈 것이라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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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철도 운임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해외철도 사례를 벤치마킹 하

거나 전문가 집단 및 소비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 운영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개선 효과

에 대해서도 수리적 접근법을 통해 보다 정량화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

는 한계를 보였으며, 시장가격제도, 자율성 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

도 시행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철도 수송 수요 분석 관련 연구 있어서는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

면과 시계열 분석을 주로 하였는데 이는 과거 철도 운임의 변화가 자주

있지 않았다는 것과, 특히, 2004년 KTX 개통 이후 2010년 동대구~부산

구간 경부선 2단계 개통, 2015년 서울~포항 간 동해선 개통 및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KTX 수혜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 등

외부요인에 의한 수송인원 증가현상을 KTX 수송 수요의 변화에 반영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철도의 운임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상호작용을

고려한 요금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 하에서 이루어졌으

며, 할인제도 역시 고객 유형에 따른 가격차별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철도 운임 할인과 관련하여 열차 시간 변경 선택 행태를 추정

하거나 철도 운임 할인의 시간 탄력성에 관해 연구한 사례도 우리나라에

는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 운임 할인이 열차 시간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가상의 상황에서 열차 시간을 시간 단위(15분)별로 변경

하는데 있어서 철도운임 할인의 탄력성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내용이나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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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과제

철도 운임 할인으로 인하여 열차시간 변경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는

철도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철도 운임/할인 정책 담당자에게도 운임 정

책 결정에 기초가 되며. 기대하던 시간에서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으면

시간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변화 분석은 철도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

통 정책 담당자에게도 세부적인 탄력 할인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

보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열차 운임을 할인하면 열차 시간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열차 시간을 시간 단위(5분)별로 조정할 때 할인의

시간 탄력성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열차 이용객들의 열차시간 결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목적성을 가진 이동의 발생이며, 열차 시간을 변경 한다는 것은 열차 이

용객의 시간의 가치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금률법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1인당 평균 시간 가치를 산정하여 보면, 14,232원/시간7)이

며, 분당으로 계산하면 237원/분이다. 고객이 열차시간을 변경한다는 것

은 고객의 시간가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할인(이득)이 더 크다면, 고객은

열차 시간을 변경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의 시간가치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데 에는 소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득

은 나이대별, 성별,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7) 201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만 7340달러이며 연간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2,113시간이었다. 이것을 나누면 국민 1인의 시간가치는 14,232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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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인율에 따른 열차시간 변경 선택 행태에 있어서 개인은 시간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특성별로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이

심리학, 마케팅적 연구 등에서 확인된 봐 있다.(김근정, 2016)

첫째, 일반적으로 열차를 자주 이용할수록 할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진다고 나타났다.

둘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할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층이 노․장년층보다 할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행태에 있어서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별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열차 시간 변경에 철도운임 할

인이 미치는 영향 및 열차 시간을 시간 단위(5분)별로 조정할 때 할인의

시간 탄력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위의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에 따라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 1단

계로 철도 운임, 정책 및 교통관련 분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

단계로는 철도 승차권 판매 등 철도 운영사의 영업 직렬 직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표 3과 같이 독립변수인 철도 운임 할인이 종속변수인 열

차시간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표3> 1단계(전문가 집단) 및 2단계(내부고객) 연구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8) 조정

철도 운임 할인의

변화(탄력성)

8) 열차 시간의 1단위는 5분 단위로 하여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

분으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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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일반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여 열차 시간을 앞뒤로 1단위

(5분단위로 10분 ~ 40분) 조정할 때 종속변수인 철도 운임 할인의 탄력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표4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

고 열차 시간 변경에 따른 철도 운임 할인의 탄력성 변화에 있어서 소

득, 나이, 성별, 열차이용횟수 등과 같은 선택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파악

하고 이를 통제하였다.

<표4> 연구모형(외부고객)

독립변수 → 종속변수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 조정

철도 운임 할인의

변화(탄력성)
통제변수

개인적 특성

- 소득, 연령, 성별, 직업

열차이용형태 : 이용횟수

각 요소간의 상호 작용관계는 표10에 단순화한 모형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으나, 모형구성상 단순화의 필요성과 구성요소간의 주요 관계 및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윤곽적인 내용만을 담았다.

제 2 절 조사설계

선호의식(Stated Preference 이하 SP)조사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시, 환경, 교통 분야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그 유용성이 검

증되었다. 특히, 새로운 교통수단 및 수요추정이나 현실에서는 실제적으

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주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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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6)

SP조사는 통계적인 실험계획법을 통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 시나리오를 개인에게 제공하여 개인의 선호를 찾는 일련의 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Tony fowkes & Mara Wardman, 1998). 즉, 가상의 상

황에서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선호, 의식, 의향을 조사하는

기법이다.

SP조사 기법은 1998년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1월호에 ‘교통연구에서의 SP기법’ 특집으로 소개되면서부터 교통 분야에

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SP자료를 이용한 교통 분야의 연구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에 유용하기 때문에 철

도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의 수요예측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SP기법은 비교적 적은 조사비용으로 교통수요와 형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교통수요분석의 표준기법

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P조사는

교통과 관련된 선택 행위를 알아낼 수 있어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고, SP 조사 방법은 시간가치의 추정 시에도 선호의식

이나 전환가격 등이 선호의식 자료로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응답자의 ‘내고 싶은 요금’을 알아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가상적인 상황에서 열차 시간 변경에 따른 철도 운임의

시간 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P기법의 적용이 필수적

이며, 할인율 수준의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SP 조사를 통해서 구

해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기법을 적용하여 열차 시간 변경이 철도 운

임 할인율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SP조사를 하기 위한 대

표적인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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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과 선택실험법(CE, Choice Experiments)가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 변경을 위한 할인율 수준을 추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택 실험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림 1> 진술선호조사 방법론 중 선택 실험법

선택실험법은 시나리오별 대안의 선호도를 질문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실험계획법을 통해 최소의 질문으로 최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선택실험법은 개별 속성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

한 방법론이다.(Chang, 2010)

1. 조사목적

열차 시간 변경에 따른 철도운임 할인의 시간 탄력성 분석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SP조사를 통해 각 시간 단위별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열차

시간 변경을 선택하는 할인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목적은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시간을 다른 열차 시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할인율 선택 행태 분석과 열차시간 변경 선택에 있

어서 할인율의 영향력과 탄력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모형을 정립하여,

철도운임 할인율의 시간 탄력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을 그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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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1단계로 철도 정책, 운임 업무 담당자 및 교통 관련 전

문가를 대상으로 2단계는 철도 승차권 판매 등 영업 직렬의 철도 운영사

근무 직원 그리고 3단계로는 철도 이용 일반 고객으로 구분 하여 조사

하였다. 일반고객의 경우 열차 이용목적은 열차 시간 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비업무적으로 이용하는 고객과 전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정기적 출퇴근 이용고객은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의 대

상자에서 제외 하였다.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선호의식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

의 경우 조사의 내용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저자가 직접 1:1 면접 조사를 2016년 12월

21일에 실시하였으며, 철도 내부 고객은 한국철도공사 영업직렬 공식 네

이버 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2016

년 12월 21일 ~ 12월 31일(11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

고 일반 고객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네이버 밴

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구글에서 운영

중인 설문조사 앱을 통해 1206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21일부터 12

월 31일(11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 하였다.

4. SP조사설계

본 조사는 가상적인 여건에서 열차 시간을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열

차 할인율을 고객이 요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자에

게 제공되는 가상 시나리오는 “귀하가 열차 출발하기 7일전에 승차권을

예매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이 있으나,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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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변하였을 때 어느 정도 할인해 주면 열차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

니까?” 이다. 표 5는 선호의식 조사에 사용된 초기 속성 값이다. 본 조사

는 선택실험법 중 고객이 직접 할인율을 선택(입력)하는 방법으로 본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할인율을 고르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고객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표5> 선호의식 조사에 사용 될 속성값

구분 기본조건 대체조건

출발시간을 앞당길 경우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이용

정상운임

15분
할인율 ( )

출발시간을 뒤로 미룰

경우

15분
할인율 ( )

선호의식 조사에 사용될 자료는 향후 철도 할인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할인율이 열차 시간 변경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

하여 기본조건과 대체조건으로 구분하여 대체조건에는 열차시간 변경 수

준에 변화를 주었고, 이에 대해 열차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할인율을

묻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간단위를 5분 단위로 구분

하고,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일곱 가지로 고려하였으

며, SP기법으로 작성한 질문내용을 응답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시

하였다.

제 3 절 모형설계

철도운임의 가상적인 할인이 실질적으로 열차시간 변경에 미치는 영향

은 열차 이용객이다. 이처럼 어떠한 정책의 시행으로 개인의 형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형태모형의 하나인 로짓모형이 자주 활용된

다. 로짓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확률적 크기를 추정하는 모델로서 지

금까지 개발된 여러 모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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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만큼 널리 적용되고 있다.(이상용, 1990)

로짓모형은 대안간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

이 사용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심리학적선택이론과 소비

자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의 정립과정은 효용극대화이론을 통해서 설

명된다. 즉, 개인은 자신이 가장 유효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효용함수는 일반적으로 선택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징과 선택대안의 특

징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대한의 효용은 결정적효용(관측가능한 효용)과

확률적효용(관측불가능한 효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률적 효용이 일

정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결정적 효용으로 이루어진 수

단선택형태모형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될 SP자료는 효용극대화 이론에 바탕을 둔 속성 선

택모형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속성 선택모형에서 인터뷰 대

상자 n의 대안 m에 대한 총 효용(Unm)은 식1과 같이 관측 효용(Vnm)과

확률 효용(εnm)의 합으로 표현되며, 관측 불가능한 효용으로 인해 실제적

인 총 효용은 확실하게 측정되지는 않는다.(이상용, 1990)

<식2> 인터뷰 대상자 n의 대안 m에 대한 총 효용

Unm = Vnm(Tnm, Snm,…) + εnm

여기서 관측 효용은 열차 시간 변경 시분(Tnm), 할인율(Snm)이 포함되

며, 관측 효용은 일반적으로 위해 선형함수로 설정한다. 식3의 Bc, Bt는

각각 열차 시간 변경 시분과 할인율 속성의 수이다.

<식3> 관측 효용

Vnm = BcTnm + BtSn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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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한계임금율법, 한계대체율법, 요

소비용 분석법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임 할인이

열차 시간 변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얼마 할인해 주면 어

느 정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하므로 3가지 방법론 중 고객의

행태를 시간과 비용 등의 관계로 모형화하고 추정된 모수의 비율을 통하

여 가치를 산정하는 한계대체율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 이용하는 열차와 철도 운임을 5% 할인해 주면 15

분 앞의 열차의 두 가지 대안이 선택 가능하고 철도 운임을 5% 할인해

주면 15분 앞의 열차로 변경하는 수요가 25%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할

인을 받아 열차를 변경하는 대해서 인식되는 총 효용이 모든 사람에 대

해서 동일하고, 총 효용의 크기가 평상시 이용하는 열차를 선택하는 대

해서 인식되는 총 효용보다 작으면 모든 사람은 평상시 이용하는 열차를

이용하고 할인해 주어도 열차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할인

해 주면 열차시간을 변경하는 25%의 사람은 변경을 안 하는 것보다 할

인을 받고 변경하는데 더 큰 효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용하

는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할인을 받아 열차시간을 변경하여 이용하고 있

다.

따라서 어떤 고객 n이 할인을 받아 열차시간을 변경하는 선택을 할

확률은 할인을 받아 열차 시간을 변경하는 효용이 변경하지 않는 효용보

다 클 확률과 같다.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

Pn(a)는 고객 n이 할인을 받아 열차시간을 변경할 확률이고, Pr(Ua >

Ub)는 할인을 받아 열차를 변경하는 것이 평상 시 열차 이용하는 것보

다 효용이 클 확률이다.

<식4> 고객 n이 할인을 받아 열차시간을 변경할 확률

Pn(a) = Pr(Ua > 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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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효용을 구성하는 것은 관측이 가능한 효용과 인식이 관측이 불가능

한 효용이 산정될 수 있다면 대안의 선택확률은 쉽게 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측이 불가능한 효용이 있으므로,

관측이 불가능한 효용이 일정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한다. 즉, 수

치적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분포를 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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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분석

제 1 절 조사결과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은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과 외부고객 집

단에 대해 상이하게 추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13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를 통한 심층 면접

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고객 집단의 경우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155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외부 고객 집단의 경우

역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12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조사된 결과표 중 검증과정을 거쳐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조사표를

제외 하였으며, 외부고객집단의 경우에는 출/퇴근을 목적으로 정기적으

로 이용하는 고객을 제외하였다.

<표 6>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설문대상자 회수 폐기 유효자료수
전문가집단 13 13 - 13
내부고객집단 155 82 19 63
외부고객집단 1206 228 101 127

1. 외부고객집단의 개인적 특성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응답다의 개인적 속성을 보면 표 7과 같다.

개인 속성 중 성별의 분포비를 보면 남성이 76명으로 59.8%가 조사되었

고, 여성의 비율은 51명으로 40.2%로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

령대는 30대 52명(40.9%), 50대가 30명(23.6%), 40대가 28명(22.0%)으로

30~50대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사무

직 58명(45.7%), 전문직 18명(14.2%), 서비스직 12명(9.4%) 순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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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45명(35.4%), 400만원 미만이

28명(22.0%), 200만원 미만이 23명(18.1%)으로 나타났다.

<표 7> 외부고객집단의 개인속성 현황

구분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성 76 59.8

여성 51 40.2

합계 127 100

연령대

10대 이하 1 0.8

20대 12 9.5

30대 52 40.9

40대 28 22.0

50대 30 23.6

60대 이상 4 3.2

합계 127 100

직업

학생 6 4.7

주부 5 3.9

사무직 58 45.7

전문직 18 14.2

서비스직 12 9.4

판매직 8 6.3

농림어업 10 7.9

생산/운수/기능 10 7.9

무직 0 0

기타 0 0

합계 127 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1 8.7

200만원 미만 23 18.1

300만원 미만 45 35.4

400만원 미만 28 22.0

500만원 미만 11 8.7

500만원 이상 9 7.1

합계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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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고객집단의 KTX 이용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KTX 이용에 관한 일반적 이용 특성은 표 8과 같

다. 출/퇴근의 정기적 이용 목적 응답자를 제외한 KTX 이용목적은 여행

/오락이 54명(42.5%), 업무(출퇴근외) 36명(28.4%), 친지/가족 방문 24명

(18.9%) 순으로 집계됐다. 이용횟수로는 월 1회가 49명(38.6%), 주기적으

로 이용안함이 36명(28.3%), 월 2회가 25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외부고객집단의 KTX 이용 특성

구분 빈도수 백분율(%)

KTX

이용목적

업무(출/퇴근 외) 36 28.4

등/하교 3 2.4

쇼핑 1 0.8

여행/오락 54 42.5

친지/가족 방문 24 18.9

개인업무(병원, 학원 등) 4 3.1

기타 5 3.9

합계 127 100

KTX

이용횟수

월 1회 49 38.6

월 2회 25 19.7

주 1회 5 3.9

주 2회 3 2.4

주 3회 2 1.6

주 4회 7 5.5

주 5회 0 0

주 6회 0 0

주 7회 0 0

주기적으로 이용 안함 36 28.3

합계 12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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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고객 집단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분석

(1) 성별

성별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열차 출발 시간을 앞으로 10분 조정하는데 있어 남성 집단은 10.01%

할인, 여성 집단은 10.2% 할인을 나타냈으며, 15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

단이 14.08% 할인, 여성 집단이 14.2%로 나타났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20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단이 18.22% 할인, 여성 집단이 18.76% 할인

수준을 요구 하였으며, 25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단이 23.03% 할인, 여

성 집단이 22.88% 할인이며, 30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단이 27.8% 할인,

여성 집단이 27.82% 할인을 요구 하였다. 열차출발 시간을 앞으로 35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단이 31.78% 할인, 여성 집단이 31.27% 할인을 요

구하였으며, 40분 조정 시에는 남성 집단이 39.28% 할인, 여성 집단이

39.12% 할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간의 할인율을 요

구하는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9> 성별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남성 10.01 14.08 18.22 23.03 27.8 31.78 39.28

여성 10.2 14.2 18.76 22.88 27.82 31.27 39.12

열차 출발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표 10과 같다. 뒤로 미루는 경

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0> 성별에 따른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남성 10.11 14.41 18.62 23.49 28.03 32.17 39.41

여성 10.78 14.88 20.14 24.65 30.04 33.37 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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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차시간 조정 시 성별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2) 연령대

연령대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

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10대의 경우 응답자가 1명이라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가 가장 높은 할인

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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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령대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10대 이하 30 40 40 50 50 50 60
20대 9.58 15.83 20.83 26.25 31.83 36.25 42.92
30대 9.58 13.02 17.21 22.15 26.83 31.1 39.9
40대 9.57 13.82 17.75 22.32 27.32 31.54 40.18
50대 11.17 15.33 19.5 23.33 27.67 30.33 35.83

60대 이상 8.75 10 18.75 18.75 27.5 28.75 32.5

연령대에 따라 열차시간을 뒤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연령대에 따른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10대 이하 30 40 40 50 50 50 60
20대 10.42 15.83 21.25 27.08 33.25 37.5 43.75
30대 10 13.69 18.27 23.12 27.98 32.25 41.06
40대 9.93 14 18.29 23.75 28.68 32.86 42.32
50대 11.17 15.5 19.83 23.5 28.33 30.83 36.5

60대 이상 7.5 13.75 22.5 23.75 26.25 31.25 35

10대의 경우 응답자가 1명이라 제외하고 분석해 보면,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 열차시간 조정 시 연령대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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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직업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10분 조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운수/기능/노무직

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 서비스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부가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20분의 경우

에는 학생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 하였으며, 서비스직, 생산/운수/기

능/노무직, 판매직 순으로 나타났다. 40분의 경우에는 학생, 서비스직, 주

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운수/기능/노무직과 기타 집단은 낮은 할인

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학생(1) 11.67 18.33 25 33.33 39 45 51.67

주부(2) 7 12 17 22 28 33 41

사무직(3) 9.83 13.66 17.5 21.59 26.95 30.9 38.1

전문직(4) 9.06 12.78 16.22 22.78 26.67 29.89 40.83

서비스직(5) 11.67 15.42 20.83 24.17 29.58 32.92 41.25

판매직(6) 9.38 14.38 20 23.13 26.88 31.25 38.13

생산/운수/
기능/노무직(8) 13.5 15 20.5 25 29 30.5 36.5

기타(10) 9.3 15.2 18.5 22 25.5 29.5 35.5

직업에 따라 열차시간을 뒤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

한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할 때는 학생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을 조정하는 폭이 커질수록 주부 집단의 할인율

요구하나는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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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직업에 따른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학생 12.5 20 26.67 35 40.67 46.67 53.33

주부 8 13 19 24 31 36 45

사무직 10.09 13.74 18.02 22.71 28.1 32.36 39.83

전문직 9.06 12.78 16.22 22.78 26.56 29.72 40.83

서비스직 11.67 15.42 20.83 24.17 29.58 32.92 41.25

판매직 9.38 13.75 19.38 22.5 26.88 31.25 38.75

생산/운수/
기능/노무직 13 17.5 23.5 27 30 31.5 37

기타 11 17.2 21 24.5 28.5 31.5 37.5

<그림 4> 열차시간 조정 시 직업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 42 -



- 43 -

(4)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5과 같다.

100만원 미만 및 200만원 미만의의 월평균 소득자들이 가장 높은 할

인율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5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자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할인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15분까지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였으며, 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자들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100만원 미만 10.91 15.91 20.18 26.82 31.73 36.64 43.64
200만원 미만 11.74 16.17 20.87 25.43 30.78 33.91 41.09
300만원 미만 9.33 12.78 17.67 22.11 27.11 30.67 40
400만원 미만 9.93 13.64 17.32 20.96 25 28.82 36.07
500만원 미만 9.36 14.09 16.36 20.45 25.91 29.55 34.09
500만원 이상 10 15 20 25.56 30 35 41.11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열차시간을 뒤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다.

10분, 15분, 2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

집단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으며, 25분, 30분, 35분 40분을 조정

할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 집단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

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월

평균 소득 집단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보였으며, 15분의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 집단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 하였으며, 20

분의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자들, 25분~40분의 경우에는

400만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자들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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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100만원 미만 10.91 15.91 20.18 26.82 31.55 36.36 43.64

200만원 미만 12.17 16.17 21.09 25.87 31.52 34.57 41.52

300만원 미만 9.67 13.78 19 23.33 28.22 32 41.44

400만원 미만 10.18 14 18.04 21.5 26.07 29.36 36.61

500만원 미만 10.27 14.55 17.27 24.09 28.64 32.27 38.64

500만원 이상 9.44 15 20.56 26.11 30.56 37.22 43.33

<그림 5> 열차시간 조정 시 월 평균 소득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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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TX 이용목적

KTX 이용목적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

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응답자가 1명인 쇼핑을 목적으로 KTX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제외하

면, 10분을 조정하는 경우 등/하교를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낮은 할인율

을 요구하였으며, 친지/가족 방문을 할 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한

반면, 열차 시간을 40분 조정하는 경우에는 등/하교를 목적으로 할 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KTX 이용목적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KTX 이용목적에 따라 열차시간을 뒤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8과 같다.

응답자가 1명인 쇼핑을 목적으로 KTX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제외하

면, 1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등/하교 목적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

한 반면, 기타 목적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4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업무가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KTX 이용목적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업무(출퇴근 외) 8.83 13.33 17.36 22.08 26.47 30.97 39.03
등/하교 5 10 16.67 23.33 31.33 36.67 43.33
쇼핑 10 20 30 40 50 60 70

여행/오락 10.61 14.2 18.43 22.72 27.78 30.87 38.7
친지/가족방문 11.25 14.79 19.25 23.96 28.33 31.38 38.96

개인업무(병원, 학원) 10 17.5 20 25 27.5 32.5 36.25
기타 11 14.4 20 22 29 35 41

Div 10 15 20 25 30 35 40
업무(출퇴근 외) 9.11 13.47 17.36 22.22 26.81 31.67 39.58
등/하교 6.67 13.33 20 30 34.67 43.33 46.67
쇼핑 10 20 30 40 50 60 70

여행/오락 10.74 14.48 19.26 23.46 28.8 31.8 39.54
친지/가족방문 11.46 15.83 20.71 25.21 29.29 32.29 40.42

개인업무(병원, 학원) 10 17.5 20 25 27.5 32.5 36.25
기타 13 15.4 22 28 35 3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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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열차시간 조정 시 KTX 이용 목적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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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TX 이용횟수

KTX 이용횟수에 따라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인율 요

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9와 같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10분 조정할 경우에는 주 3회 이용하는 사람의 할

인율은 5%로 응답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에 주 1회 이용하는 사람의 할

인율 요구 수준은 13%로 가장 높았다. 2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 3

회 이용하는 사람의 할인율 요구 수준이 가장 낮았던 반면에 주 1회 이

용하는 사람의 할인율 요구 수준은 21%로 가장 높았다. 40분을 조정하

는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고객층은 36.94% 할인율을 요구하여

가장 낮은 반면에 주 1회 이용하는 고객층은 47%를 요구하여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표 19> KTX 이용횟수에 따른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월 1회 10.92 14.69 18.78 23.47 27.96 32.14 38.57
월 2회 9.32 14.6 19.68 23.6 29.2 33.92 40.8
주 1회 13 18 21 27 30 36 47
주 2회 10 15 20 26.67 31.67 36.67 46.67
주 3회 5 10 15 20 27 30 40
주 4회 7.86 12.86 17.14 21.43 27.14 32.86 40.71

거의 이용 안함 9.81 12.89 17.08 21.44 26.19 27.97 36.94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표 20과 같으며, 10분을 조정하

는 경우에는 주 3회 이용고객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 하였으며, 주

1회 이용하는 고객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40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고객층이 가장 낮은 할인율을 요구하였으

며, 주 1회 이용하는 고객층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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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KTX 이용횟수에 따른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 시 할인 수준

Div 10 15 20 25 30 35 40
월 1회 11.22 14.9 19.39 24.49 29.29 33.16 40.31
월 2회 9.52 15.8 20.88 25 29.72 35 42
주 1회 13 18 21 27 30 36 47
주 2회 8.33 15 20 25 31.67 36.67 45
주 3회 5 10 15 25 27 35 40
주 4회 9.29 14.29 18.57 22.86 29.29 34.29 42.14

거의 이용 안함 10.14 13.17 17.92 22.14 27.22 29.08 38.06

<그림 7> 열차시간 조정 시 KTX 이용 목적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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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결

외부고객 집단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월 평균 소득별, KTX 이용목적별, KTX 이용횟수별에 따라 열

차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할인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의 경우 20대, 30

대, 40대의 경우에는 열차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에 따라 탄력도가 큰 반

면에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정기적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의 시간 탄력도가 크게 나타

났으며,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의 경우 시간 탄력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전문직의 경우 10분~30분을 조정시에는 시간 탄력도가

낮았으나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 탄력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시간 탄력도가 컸

으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0~30분의 경우 시간 탄력도가 낮았

으나, 35~40분의 경우 시간 탄력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전문직과 고소득층의 경우 시간에 대한 가격의 가치가 상대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열차이용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행/오락, 친지/가족방문, 개인

업무의 경우 시간 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빤면, 등하교, 출장의 경

우 시간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인 업무의 경우 시

간에 구애받음이 적은 반면, 공적인 업무의 경우 시간에 구애를 받아 시

간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TX 이용횟수의 경

우 월1회, 월2회, 주1회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탄력성이 낮았으나, 주2

회, 주3회, 주4회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KTX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할인율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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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고객 집단 세부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KTX를 이용하는데 있어 열차 시간 1단위(5분)를 변경

하는데 있어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시나리오 별 조건에 따라 요구

되는 할인율에 대해 조사하였다.

열차시간을 변경한다면, 각 시간단위를 조정하는 수준에 따라 어느 정

도의 할인을 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열차 시간의 변수는 열차 출

발 앞뒤로 5분 간격으로 10분부터 40분까지 총 14가지의 경우가 존재하

게 되며 이에대한 조건별로 열차시간을 앞․뒤로 변경하는데 응답한 결

과는 표 21과 같다.

외부고객 집단은 열차시간을 앞으로 10분 당길 경우에는 10.09%할인

율을 요구한 반면에 뒤로 미룰 경우에는 10.38% 였으며, 15분의 경우에

는 14.13%의 할인율을 요구한 반면 뒤로 미룰 때는 14.6%의 할인율을

요구하였다. 20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당길 때 18.44%, 뒤로 미룰 때

19.23%의 할인율 수준을 요구 하였으며, 25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당길

때 22.97%, 뒤로 미룰 때 23.95%의 할인율 수준을 요구하였다. 30분의

경우 앞으로 당길 때 27.81% 뒤로 미룰 때 28.83% 였으며, 35분은 앞으

로 당길 때 31.57%, 뒤로 미룰 때 32.65% 였고, 40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당길 때 39.21%, 뒤로 미룰 때 40.47% 였다.

<표 21> 외부 집단의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분석 결과

Div 10 15 20 25 30 35 40

For
ward

Mean 10.09 14.13 18.44 22.97 27.81 31.57 39.21

Std.
Deviation 4.816 6.137 6.972 8.257 8.896 10.839 13.979

Subgroup a b c d e f g

Back
ward

Mean 10.38 14.6 19.23 23.95 28.83 32.65 40.47

Std.
Deviation 4.965 6.314 7.297 8.614 9.602 11.511 14.979

Subgroup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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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해 Tukey 사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외부 집단의 경우에는 표 22에서 보는 것 처럼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의 모든 시간 단위 구분별로 그 결과의 차이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 열차 출발 시간을 앞과 뒤로 조정하는데 있어

서 표 22와 같이, 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열차 출발 시간 앞뒤로 조정 시 차이 분석 결과

Group Div Direction N Mean
Std.
Deviatio
n

p-value
**

Outside

10
forward 127 10.09 4.816

0.635backward 127 10.38 4.965
Total 254 10.23 4.883

15
forward 127 14.13 6.137

0.546backward 127 14.60 6.314
Total 254 14.36 6.218

20
forward 127 18.44 6.972

0.380backward 127 19.23 7.297
Total 254 18.83 7.133

25
forward 127 22.97 8.257

0.353backward 127 23.95 8.614
Total 254 23.46 8.435

30
forward 127 27.81 8.896

0.379backward 127 28.83 9.602
Total 254 28.32 9.252

35
forward 127 31.57 10.839

0.443backward 127 32.65 11.511
Total 254 32.11 11.171

40
forward 127 39.21 13.979

0.489backward 127 40.47 14.979
Total 254 39.84 14.473

** 모든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forward와 backward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객들은 열차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정하는 정도의 차이지 앞으로 조정하

거나 뒤로 조정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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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 집단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과 KTX 이용의 특성을 통제변수

처리한 후 시간 단위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

과는 표 23와 같았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공분산 분석 결과, 통

제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유의도가 0.05보다 작으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독립변수인 시간단위의 변화(Div)의 유의도가 열차 시간을 앞으

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모두 0.000으로 높은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열차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나

이(age)와 KTX 이용횟수(n_use)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열차시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wage)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KTX

이용목적(purpose)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열차 시

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wage)가 유의하지 않고, KTX

이용 목적(purpose)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미

세하지만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데 있어서 월 평균

급여와 KTX 이용 목적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성별(sex)과 직업(job)은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각 집단별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사후 분석 결과

Direction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forward

Correcte
d Model

82728.51
8a 12 6894.043 88.369 0.000

Intercept 22826.75
8 1 22826.75

8 292.598 0.000

age 774.696 1 774.696 9.9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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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R Squared = .548 (Adjusted R Squared = .541)

** backward: R Squared = .535 (Adjusted R Squared = .529)

통제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영향을 조정하는 공변량 값은 나이

(age)=3.68, 성별(sex)=1.40, 직업(job)=4.33, 월 평균 급여(wage)=3.25,

KTX 이용목적(purpose)=4.53, KTX 이용횟수(n_use)=4.24로 적용 되었

다.

sex 69.093 1 69.093 0.886 0.347

job 7.591 1 7.591 0.097 0.755

wage 692.697 1 692.697 8.879 0.003

purpose 279.559 1 279.559 3.583 0.059

n_use 1656.943 1 1656.943 21.239 0.000

div 79289.85
6 6 13214.97

6 169.392 0.000

Error 68340.31
5 876 78.014 　 　

Total 640352 889 　 　 　

Correcte
d Total

151068.8
32 888 　 　 　

backward

Correcte
d Model

88464.87
6b 12 7372.073 84.037 0.000

Intercept 18170.82
5 1 18170.82

5 207.135 0.000

age 1461.421 1 1461.421 16.659 0.000

sex 226.336 1 226.336 2.58 0.109

job 6.753 1 6.753 0.077 0.781

wage 34.985 1 34.985 0.399 0.528

purpose 639.226 1 639.226 7.287 0.007

n_use 1846.716 1 1846.716 21.051 0.000

div 84541.19
5 6 14090.19

9 160.619 0.000

Error 76846.72
8 876 87.725 　 　

Total 690369 889 　 　 　

Correcte
d Total

165311.6
0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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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부고객 집단의 기초통계량

Direction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For
ward

Result 889 3 100 23.46 13.043

age 889 1 6 3.68 1.057

sex 889 1 2 1.4 0.49

job 889 1 10 4.33 2.319

wage 889 1 6 3.25 1.293

purpose 889 2 10 4.53 1.797

n_use 889 1 10 4.24 3.834

Valid N
(listwise) 889

Back
ward

Result 889 3 100 24.3 13.644

age 889 1 6 3.68 1.057

sex 889 1 2 1.4 0.49

job 889 1 10 4.33 2.319

wage 889 1 6 3.25 1.293

purpose 889 2 10 4.53 1.797

n_use 889 1 10 4.24 3.834

Valid N
(listwise) 889

그리고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 모두 시간 단

위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차이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25와 같다.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열차를 앞으로 당기는 경우 10분은 8.548%

~ 11.625%, 15분의 경우에는 12.588% ~ 15.664%, 20분의 경우에는

16.903% ~ 19.979%, 25분의 경우에는 21.43% ~ 24.507%, 30분의 경우에

는 26.273% ~ 29.349%, 35분의 경우에는 30.037% ~ 33.113%, 40분의 경

우에는 37.674% ~ 40.751%로 나타났다. 열차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

10분은 8.747% ~ 12.009%, 15분의 경우 12.967% ~ 16.23%, 20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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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5% ~ 20.86%, 25분의 경우 22.322% ~ 25.584%, 30분의 경우

27.203% ~ 30.466%, 35분의 경우 31.022% ~ 34.285%, 40분의 경우

38.841% ~ 42.104%로 나타났다.

<표 25> 외부고객 집단의 시간 단위별 추정 평균

Direction Div Mean #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Subgroup
Lower
Bound

Upper
Bound

forward

10 10.087 0.784 8.548 11.625 a

15 14.126 0.784 12.588 15.664 b

20 18.441 0.784 16.903 19.979 c

25 22.969 0.784 21.43 24.507 d

30 27.811 0.784 26.273 29.349 e

35 31.575 0.784 30.037 33.113 f

40 39.213 0.784 37.674 40.751 g

backward

10 10.378 0.831 8.747 12.009 a

15 14.598 0.831 12.967 16.23 b

20 19.228 0.831 17.597 20.86 c

25 23.953 0.831 22.322 25.584 d

30 28.835 0.831 27.203 30.466 e

35 32.654 0.831 31.022 34.285 f

40 40.472 0.831 38.841 42.10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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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외부고객 집단의 추정 평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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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 단위 변경을 독립변수로 놓고, 이에 대하

여 요구되는 할인율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6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Square를 보면, 열차시간을 앞으로

당길때의 설명력은 52.0%이고 열차시간을 뒤로 미룰 때는 50.7%로 나타

났다. 자기 상관성 수치인 Durbin-Watson 값은 1.814~1.817로 자기 상관

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26> 외부 고객 집단의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Group Direction Model R R
Square

Adjust
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
e

Durbin-
Watson

Outside
forward 1 0.721 0.520 0.520 9.038 1.817

backward 1 0.712 0.507 0.507 9.581 1.814

외부고객 집단의 통계적 유의성은 표 27과 같으며, p-value가 0.0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 결과

Group Direc
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Outside

for
ward

Regres
sion 78606.569 1 78606.

569 962.212 0.000

Residu
al 72462.263 887 81.694 　 　

Total 151068.832 888 　 　 　

back
ward

Regres
sion 83892.571 1 83892.

571 913.947 0.000

Residu
al 81419.033 887 91.791 　 　

Total 165311.60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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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회귀계수는 표 28과 같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 단위

변화의 독립변수가 각 집단별로 요구되어 지는 할인율인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외부고객 집단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
rdized
Coeffic
ients

t p-value

　 B Std. Error Beta

Outside

for
ward

(Constant) -0.048 0.816 　 -0.059 0.953

Div 0.940 0.030 0.721 31.02 0.000

back
ward

(Constant) 0.017 0.865 　 0.02 0.984

Div 0.971 0.032 0.712 30.232 0.000

이때의 각 집단별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Outside--forward: Result = -0.048 + 0.940 * Div (식5)

Outside--backward: Result = 0.017 + 0.971 * Div (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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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부고객 집단의 산점도와 회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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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객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적 특성 및 KTX 이용 특성을 통제변

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통제변수만 포함된 Model 1의 설명력이 2% 수준인 반면에 독립변수

까지 포함한 Model 2의 설명력은 53~54%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29> 외부고객 집단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Model R R

Square
Adjust
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
e

Durbin
-Wats
on

Statisti
c

Outside

for
ward

1 0.151 0.023 0.016 12.938 　

2 0.737 0.543 0.539 8.851 1.816

back
ward

1 0.154 0.024 0.017 13.527 　

2 0.729 0.531 0.527 9.379 1.816

* Model=1: Predictors: (Constant), n_use, job, sex, purpose, wage, age

**Model=2: Predictors: (Constant), n_use, job, sex, purpose, wage, age, Div

이에 따른 각 모델의 유의도는 두 모델 모두 유의하지만, Model 1의

유의도가 0.002인 반면 Model 2의 유의도는 0.000으로 더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외부고객 집단의 모델별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

Direc
tion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

ue

for
ward 1

Regression 3438.662 6 573.11 3.424 0.002

Residual 147630.171 882 167.381 　 　

Total 151068.832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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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회귀 계수는 표31과 같으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때 요구되는 할인율의 결과인 Div 계수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

았던 회귀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 0.940,

열차 시간을 뒤로 미룰 때는 0.971로 나타났다.

즉, 이는 외부고객 집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할인율 수준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제변수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어 진다.

이에 따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Outside--forward: Result = 7.282 -1.011*age -0.639*sex - 0.043*job

-0.775*wage +0.344*purpose -0.370*n_use + 0.940 * Div (식7)

Outside--backward: Result = 3.186 -1.388*age +1.157*sex + 0.041*job

-0.174*wage +0.521*purpose -0.391*n_use + 0.971 * Div (식8)

식12와 식13에 공분산 분석에서 얻어진 age = 3.68, sex = 1.40, job =

4.33, wage = 3.25, purpose = 4.53, n_use = 4.24 값들을 넣으면, 통제변

수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Outside--forward: Result = -0.048 + 0.940 * Div (식9)

Outside--backward: Result = 0.017 + 0.971 * Div (식10)

2

Regression 82045.231 7 11720.747 149.601 0.000

Residual 69023.601 881 78.347 　 　

Total 151068.832 888 　 　 　

back
ward

1

Regression 3923.681 6 653.947 3.574 0.002

Residual 161387.923 882 182.98 　 　

Total 165311.604 888 　 　 　

2

Regression 87816.252 7 12545.179 142.619 0.000

Residual 77495.352 881 87.963 　 　

Total 165311.60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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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외부고객 집단의 회귀계수 분석 결과

Direc
tion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
dized
Coeffici
ents

t p-valu
e

　 B Std. Error Beta

for
ward

1

(Constant) 30.790 2.637 　 11.678 0.000
age -1.011 0.47 -0.082 -2.151 0.032

sex -0.639 0.995 -0.024 -0.642 0.521

job -0.043 0.204 -0.008 -0.213 0.831

wage -0.775 0.381 -0.077 -2.034 0.042

purpose 0.344 0.266 0.047 1.292 0.197

n_use -0.370 0.118 -0.109 -3.146 0.002

2

(Constant) 7.282 1.951 　 3.733 0.000
age -1.011 0.321 -0.082 -3.145 0.002

sex -0.639 0.681 -0.024 -0.939 0.348

job -0.043 0.139 -0.008 -0.311 0.756

wage -0.775 0.261 -0.077 -2.973 0.003

purpose 0.344 0.182 0.047 1.889 0.059

n_use -0.370 0.08 -0.109 -4.599 0.000

Div 0.940 0.03 0.721 31.675 0.000

back
ward

1

(Constant) 27.471 2.757 　 9.965 0.000
age -1.388 0.491 -0.108 -2.826 0.005

sex 1.157 1.041 0.042 1.112 0.266

job 0.041 0.213 0.007 0.192 0.848

wage -0.174 0.399 -0.017 -0.437 0.662

purpose 0.521 0.279 0.069 1.869 0.062

n_use -0.391 0.123 -0.11 -3.177 0.002

2

(Constant) 3.186 2.067 　 1.541 0.124
age -1.388 0.341 -0.108 -4.076 0.000

sex 1.157 0.722 0.042 1.604 0.109

job 0.041 0.148 0.007 0.277 0.782

wage -0.174 0.276 -0.017 -0.631 0.528

purpose 0.521 0.193 0.069 2.696 0.007

n_use -0.391 0.085 -0.11 -4.582 0.000

Div 0.971 0.031 0.712 30.88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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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을 통한 외부고객 집단의 1분단위로 시간 탄력성을 도출해

보면,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940, 뒤로 미룰때는 0.971로 나타

났다.

시간 탄력성은 시간 단위 변화에 따른 할인율의 변화율 이고, 해당 시

간 단위를 중심으로 앞뒤구간의 변화율 평균으로 탄력성을 도출하면 표

38과 같다.

<표 32> 외부고객 집단의 시간 단위에 따른 탄력성 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Div

10 15 20 25 30 35 40

Out
side
　

for
ward 4.039 4.177 4.4215 4.685 4.303 5.701 7.638

back
ward 4.22 4.425 4.6775 4.8035 4.3505 5.8185 7.818

<그림 10> 외부고객 집단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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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1. 집단 간 시간단위 변동에 따른 할인율 변화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KTX를 이용하는데 있어 열차 시간 1단위를 변경하는

데 있어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각 시나리오 별 조건에 따라 요구

되는 할인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

로 하였고, 2단계는 내부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단계로는 외

부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집단별로 열차시간을 변경한다면, 각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할

인을 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집단별 각 조건별로 열차시간을 앞으로 변경하는데 대

한 할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3과 같다. 열차 출발 시간

을 앞으로 10분 조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집단은 5.85% 할인, 내부고객

집단은 7.71% 할인, 외부고객 집단은 10.09% 할인을 나타냈으며, 15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6.54%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9.4% 할인, 외

부고객 집단이 14.13%로 나타났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20분 조정 시에

는 전문가 집단이 9%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13.73% 할인, 외부고객 집

단이 18.44% 할인 수준을 요구 하였으며, 25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

이 9.77%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16.03%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22.97%

할인이며, 30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집단이 10.15% 할인, 내부고객 집단

이 21.19%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27.81% 할인을 요구 하였다. 열차출발

시간을 앞으로 35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14.23%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23.89%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31.57% 할인을 요구하였으며, 40

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18.46%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28.76%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39.21% 할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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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집단별 열차 시간을 앞으로 조정에 대한 할인 응답

집단 Div 10 15 20 25 30 35 40

전문가
Mean 5.85 6.54 9 9.77 10.15 14.23 18.46

Std.
Deviation 3.211 2.402 2.345 2.204 2.478 3.444 3.755

내부
고객

Mean 7.71 9.4 13.73 16.03 21.19 23.89 28.76

Std.
Deviation 5.416 6.236 7.012 7.837 10.345 11.375 11.817

외부
고객

Mean 10.09 14.13 18.44 22.97 27.81 31.57 39.21

Std.
Deviation 4.816 6.137 6.972 8.257 8.896 10.839 13.979

반대로 집단별로 각 조건에 따라 열차시간을 뒤로 변경하는데 대한 할

인율 요구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4와 같다. 열차 출발 시간을 앞

으로 10분 조정하는데 있어 전문가 집단은 5.85% 할인, 내부고객 집단은

8.19% 할인, 외부고객 집단은 10.38% 할인을 나타냈으며, 15분 조정 시

에는 전문가 집단이 6.54%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9.9%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14.6%로 나타났다. 열차 시간을 앞으로 20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9%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14.44%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19.23% 할인 수준을 요구 하였으며, 25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9.77%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17.14%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23.95% 할

인이며, 30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집단이 10.15%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22.54%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28.83% 할인을 요구 하였다. 열차출발 시

간을 앞으로 35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14.23% 할인, 내부고객 집

단이 25.68%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32.65% 할인을 요구하였으며, 40분

조정 시에는 전문가 집단이 18.46% 할인, 내부고객 집단이 31.03% 할인,

외부고객 집단이 40.47% 할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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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집단별 열차 시간을 뒤로 조정에 대한 할인 응답

집단 Div 10 15 20 25 30 35 40

전문가

Mean 5.85 6.54 9 9.77 10.15 14.23 18.46

Std.
Deviation 3.211 2.402 2.345 2.204 2.478 3.444 3.755

내부
고객

Mean 8.19 9.9 14.44 17.14 22.54 25.68 31.03

Std.
Deviation 6.528 6.497 7.573 8.265 9.873 11.316 11.471

외부
고객

Mean 10.38 14.6 19.23 23.95 28.83 32.65 40.47

Std.
Deviation 4.965 6.314 7.297 8.614 9.602 11.511 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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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집단별 열차 시간 조정에 따른 할인율 변화 그래프

집단 간 각 조건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으며, 이는 각 집

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전문가 집단

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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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할인을 해주면 고객의 변화를 이끌

어 낼 수 있다고 바라본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 집단의 경우 가급적이면

높은 수준의 할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고객 집단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외부고객 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5>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

Profess
ional

for
ward

Between
Groups 1527.824 6 254.637 30.449 0.000

Within
Groups 702.462 84 8.363 　 　

Total 2230.286 90 　 　 　

back
ward

Between
Groups 1527.824 6 254.637 30.449 0.000

Within
Groups 702.462 84 8.363 　 　

Total 2230.286 90 　 　 　

Inside

for
ward

Between
Groups 22591.9 6 3765.317 47.502 0.000

Within
Groups 34401.651 434 79.266 　 　

Total 56993.551 440 　 　 　

back
ward　

Between
Groups 26671.741 6 4445.29 54.821 0.000

Within
Groups 35191.651 434 81.087 　 　

Total 61863.392 440 　 　 　

Outside

for
ward

Between
Groups 79289.856 6 13214.976 162.38

2 0.000

Within
Groups 71778.976 882 81.382 　 　

Total 151068.832 888 　 　 　

back
ward

Between
Groups 84541.195 6 14090.199 153.86

3 0.000

Within
Groups 80770.409 882 91.576 　 　

Total 165311.604 888 　 　 　

* 모든 p-value가 <0.001로 0.05보다 작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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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집단 간 열차 출발 시간을 앞과 뒤로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표 36과 같이,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집단 간 열차 시간 앞뒤 조정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Group Div Direction N Mean
Std.
Deviatio
n

p-value
**

Profess
ional

10
forward 13 5.85 3.211

1.000backward 13 5.85 3.211
Total 26 5.85 3.146

15
forward 13 6.54 2.402

1.000backward 13 6.54 2.402
Total 26 6.54 2.353

20
forward 13 9.00 2.345

1.000backward 13 9.00 2.345
Total 26 9.00 2.298

25
forward 13 9.77 2.204

1.000backward 13 9.77 2.204
Total 26 9.77 2.160

30
forward 13 10.15 2.478

1.000backward 13 10.15 2.478
Total 26 10.15 2.428

35
forward 13 14.23 3.444

1.000backward 13 14.23 3.444
Total 26 14.23 3.374

40
forward 13 18.46 3.755

1.000backward 13 18.46 3.755
Total 26 18.46 3.679

Inside

10
forward 63 7.71 5.416

0.657backward 63 8.19 6.528
Total 126 7.95 5.978

15
forward 63 9.40 6.236

0.655backward 63 9.90 6.497
Total 126 9.65 6.348

20
forward 63 13.73 7.012

0.584backward 63 14.44 7.573
Total 126 14.09 7.277

25
forward 63 16.03 7.837

0.440backward 63 17.14 8.265
Total 126 16.59 8.041

30 forward 63 21.19 10.34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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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p-value가 0.05보다 크므로, forward와 backward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backward 63 22.54 9.873

Total 126 21.87 10.094

35
forward 63 23.89 11.375

0.377backward 63 25.68 11.316
Total 126 24.79 11.336

40
forward 63 28.76 11.817

0.276backward 63 31.03 11.471
Total 126 29.90 11.654

Outside

10
forward 127 10.09 4.816

0.635backward 127 10.38 4.965
Total 254 10.23 4.883

15
forward 127 14.13 6.137

0.546backward 127 14.60 6.314
Total 254 14.36 6.218

20
forward 127 18.44 6.972

0.380backward 127 19.23 7.297
Total 254 18.83 7.133

25
forward 127 22.97 8.257

0.353backward 127 23.95 8.614
Total 254 23.46 8.435

30
forward 127 27.81 8.896

0.379backward 127 28.83 9.602
Total 254 28.32 9.252

35
forward 127 31.57 10.839

0.443backward 127 32.65 11.511
Total 254 32.11 11.171

40
forward 127 39.21 13.979

0.489backward 127 40.47 14.979
Total 254 39.84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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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집단 간 앞뒤로 열차 시간 조정 시 할인율 변화 그래프

이는 일반 고객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및 내부고객 집단에 있어서

도 열차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

정하는 정도의 차이지 앞으로 조정하는 것과 뒤로 조정하는 것은 큰 영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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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할인율 사후 분석 결과

집단별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ukey 사후 분

석을 시행하였다.

표 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10분과 15분의 경

우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5분, 20

분, 25분 간에도 그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편 30분, 35분, 40분의 경우에는 각 구분별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7> 전문가 집단의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사후 분석 결과

Div 10 15 20 25 30 35 40

For
ward

Mean 5.85 6.54 9 9.77 10.15 14.23 18.46

Std.
Deviation 3.211 2.402 2.345 2.204 2.478 3.444 3.755

Subgroup a ab abc bc c d e

Back
ward

Mean 5.85 6.54 9 9.77 10.15 14.23 18.46

Std.
Deviation 3.211 2.402 2.345 2.204 2.478 3.444 3.755

Subgroup a ab abc bc c d e

내부 집단의 경우에는 표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분과 15분의 경우

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5분, 20분

간에도 그 결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0분과 25분간에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과

35분 역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40분은 그

결과의 차이가 다른 구분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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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내부 집단의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사후 분석 결과

Div 10 15 20 25 30 35 40

For
ward

Mean 7.71 9.4 13.73 16.03 21.19 23.89 28.76

Std.
Deviation 5.416 6.236 7.012 7.837 10.345 11.375 11.817

Subgroup a ab bc c d d e

Back
ward

Mean 8.19 9.9 14.44 17.14 22.54 25.68 31.03

Std.
Deviation 6.528 6.497 7.573 8.265 9.873 11.316 11.471

Subgroup a ab bc c d d e

외부 집단의 경우에는 표 39에서 보는 것 처럼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의 모든 시간 단위 구분별로 그 결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외부 집단의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사후 분석 결과

Div 10 15 20 25 30 35 40

For
ward

Mean 10.09 14.13 18.44 22.97 27.81 31.57 39.21

Std.
Deviation 4.816 6.137 6.972 8.257 8.896 10.839 13.979

Subgroup a b c d e f g

Back
ward

Mean 10.38 14.6 19.23 23.95 28.83 32.65 40.47

Std.
Deviation 4.965 6.314 7.297 8.614 9.602 11.511 14.979

Subgroup a b c d e f g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차이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분산분석을 추가로 시행한

결과는 표 40과 같으며, 외부 집단의 경우에는 모든 시간 단위 간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10분, 15

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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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부 집단의 경우에는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35분), 40분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각 집단별 시간 단위 변동에 따른 사후 분석 결과

Div 10 15 20 25 30 35 40

Professi
onal

Mean 5.85 6.54 9 9.77 10.15 14.23 18.46

Std.
Deviation 3.146 2.353 2.298 2.16 2.428 3.374 3.679

Subgroup a a b b b c d

In
side

Mean 7.95 9.65 14.09 16.59 21.87 24.79 29.9

Std.
Deviation 5.978 6.348 7.277 8.041 10.094 11.336 11.654

Subgroup a a b b c c d

Out
side

Mean 10.23 14.36 18.83 23.46 28.32 32.11 39.84

Std.
Deviation 4.883 6.218 7.133 8.435 9.252 11.171 14.473

Subgroup a b c d e f g

<표 41> Forward와 Backward 합친 후 ANOVA 분산 분석 결과

Group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

Professio
nal

Between
Groups 3055.648 6 509.275 63.436 0.000

Within
Groups 1404.923 175 8.028 　 　

Total 4460.571 181 　 　 　

Inside

Between
Groups 49176.658 6 8196.11 102.474 0.000

Within
Groups 69984.508 875 79.982 　 　

Total 119161.166 881 　 　 　

Outside

Between
Groups 163784.909 6 27297.48

5 316.157 0.000

Within
Groups 152911.051 1771 86.342 　 　

Total 316695.96 1777 　 　 　

** 모든 p-value가 <0.001로 0.05보다 작으므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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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을 통한 탄력성 비교 분석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 Square를 보면, 전문가 집단의 설명

력이 6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부집단은 열차 시간을 앞으

로 당길 때의 설명력은 52.0%, 열차 시간을 뒤로 미룰 때는 50.7%로 나

타났다. 내부집단의 경우에는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39.2%, 뒤

로 미룰 때는 42.6%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성 수치인 Durbin-Watson 값들이 1.366~1.814로 대부분 1.5이

상이므로 자기 상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42> 집단별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Group Direction Model R R
Square

Adjust
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
e

Durbin-
Watson

Professi
onal

forward 1 0.785 0.616 0.611 3.103 1.502

backward 1 0.785 0.616 0.611 3.103 1.502

Inside
forward 1 0.626 0.392 0.390 8.888 1.419

backward 1 0.652 0.426 0.424 8.997 1.366

Outside
forward 1 0.721 0.520 0.520 9.038 1.817

backward 1 0.712 0.507 0.507 9.581 1.814

각 집단별의 통계적 유의성은 표 43과 같으며, 모든 p-value가 0.0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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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 결과

Group Direc
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Profess
ional

for
ward

Regres
sion 1373.212 1 1373.2

12 142.597 0.000

Residu
al 857.074 89 9.63 　 　

Total 2230.286 90 　 　 　

back
ward

Regres
sion 1373.212 1 1373.2

12 142.597 0.000

Residu
al 857.074 89 9.63 　 　

Total 2230.286 90 　 　 　

Inside

for
ward

Regres
sion 22314.669 1 22314.

669 282.481 0.000

Residu
al 34678.882 439 78.995 　 　

Total 56993.551 440 　 　 　

back
ward

Regres
sion 26328.926 1 26328.

926 325.273 0.000

Residu
al 35534.467 439 80.944 　 　

Total 61863.392 440 　 　 　

Outside

for
ward

Regres
sion 78606.569 1 78606.

569 962.212 0.000

Residu
al 72462.263 887 81.694 　 　

Total 151068.832 888 　 　 　

back
ward

Regres
sion 83892.571 1 83892.

571 913.947 0.000

Residu
al 81419.033 887 91.791 　 　

Total 165311.604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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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회귀계수는 표 44와 같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 단위

변화의 독립변수가 각 집단별로 요구되어 지는 할인율인 종속변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집단별 회귀계수 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
rdized
Coeffic
ients

t p-value

　 B Std. Error Beta

Profess
ional

for
ward

(Constant) 0.860 0.876 　 0.982 0.329

Div 0.388 0.033 0.785 11.941 0.000

back
ward

(Constant) 0.860 0.876 　 0.982 0.329

Div 0.388 0.033 0.785 11.941 0.000

Inside

for
ward

(Constant) -0.539 1.140 　 -0.473 0.637

Div 0.711 0.042 0.626 16.807 0.000

back
ward

(Constant) -0.897 1.154 　 -0.778 0.437

Div 0.773 0.043 0.652 18.035 0.000

Outside

for
ward

(Constant) -0.048 0.816 　 -0.059 0.953

Div 0.940 0.030 0.721 31.02 0.000

back
ward

(Constant) 0.017 0.865 　 0.02 0.984

Div 0.971 0.032 0.712 30.232 0.000

이때의 각 집단별 회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rofessional--forward: Result = 0.860 + 0.388 * Div (식11)

Professional--backward: Result = 0.860 + 0.388 * Div (식12)

Inside--forward: Result = -0.539 + 0.711 * Div (식13)

Inside--backward: Result = -0.897 + 0.773 * Div (식14)

Outside--forward: Result = -0.048 + 0.940 * Div (식15)

Outside--backward: Result = 0.017 + 0.971 * Div (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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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집단별 산점도와 회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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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을 통한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 외부고객 집단의 1분

단위로 시간 탄력성을 도출해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경우 열차 시간을 앞

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때 모두 0.388로 나타났으며, 내부고객 집단의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때는 0.711, 뒤로 미룰때는 0.773으로 나왔

고,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940, 뒤로 미

룰때는 0.971로 나타났다.

시간 탄력성은 시간 단위 변화에 따른 할인율의 변화율 이고, 해당 시

간 단위를 중심으로 앞뒤구간의 변화율 평균으로 탄력성을 도출하면 표

38과 같다.

<표 45> 집단별 시간 단위에 따른 탄력성 분석 결과

Group Direc
tion

Div

10 15 20 25 30 35 40

Profe
ssional
　

for
ward 0.69 1.575 1.615 0.575 2.23 4.155 4.23

back
ward 0.69 1.575 1.615 0.575 2.23 4.155 4.23

Inside
　

for
ward 1.69 3.01 3.315 3.73 3.93 3.785 4.87

back
ward 1.71 3.125 3.62 4.05 4.27 4.245 5.35

Out
side
　

for
ward 4.039 4.177 4.4215 4.685 4.303 5.701 7.638

back
ward 4.22 4.425 4.6775 4.8035 4.3505 5.8185 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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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집단별 시간단위 탄력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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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해석

본 연구는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을 다른 열차 시간대로

변경할 때 요구되어지는 할인율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 상황에

대해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SP기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

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열차 운임 할

인이 열차 시간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임 할인이 열차 시간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실제 철도 운임 및

정책을 담당하는 철도 전문가의 입장, 열차 이용 고객들을 접객하는 내

부 고객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할인율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철도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 외부고객

집단 순으로 할인율을 요구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 철도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 외부고객 집단

의 조사 참가자 중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철도 전문가 집단

에서는 고객의 마음, 즉 열차 시간의 변경이라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할인율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내부고

객 집단의 경우에는 고객의 마음을 변화 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

로서의 할인율 수준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외

부고객 집단의 경우에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할인율 수준 보다는 희

망하는 할인율 수준을 응답한 결과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에는 열차 시간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열차 이용



- 86 -

목적, 열차 이용 주기 등 열차 이용 패턴의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

데, 열차 시간 변경이라는 변수의 회귀 계수는 개인적 특성 및 열차 이

용 특성의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 분석의 결과와 통제변수를 고

려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열차 시간 변경이라는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통제변수들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

았다는 것으로 열차 시간 변경에 따른 철도 운임 할인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변수는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철도 이용자를 대

상으로 열차 시간 변경이라는 차이에 의한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차 시간 변경에 대한 철도 운임 할인율 탄력도의 1분당 변화율을 살

펴보면 전문가 집단이 0.388, 내부고객 집단이 0.711(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 ~ 0.733(열차 시간을 뒤로 미룰 때), 외부고객 집단이 0.940(열

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 ~ 0.971(열차 시간을 뒤로 미룰 때)로 나타났

다. 이는 수요가 집중된 열차 시간대를 인접 시간대로 분산 시키는데 있

어서 할인 정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율 수준 결정에 있어

서 자신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집단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기 보

다는, 수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소 할인율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기대치를 함께 비교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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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철도운임은 수요에 따른 시장 기저가 작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이나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철도 운

임은 공공요금 결정 절차에 따라 조정되어 시장의 반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운임 구조 역시 획일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고속철도의 전체적인

좌석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을 낳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철도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요 분산을 통한 좌

석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

의 폭 확대 및 철도 이용 운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요에 따른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지금까지 철도 운임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확대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수요 분산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요 분

산을 위한 철도 운임 할인에 대한 연구로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선호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판단하

여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전문가 집

단과 내부 집단의 선호의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로 각 집단들의 요구되는 할인율의 수준과 탄력성을 도출하였

으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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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부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 및 열차 이용 패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열차 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 및 열차 이용 패턴에 따라 적용 대상별로 할인 제도를 차별

화 하여 복잡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할

인 적용 대상자를 세분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열차 시간

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조정 시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할인 정

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다음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외부고객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

정하는 열차 시간 변경에 따른 할인율 수준은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므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 내부고객 집단의 평가와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할인율 수준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열차 이용시간 조정에 있어서 5분을 1단위로 하여 조사하

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과 내부고객 집단의 조사

분석 있어서 5분 단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할인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열차 시간 조정의 장단 기준을 설정할 때 할

인율 차등 기준 시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10분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

고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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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요

구되는 할인율 수준을 조사하여 수요 분산을 위한 할인율 수준을 도출하

고자 했던 연구 조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추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철도 전

문가 집단의 표본은 철도 전체에 있어서 운임 및 제도 담당자의 인력풀

부족으로 인해 현재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표본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고객 집단의 표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밴드 가입자

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객관적 수준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교통 및

마케팅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에는 모바일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은 일반 철도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광범위한 표본 추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얼마의 운임이 요구되는지 전문가 집단, 내부고객 집단, 외부고객 집단의

측면에서 선호의식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기존에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 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할인율 이외에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환경이 존재한다. 즉

개인적 특성과 열차이용 패턴 이외 추가적인 통제변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짧은 시간내의 가상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

므로, 계절별, 시간대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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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통계학적 질문

1-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주부 ③ 사무직 ④ 전문직 ⑤ 서비스직(소방, 경찰 포함)

⑥ 판매직 ⑦ 농림어업 ⑧ 생산/운수/기능/노무직 ⑨ 무직 ◯10 기타

1-4.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2. KTX 이용 특성 조사

2-1. 귀하의 KTX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츨/퇴근 ② 업무(출/퇴근 외) ③ 등/하교 ④ 쇼핑 ⑤ 여행/오락

⑥ 친지/가족 방문 ⑦ 개인업무(병원, 학원 등) ⑧ 기타

2-2. KTX를 이용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주 1회 ④ 주 2회 ⑤ 주 3회

⑥ 주 4회 ⑦ 주 5회 ⑧ 주 6회 ⑨ 주 7회 ◯10 거의 이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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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의 가상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 상황입니다. 귀하가 열차 출발하기 7일전에 열차 승차권

을 예매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용하고자 하는 KTX 시간이 있으나,

이용하고자 하는 KTX 시간을 다음의 각 설문에 따라 변경하고자 한

다면, 얼마를 할인해 주면 이용하고자 하는 KTX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까?

각 응답은 주관식으로 희망하는 할인율을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

다.(할인율의 범위 0~100)

3. 이용하고자 하는 KTX의 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3-1.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10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2.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15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3.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20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4.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25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5.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30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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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35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3-7.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40

분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 이용하고자 하는 KTX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

4-1.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10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2.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15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3.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20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4.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25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5.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30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6.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35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4-7. 귀하는 이용하고자 하는 KTX 대신 최소한 얼마를 할인해 주면 40

분후에 출발하는 KTX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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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ime Elasticity

of Railroad fee Discount Rate

Ryu, Heeyo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public utility charge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s

related to individual industries including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nd the Railroad Enterprise Act and the calculation criteria of public

utility charges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lans to

adjust railroad fees have determined and reflected pricing adjustments

and adjustment periods by considering the levels that cost recovery is

done based on cost analysis results by train type and item including

passengers and freight shown in reports on the settlement of railroad

enterprise special accounts of the previous year.

Accordingly, the Korean KTX's fare system has been operated by

setting the upper limit of the regulations for price stabilization by the

Railroad Enterprise Act and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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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train seats has been reduced

because the fees are not differentiated according to KTX demands.

As the number of persons who use trains at certain times is

concentrated and there are empty seats in the adjacent time zones

Due to this structural limit, the flexible application of railroad fees is

being magnified as the urgent problem which is positively necessary.

The policy to discount the railroad fares according to demands is

positively necessary as the means that the railroad enterprise operator

operate seats effectively and users expand more choices and reduce

the burden to use railroads.

This study researched the discount rate level required for changing

train schedules to other adjacent time zones, not the trains that

passengers try to use, to measure the discount rate level to disperse

the number of passengers who use concentrated trains into the

adjacent time zones.

A preferences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xternal customer

groups to examine the discount level to cause change of train

schedule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 customer

groups into the expert group and the internal customer group to

compare and analyze this additionally.

As the result, the level and elasticity of the discount rate

required for each group was drawn. The discount rate level to

disperse the train schedules that demands are concentrated into the

adjacent time zones has found that bias can be amended when it is

determined by comparing and reflecting the expert group's



- 99 -

expectations to consider the minimum discount rate level that can

lead to change of the demand rather than according to response of

the external customer group that put their convenience first.

Therefore, the various discount systems by the market principle

should be expanded and enforced to match customers' need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discount rate level by conducting surveys

targeting the only consumer group is not proper. And the plan to set

the reasonable discount rate level by comparing the evaluation of the

expert group with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customer group

mutually should be prepared.

Key words: KTX, Railroad fee, Discount rate, Time elasticity

Class : 2016-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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