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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수도권 통근통행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통행시간을 균형 검증의 척도로 채택

하였으나 Thomson(1977)이 제시한 교통수단에 대한 매력도는 교통학

의 일반화비용(Generalized Costs)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별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어떤 척도가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한다. 척도별 균형지수를 산정

한 결과, 일반화비용을 이용한 균형지수가 대부분 1.0 미만의 분포를 보

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 척도로서 적합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한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대중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점과 그렇지 않은 기종점

이 존재한다. 균형지수는 대부분 1.0에 근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고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대중교통의 단위거리

당 일반화비용을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독립변수는 교통, 토지이용, 인구

사회 특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

이 낮을수록 대중교통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회귀분석결과, 교통특성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거나 급행열

차가 운행하는 기종점, 광역버스가 운영되거나 지하철 접근이 편리한 기

종점이 대중교통 효율성에서 유리하였다. 반면 환승을 경험하거나 승용

차 이용이 편리한 기종점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효율성이 낮았다. 이어

서 토지이용특성의 경우, 인구밀도(또는 고용밀도)가 높거나 엔트로피 

지수가 높은 기종점이 대중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인구사회

특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여성 통근통행,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기종

점일수록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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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Downs-Thomson 역설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 승용차 위주의 개발이 진행

되면 대중교통은 더욱 경쟁력을 잃어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게 되고 도

로의 지속적인 혼잡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통, 

토지이용 및 인구사회 특성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면 Downs-Thomson 역설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균형, 서비스 수준, 통행시간, 일반화비용,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5-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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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행자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통행시간, 비용,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한다. 개인 교통수단(승용차)이 

대중교통수단보다 이동성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적으로 선호

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버스와 철도의 노선확대 및 환승요금할인제

가 도입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자의 선호도가 변화하였다.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교통수단 탑

승의 기본적인 목적이기에 통행자가 느끼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단선

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승용차 통행은 도로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 통행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시가 지속가능한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승용차 통행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적정

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에 대한 개념은 Downs(1962)와 

Thomson(1977)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통행자가 자유롭게 수단선택이 

가능할 경우,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수단의 매력도(Attractiveness)

가 균형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후 Mogridge(1985)를 비롯한 많은 연구

자들이 실제 도시에 본 개념을 적용하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매력도)의 균형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는데, 균형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서 주로 통행시간을 채

택하였다. 그러나 Thomson(1977)이 제시한 개념은 통행시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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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통행에 따른 비용과 차내 혼잡도 및 쾌적성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

다. 따라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한 척

도가 요구된다.

한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도 대중

교통의 이동성이나 접근성, 환승여건이 효율적인 기종점과 그렇지 않은 

기종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2015년

도 자료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실시된 인구주

택총조사 자료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부터 서울특별시로 통근하는 기

종점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출발지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54개 

시/군/구로, 도착지는 서울시의 8개 권역(서울 시내버스 노선번호 기준)

으로 구분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교통수단

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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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검증 및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세우고, 구

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의 수행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 고찰

◦ 본 연구의 차별성
↓

연구 방법론
◦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

자료 구축
◦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기종점 설정, 통행시간 자료, 일반화비용 산정 자료)

◦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변수 선정, 독립변수 자료,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

분석결과와 해석
◦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별 결과분석)

◦ 시사점

↓

결론
◦ 연구의 요약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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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론은 

Downs(1962)에서 찾을 수 있다. Downs(1962)에 따르면 전체 교통량

이 일정할 때,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교통량 비율에 따라 각 교통수단의  

“Undesirability”가 변화하며, 일정한 교통량 비율에서 교통수단간 

“Undesirability”가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 “Undesirability”는 통

행시간, 통행비용, 통행을 위한 노력이나 위험 등을 포함하므로 교통학

의 일반화비용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Downs(1962)의 균형은 통행자

가 교통수단에 대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을 일반화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

하여 교통수단간 균형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

론이다. 

[그림 2-1] Downs Equilib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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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Downs(1962)의 균형이론을 시각화한 것으로서, 

Mogridge(1997)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재인용하였다. 이 개념도에 따르

면 승용차의 비용이 대중교통의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낮지만, 승용차는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반면 대중교통은 통행량이 증가할

수록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두 통행수단의 비용(Undesirability)이 균형

을 이루게 된다.    

한편 Thomson(1977)은 도로 공간이 한정적인 첨두(통근)시간대에 

통행자의 자유로운 수단선택이 가능하다면, 개인 교통수단(승용차)과 대

중교통수단의 매력도(Attractiveness)가 균형을 이룬다는 이론을 제시

하였다. 특정 수단의 매력도가 높아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그 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하락하여 결국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어 서비스 수준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Thomson(1977)은 통행수단의 서비스 수

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Attractive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국

내 연구들(한상진·김경철, 2002; 김강수 외, 2005)에서는 이를“매력

도”로 번역하고 있다. 매력도는 통행시간이나 비용, 쾌적성, 안전성 등

의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에 교통학의 일반화 비용 개념과 상통한다. 따

라서 Thomson의 균형 또한 Downs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바

탕이 되는 이론이다.

Downs(1962)와 Thomson(1977)의 균형 이론은 도로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위험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Mogridge, 1997; Ortuzar and 

Willumsen, 2001 외). 이 역설에 따르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확장할 경우, 승용차 통행의 편의성이 증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하던 통행자가 승용차로 전환 하게 된다. 그러면 이용객이 감소하여 수

익이 떨어지는 대중교통 운영주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차간격을 

늘리거나 노선수를 줄이는 등 서비스 수준을 낮추게 된다. 즉, 대중교통

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 통행량이 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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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결과적으로 도로는 다시 정체상황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는

다. 반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효율

이 모두 개선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owns-Thomson 역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다만 대중교통의 서비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

과를 Downs-Thomson 역설과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

의 균형을 검증한 뒤, 대중교통의 서비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다. 따라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를 먼저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고찰한 후, 대중교통 서비스 효

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정리하여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1.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 균형에 관한 연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은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왔으며,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

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Thomson(1977) 균형을 이론

적 배경으로 하여 실제 도시의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 균형 상태를 검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Downs(1962)와 Thomson(1977)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도시에

서 균형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Mogridge(1985)이다. 이 연구는 교

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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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대상으로 승용차, 지하철의 평균통행시간과 통행거리 및 평균속도

를 비교하였다. 런던의 경우 오전 첨두시 승용차와 지하철의 통행속도가 

비슷하였고, 종점의 반경을 좁힌다면 두 수단간 통행속도의 차이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파리의 경우는 자료의 한계로 런던과 같은 

세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승용차와 지하철간 통행속도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Mogridge(1985)는 분석시간을 전

일과 오전첨두로 나누고 오전첨두의 교통수단간 통행속도의 차이가 첨두 

이외의 경우보다 더 작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오전첨두의 경우 도

로혼잡이 심해 승용차 통행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즉, 승용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도로혼잡 때

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억제수요(suppressed demand)가 있다는 것

이다.

국내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한상진·김경철(2002)은 Thomson 균

형을 정리한 뒤, Mogridge(1985)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통행하는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승용차와 도시철도의 통행시간을 비교

하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통행시간이 승용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통행속도

는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단간 균형의 가능성을 주장하였

다. 또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전체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좌

우하기 때문에 수단간 균형 검증보다는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받아들일만

한 수준인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강수 외(2005)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별 승용차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통행시간을 분석하고 연도별 수단분담율의 변화를 조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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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

다. 그 이유는 수단간 통행시간의 비율이 1에 가깝지 않고, 대중교통과 

승용차 사이의 수단전환보다는 대중교통간의(버스와 지하철) 수단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수준의 균형이론은 통행시간만

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비용과 쾌적성, 안전성과 같은 서비스 요

소를 포함하여 교통수단의 매력도(Attractiveness)를 설명하기 때문에 

김강수 외(2005)의 결론은 한계가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유무에 따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비교도 이루

어졌다. 이승재·류승규(2005)는 국내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버스의 통행시간 변화에 주목하고, 전용차로가 존재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수단간 속도를 비교하여 균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버스가 승용차보다 속도가 높은 구간이 생겨 수단간 균형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승용차의 속도가 버스보다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보이며,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더욱 강화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중교통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향요인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연

구를 고찰하기에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에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균형은 전체 교통체계가 효율

적인(또는 바람직한) 상태에서 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을 

수 있다. Downs-Thomson의 역설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높을 때 전체 교통체계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절은 균형이론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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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있는 요인을 기본으로 하되,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과 관련

된 요인도 조사한다.

Thomson(1977)은 수단간 매력도의 요인으로서 통행시간, 통행비

용, 쾌적성, 안전성, 정시성 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요인들

을 일반화비용으로 산정하여 균형검증에 사용한다. 영향요인 분석에는  

일반화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 인구사회특성 및 교통시스

템 변수를 채택한다([표 2-1] 참조). 

첫 번째,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밀도나 고용

자밀도와 같은 밀도(Density)지표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엔트로피

(Entropy)를 제시하였다. Cervero and Kockelman(1997)은 통행수요

(Travel demand)와 3D(Density, Diversity, Design)의 관계를 분석

하여 밀도가 높을수록, 토지이용이 다양할수록, 보행환경을 고려한 지역

일수록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이재영(2005)은 주거지역밀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척도

로 작용하며, 주거지역밀도가 높을수록 승용차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

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권세나(2007)와 전명진·백승

훈(2008)은 통행 출발지의 인구밀도와 도착지의 고용밀도가 대중교통수

단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교통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성 측면

을 강조하였다. Ewing and Cervero(2010)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였

던 3D 이외에, 대중교통 접근성(Distance to transit)과 목적지 접근성

(Destination accessibility)을 추가하여 교통측면 요인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많은 연구들에서도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

의 개수, 지하철역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률 또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배윤경 외, 

2010 ; 이연수 외, 2012; 유경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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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전용차로 이용여부 등 대중교통 통

행자에게 직접적인 편리함을 제공하는 요소 또한 대중교통 이용률과 높

은 관련이 있다(목승준 외, 2012; 신예철 외, 2013). 비슷한 맥락에서 

급행열차 운행 여부도 도시/광역철도의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이다(신예철 외, 2013; 성현곤·천상현, 2014). 

Downs(1962)와 Thomson(1977)은 승용차 이용에 유료도로 통행

료와 주차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승용차를 이

용하면서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주차장을 찾고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이 통행자에게 직접적인 불편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

서도 주차장 여건이 교통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도로 접근성 또한 승용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목승준 외, 2012; 신예철 외, 2013 등).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들은 통행자의 성별, 

연령, 경제활동 등의 지표를 채택하였다(권세나, 2007; 배윤경 외, 

2010; 이연수 외, 2012 등). 성별 지표는 남녀 인구수 또는 비율로 분

석에 이용되었는데, 성별에 따른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나 통행패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지표는 연령대에 따른 통행특성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에 포함된다. 이연수 외(2012)의 경우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수를 고려하여 통학통행 특성까지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활동 지표는 통행자의 소득수준과 취업상태를 주로 고려하였

다. 특히 이재영(2005)은 소득수준 이외에 직업의 종류, 승용차 보유대

수가 대중교통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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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ttributes A B C D E F G H I J K L M

Land use
Density ● ● ● ● ● ● ● ● ● ● ●

Diversity ● ● ● ● ● ● ●

Transport

system

BRT ● ●

Express
Train

● ●

Bus ● ● ● ● ● ● ● ●

Subway ● ● ● ● ● ● ● ● ● ●

Transfer ● ●

Road
rate

● ● ●

Express
way

●

Parking ● ● ● ● ● ●

Socio-

demographics

Employment ● ● ● ● ●

Gender ● ● ●

Age ● ● ● ●

[표 2-1]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

[A] Downs(1962), [B] Thomson(1977), 

[C] Cervero and Kockelman(1997), [D] 이재영(2005),

[E] 권세나(2007), [F] 전명진·백승훈(2008), [G] Ewing and Cervero(2010)

[H] 배윤경 외(2010), [I] 이연수 외(2012), [J] 목승준 외(2012)

[K] 유경상(2013), [L] 신예철 외(2013) [M] 성현곤·천상현(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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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고찰로부터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행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

는 기존 연구들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를 균형

의 척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Thomson(1977)은 교통수단에 

대한 매력도를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뿐만 아니라 통행비용과 쾌적성, 안

전성, 정시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한다. 이는 교통학의 일반화비용

(Generalized Costs)과 유사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

서 고려하지 않았던 통행시간 이외의 요소를 포함하여 교통수단간 서비

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 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연구들은 통행량이 많은 일부 노선만을 분석대상으로 설

정하거나(한상진·김경철, 2002; 김강수 외, 2005) 버스와 철도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이승재·류승규, 2005). 본 연구는 수도권 전체를 대

상으로 버스와 철도를 모두 고려하여 첨두 통근통행을 분석한다.

셋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

라도 교통체계의 효율성은 다를 수 있다. 대중교통 효율성이 높은 

(Desirable) 균형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여 향후 교

통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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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론

본 장은 이 연구에 적용되는 주요 방법론을 정리한다. 먼저 Downs

(1962)와 Thomson(1977)의 균형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교통수단(승용

차)과 대중교통수단 사이의 서비스 수준 균형을 판단하는 척도를 제시한

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효율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로그로 변환한 세미로그 회귀모형을 살펴본다.

제 1 절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을 이용해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 중 어떤 척도가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검증에 적합한지를 논의한다.

1. 통행시간을 이용한 검증

통행시간을 이용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방법은 식 

(3.1)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한상진·김경철, 2002; 김강수 외, 2005)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교통수단간 서비

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하였

을 때의 통행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

다. 즉 교통수단간 통행시간 비율은 대부분 1을 초과한다. 따라서 어느 

 값을 균형 수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Thomson(1977)의 매력도(Attractiveness) 개념처럼 통행시간 외 다

른 서비스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화비용(Generalized Costs)을 이

용하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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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여기서,     : 경로 → 의 교통수단간 통행시간 균형 지수 

 : 경로 → 의 통행시간

          : 개인교통수단(승용차)

          :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전철)

 

  2. 일반화비용을 이용한 검증

일반화비용은 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비용으로 환산한 값이며,  

통행시간, 통행비용, 쾌적성, 정시성, 혼잡도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일반화비용에 대한 2가지 연구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쾌적성, 정시성, 혼잡도 등은 일반화비용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

한다. 또한, 이 요인들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와 철학에 따라 가치의 크

기가 달라지므로 일반화하여 화폐가치로 산정하기 어렵다(국토교통부·

서울대학교, 2016). 기존 도로와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

발연구원, 2011; p.56)에서도 쾌적성, 정시성, 혼잡도 등의 주관적인 요

소들은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만

을 고려하여 일반화비용을 산정한다. 

둘째, 일반화비용 함수는 가산적(Additive)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시간과 통행비용 변수를 덧셈으로 결합하여 일반화비용 함수를 구성한

다. 이 때, 식 (3.2)와 같이 통행시간가치(VOT)를 이용하여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단위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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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여기서,   
 : 경로 → 의 교통수단 m의 일반화비용 


 : 경로 → 의 교통수단 m의 통행시간

         
 : 경로 → 의 교통수단 m의 통행비용

          : 통행시간가치(Value of travel time)

일반화비용을 바탕으로 식 (3.1)을 식 (3.3)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            …(3.3)

여기서,     : 경로 → 의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 균형 지수 

 : 경로 → 의 일반화비용

          : 개인교통수단(승용차)

          :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전철)

식 (3.3)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리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은 균형상태이다. 

둘째, 일반화비용에 쾌적성과 정시성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들 요소

에 대해 승용차의 서비스 수준이 높으므로 승용차의 일반화비용이 더 크

게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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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는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식 (3.4)와 같은 선형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3.4)

여기서, , , , 는 종속변수(대중교통 효율성), 추정할 모수, 독립

변수(영향요인),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선형모형에서 는 식 (3.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단위변화

가 에 미치는 영향이다.

                       


                  …(3.5)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자연로그(ln)를 취한 세미로그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ln   


             …(3.6)

세미로그 모형에서 는 식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단위

변화가 의 퍼센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다.

                  

ln
 


×


            …(3.7)

 한편, 다중회귀분석은 설명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만약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분산팽창인자(VIF)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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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 구축

본 장은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가공과정을 설명하고 구

축된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

준의 균형을 검증하기 위해, 교통수단별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한다. 이어서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에 필

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제시하고 변수별 자료 구축 방법 및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한다.     

    

제 1 절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 검증

교통수단별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통근통행의 기

종점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출발지는 [표 4-1]과 같이 경기도

와 인천광역시의 54개 시/군/구로, 도착지는 서울시의 8개 권역(서울 시

내버스 노선번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기종점의 개수

는 432개(54×8)이다. 

출발지
도착지

권역 서울시 해당 자치구

경기도·인천광역시의

54개 시/군/구

0 종로구, 중구, 용산구

1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2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3 강동구, 송파구

4 서초구, 강남구

5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6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7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표 4-1] 통근통행 기종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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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32개 기종점 중 인구주택총조사(2015)의 통행량 자료를 통

해 도착지 권역별 유효 기종점을 [표 4-2]와 같이 정리하였다. 유효 기

종점은 표본크기 계산식  


을 통해 산정한 표본수를 통해 판단하

였다. 즉 95% 신뢰구간(), 통행량의 표준편차(), ±5% 오차범위()

를 적용하여 산정한 표본의 크기(n)보다 작은 통행량 값을 가지는 기종

점은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이들은 주로 출발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및 경기도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인 기종점이다. 이

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유효 기종점수는 [표 4-2]와 같이 총 232개이

다. 도착지 기준으로는 서울시 1권역(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으

로의 유효 기종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서울시 0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으로의 유효 기종점수가 많아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요 통

행축을 확인할 수 있다.

도착지
서울시 해당 자치구 유효 기종점

시 권역

서울

0 종로구, 중구, 용산구 37

1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10

2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24

3 강동구, 송파구 21

4 서초구, 강남구 44

5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32

6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38

7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26

합계 232

[표 4-2] 도착지 권역별 유효 기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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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시간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5) 통행시간 자료를 이용하

였다. 본 자료는 설문 대상자의 개인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와 더불어 통근통행의 목적지와 통행소요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자료는 통행자 

집계단위가 시/군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도착지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어

렵다. 동일한 지역에서 출발하는 통행일지라도 서울시의 주요 업무지역

(중구, 강남구 등)과 이외의 지역으로 통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운영하는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하여 통행자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시/군/구로 제공

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항목 중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항목은 가구번호, 행정구역(거주지)코드, 통근통학정보(여부·장소·

지역),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정보이다. 여기서 기종점간 통

행시간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통행자들의 통근시간을 이용한 교통

수단별로 구분한 후 산술평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출발지 도착지 통행시간(분) 비율

시 구 시 권역 승용차(a) 대중교통(p) (p/a)

인천 중구 서울 1 89.15 115.30 1.29

인천 중구 서울 2 89.40 108.81 1.22

인천 중구 서울 3 103.89 107.44 1.03

인천 중구 서울 4 96.87 106.28 1.10

인천 중구 서울 5 77.28 93.66 1.21

⋮ ⋮ ⋮ ⋮ ⋮ ⋮ ⋮

[표 4-3] 통행시간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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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화비용

일반화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행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통수단별 통행시간은 통행시간가치(VOT)를 사용하여 비용(원)으로 

환산하였고, 승용차 통행비용은 유류비, 차량유지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고려하였다. 대중교통 통행비용으로는 운임을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

면 식 (4.1)과 식 (4.2)와 같다.

  일반화비용승용차(원)= 통행시간·시간가치(VOT)+

                       유류비+차량유지비+고속도로 통행료   …(4.1)   

  일반화비용대중교통(원)= 통행시간·시간가치(VOT)+운임     …(4.2)

한편, 동일한 기종점이라도 이용된 경로에 따라 일반화비용 산정에 

필요한 항목(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들의 수치가 다르

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종점별 대표 경로를 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출발지는 각 행정구역별 시/군/구청으로 지정하였다. 시/군/구청은 

행정구역 내 중심부에 집중하는 구심적 입지경향을 가지며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하기 때문이다(태경섭·임병준, 2011). 그리고 

도착지는 권역별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통근통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므로 직장이 밀집된 지역

으로 통행자가 도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어서, 출발지와 도착

지 사이의 대표 경로로는 통행행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단

거리 경로를 채택하였다. 최단거리 산정을 위해 포털사이트(네이버) 지

도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최단거리는 지도상 일직선 거리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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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뜻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최단거리 경로를 설정하게 되면 환승가능성

이 증가하지만 평균 2회 이내 환승으로 모사되어 직관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다. 이 때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시 수반되는 도보거리도 전체 통행

거리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시간(분)의 단위를 비용(원)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2017)에서 제시한 시간가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의 소득과 통행목적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장

수은·박경욱, 2010). 교통학 연구에서 통행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통행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 2008; 국토교

통부, 2017)에서도 이용한 교통수단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즉, 

승용차와 대중교통(버스, 철도) 이용자의 업무/비업무 통행 시간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통근은 비업무 통행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통근의 시간가치는 업무 통행의 시간가치보다는 낮으나 여

가, 쇼핑 등 다른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UK 

DfT, 2018). 또한 업무 통행과 달리 출퇴근과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

는 소득계층별 구분 없이 평균값이 적용되기도 한다. [표 4-4]는 영국

의 교통부문 타당성조사(UK DfT, 2018)에 적용하는 통행시간가치를 

정리한 것이다. 통근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되, 소득(또는 교통수단 등의 

대리변수)계층별 구분 없이 단일 평균값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도 통근을 별도의 통행목적으로 고려하되 통행자의 소득 계

층은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공신력있는 통근통행의 시

간가치가 부재하므로, 현행 비업무 통행의 시간가치와 통근통행의 시간

가치가 같다고 가정한다. 전체 소득 계층의 대푯값을 산정하기 위해 현

행 교통투자사업 표준지침의 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비업무 

통행 시간가치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때 인구주택총조사의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수단분담비를 적용한 가중평균값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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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비용 산정에서 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에 관계없이 단일한 

가중평균 시간가치가 적용된다. 

승용차의 일반화비용 항목 중 유류비는 거리당 연료소비량(원/km)

에 통행거리(km)를 곱하여 총 연료소비량(L)을 구하였다(국토교통부, 

구분 통행시간가치(£/시간, 2010년)

업무/비업무 수단/목적 원단위 인지비용 시장가격

업무 수단

승용차 운전자 14.86 14.86 17.69

승용차 승객 14.86 14.86 17.69

대형화물(LGV)
운전자/승객 10.24 10.24 12.18

일반화물(OGV) 
운전자/승객 12.06 12.06 14.35

공공서비스차량(PSV)
운전자 12.32 12.32 14.66

공공서비스차량(PSV)
승객 8.42 8.42 10.02

택시/콜택시 운전자 10.89 10.89 12.96

택시/콜택시 승객 14.86 14.86 17.69

광역철도(Rail)
승객 24.52 24.52 29.18

도시철도(Underground) 
승객 8.42 8.42 10.02

도보 8.42 8.42 10.02

자전거 8.42 8.42 10.02

오토바이 14.86 14.86 17.69

근로자 평균 16.19 16.19 19.27

비업무 목적
통근 8.36 9.95 9.95

기타 3.82 4.54 4.54

[표 4-4] 영국 교통부문 통행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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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때 통행거리는 기종점간 최단거리를 포털사이트(네이버) 지

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리터당 유류비(한국석유공사 

2015년도 기준 가격)를 연료소비량에 곱하여 총 유류비를 산정하였다.

승용차의 차량유지비는 국토교통부(2017)에서 고시한 원단위(원

/km)에 기종점간 최단거리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의 경우, 기종점간 최단거리 통행 시 발생하는 통행요금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지도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통행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 값에 대중교통 운임을 

더하여 일반화비용을 산정하였다. 운임은 기종점간 최단거리 통행 시 발

생하는 운임을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구분 항목 출처

승용차

시간

통행시간(분)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

시간가치
(원/시)

 국토부(2017) 고시 원단위 이용(2015년 기준)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비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승용차: 9,943(원/시), 대중교통: 5,122(원/시))

비용

유류비(원)  국토부(2017) 고시 계산식

차량유지비(원)  국토부(2017) 고시 원단위 (14.34(원/km))

고속도로 
통행료(원)  기종점간 최단거리 통행 시 발생 통행료(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시간

통행시간(분)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

시간가치
(원/시)

 국토부(2017) 고시 원단위 이용(2015년 기준)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비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승용차: 9,943(원/시), 대중교통: 5,122(원/시))

비용 운임(원)  기종점간 최단거리 통행 시 발생 운임(네이버 지도)

[표 4-5] 일반화비용 항목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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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다중회귀모형 구축에 필요한 변수를 논의한다. 먼저, 선

행연구고찰 결과에 따라 모형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한다. 그리

고 독립변수별 자료의 수집방법과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변수 선정

대중교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중교

통과 승용차의 서비스 요소를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Thomson

(1977)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 균형의 결

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중교통의 서비스 

요소를 주요 변수로서 채택하였다. 한편, 도로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환경이 개선되면 억제되었던 승용차 

수요가 다시 나타나 승용차 통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종속변수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중교통의 일반화비용을 채

택하였다. 그러나 통행비용은 기종점간의 거리가 늘어나면 증가하기 때

문에 일반화비용을 통행거리로 나눈 값인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원

/km)”을 대중교통 효율성 지표로 이용한다.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높으면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②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표 4-6]과 같이 토지

이용, 교통, 인구사회 특성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 요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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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거리당 대중교통의 일반화비용을 줄일 수 있는(대중교통에 효율적

인)요인(영향 -) 그렇지 않은 요인(영향 +)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대중교

통체계가 발달하여 대중교통 통행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기대

부호를 음(-)으로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

구분 내용 영향

토지이용

Density
출발지 인구밀도(만인/㎢) -

도착지 고용밀도(만인/㎢) -

Diversity
출발지 엔트로피 지수(%) -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

교통체계

BRT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 
(운영=1,운영안함=0) 

-

Express Train
급행열차 운행 여부

(운행=1, 운행안함=0)
-

Bus
기종점간 광역버스 운행유무

(운행=1, 운행안함=0)
-

Subway
출발지 지하철역 접근성

(반경500m이내 역운영=1, 운영안함=0)
-

Transfer 환승통행률(%) +

Road rate 출발지 도로보급률(km/km2) +

Expressway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km) -

Parking 도착지 주차장 밀도(개/십인) +

인구사회

Employment 출발지 경제활동인구 비율(%) -

Gender 출발지 여성 통근통행자 비율(%) -

Age 출발지 고령자(만60세 이상) 비율(%) -

[표 4-6] 독립변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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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BRT)와 급행열차 운행여부는 종속변수에 음(-)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또한 기종점간 광역버스 노선 유무와 지하철역 접근성 또한 

음(-)의 부호로 예측하였다. 한편, 환승이 수반된 통근통행은 통행시간

과 거리가 증가하므로 환승통행률은 종속변수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승용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서 도로보급률, 고속도로 접근거리, 

도착지의 주차장 밀도를 채택하였다. 도로보급률은 도로이용의 편의성과 

관련한 요소이고, 고속도로 접근거리는 고속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연계

되며, 도착지의 주차장 밀도는 승용차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

다.

지역별 통행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출발지의 경

제활동수준, 성비, 연령과 관련된 요소를 채택하였다. 경제활동수준은 출

발지의 전체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의 비율을 선정하였다. 경제

활동인구가 많으면 통근통행이 증가하므로 대중교통체계가 발달된 지역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통행자는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성 통근통행이 대중교통체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대비 만60세 이상인 고

령자의 비율을 선정하였다. 고령자는 승용차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대중교통체계가 발달된 지역에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할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2. 독립변수 자료

독립변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별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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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발지 인구밀도, 도착지 고용밀도

출발지의 인구밀도는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시가화면적으로 나눈 값

이다. 시가화면적은 행정구역 전체면적에서 산, 하천 등 녹지지역을 제

외한 면적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도착지의 고용밀도는 서울시 권역별 고

용자수를 시가화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관련 자료는 각 지자체에

서 제공하는 통계데이터에서 수집하였다.

 ② 출발지 및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출발지 및 도착지의 엔트로피 지수는 식 (4.3)과 같이 행정구역별 

LUM(land use mix)지수를 이용하였다.

                LUM= ln


 



∙ln

         …(4.3)

여기서,    LUM : 행정구역별 토지이용혼합지수

           : 해당구역 총 면적에서 각 토지이용이 차지하는 비율

           : 특정구역 내 토지이용 분류 수(주거, 상업, 공업, 녹지)

 ③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는 경부고속도로(오산IC-한남대교 남단)와 

고양시와 하남시의 BRT,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입한다. 서울시내의 경우, [그림 4-1]과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이며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서울시내 

통행 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점은 모두 운영 여부에 포

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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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급행열차 운행 유무

급행열차 운행 유무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수

도권 광역철도 노선 및 시간표 자료를 이용하여, 기종점간 통행 시 급행

열차를 탑승할 수 있을 경우 운행여부에 포함시켰다.

 ⑤ 광역버스 운행 유무

광역버스 운행 유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교통DB에서 제공하는 

버스노선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종점간 광역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 

운행여부에 포함시켰다. 단, 광역버스를 탑승하고 서울시내에서 하차한 

후, 다른 수단으로 환승하여 최종 도착지 권역에 도착하는 경우는 운행

여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4-1]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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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출발지 지하철역 접근성

출발지의 지하철역 접근성의 경우, 행정구역별 세분화된 자료를 획

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발지를 대표할 수 있는 행정구역별 시/군/구청

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500m가 도보를 이용하여 10분 내외로 도시철도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통행자는 지

하철역으로 접근하기 위해 마을버스 등의 수단을 이용해 환승해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⑦ 환승통행률

환승통행률은 기종점간 전체통행량 대비 환승을 경험한 통행량의 값

으로, 교통안전공단의 대중교통 통계자료에서 취득하였다. 

 

 ⑧ 출발지 도로보급률

출발지의 도로보급률은 행정구역 면적(km2)당 도로연장(km)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⑨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

출발지의 고속도로 접근거리는 출발지를 대표하는 행정구역별 시/군

/구청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최대 3개)까지의 최단거리

를 구하여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최단거리는 포털사이트(네이버) 지도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⑩ 도착지 주차장 밀도

도착지의 주차장 밀도는 권역별 주차장 면수를 고용자수(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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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주차장 면수와 고용자수는 서울시 통계자료에서 

수집하였다. 

 ⑪ 출발지 경제활동인구, 여성 통근통행자, 고령자 비율

출발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행정구역별 전체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로 계산하였고, 여성 통근통행자의 비율은 행정구역별 통근통행자수 

대비 여성 통근통행자수로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비율은 행정

구역별 전체인구수 대비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수로 산정하였다. 인구사

회 특성변수의 경우 모두 각 지자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3.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표 4-7]과 같이 회귀분석에 사용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단위거리당 대중교통 일반화비

용은 평균적으로 430원/km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큰 편이다. 기종점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

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속

도로 통행하다가 서울에 인접할수록 통행속도가 줄어들며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데,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출발지에서부터 낮은 서

비스 수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출발지 인구밀도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0.37(만인/km2)로 가장 낮았

고, 광명시가 3.09(만인/km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착지 고용

밀도는 서울 1권역이 0.68(만인/km2)를 보여 가장 낮았고, 서울 4권역

이 2.51(만인/km2)로 주요 업무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발지 엔트로피 지수는 용인시 처인구가 16.00(%)를 보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용인시 처인구는 녹지가 95%이상

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84.50(%)로 높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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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의 다양성을 보였다.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는 서울 2권역이 

59.04(%)로 낮은 토지이용 다양성을 보였고, 서울 0권역은 90.44(%)

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위거리당 대중교통 일반화비용
(원/km)

174.00 1276.00 430.00 125.31 1.984 8.956

출발지 인구밀도
(만인/㎢)

0.37 3.09 2.15 0.69 -0.695 -0.577

도착지 고용밀도
(만인/㎢)

0.68 2.51 1.59 0.63 0.463 -1.470

출발지 엔트로피 지수
(%)

16.00 84.50 57.14 17.21 -0.211 -0.572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

59.04 90.44 74.39 9.83 0.129 -0.875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
(0,1)

0.00 1.00 0.67 0.47 -0.740 -1.466

급행열차 운행 유무
(0,1)

0.00 1.00 0.69 0.47 -0.803 -1.366

광역버스 운행 유무
(0,1)

0.00 1.00 0.49 0.50 0.052 -2.015

출발지 지하철 접근성
(0,1)

0.00 1.00 0.76 0.43 -1.217 -0.524

환승통행률
(%)

13.00 44.00 33.24 5.25 -0.653 1.726

출발지 도로보급률
(km/km2)

0.17 12.72 4.40 3.41 0.555 -0.513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
(km)

0.71 14.68 4.64 3.15 1.396 1.576

도착지 주차장 밀도
(개/십인)

2.20 3.87 3.18 0.49 -0.925 -0.160

경제활동인구비율
(%)

42.26 49.53 46.56 1.68 -0.549 0.069

여성 통근통행 비율
(%)

24.40 38.00 32.12 2.92 -0.565 0.393

고령자 비율
(%)

7.73 28.88 14.89 2.77 1.212 7.443

[표 4-7] 회귀모형 변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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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종점 중 67%와 69%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열차를 이용하

여 서울시로 진입할 수 있고, 전체 행정구역의 76%가 지하철 접근성이 

양호했다. 반면 전체 기종점의 49%만이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광

역버스 노선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환승통행률은 양평군이 13.00(%), 부천시 오정구가 44.00(%)로 

나타났다. 양평군의 경우 대부분 경의중앙선 및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인

접한 서울시 권역으로 통행하기 때문이고, 부천시 오정구의 경우 서울로 

접근하기 위한 버스나 지하철이 부천시 소사구나 원미구에 집중되어있

어, 환승을 하지 않고 통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보급률은 화성시가 0.17(km/km2)로 면적 대비 낮은 도로연장

을 보유하였고, 부천시 원미구가 12.72(km/km2)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이어서,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는 오산시가 0.71(km)로 고속도

로와 매우 인접하였으며, 파주시가 14.68(km)로 고속도로까지의 거리

가 비교적 멀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4.64(km)정도 

떨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지 주차장 밀도는 서울 0권역이 2.20(개/십인)로 고용자수 대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1권역의 경우 

3.87(개/십인)로 고용자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

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 특성으로서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용인시 수지

구가 42.26(%)으로 가장 낮았고, 성남시 중원구가 49.53(%)로 높았다. 

또한 여성 통근통행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가 38.00(%)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용인시 수지구는 24.40(%)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마지막으

로 고령자의 비율은 수원시 영통구가 7.73(%)로 나타났고, 양평군이 

28.88(%)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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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와 해석

본 장은 제4장에서 구축한 자료에 제3장에서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5장은 크게 두 부

분으로 나뉜다. 첫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승용차와 대중

교통의 일반화비용을 통해 검증한다. 이 때 교통수단별 통행시간의 비율

과 일반화비용의 비율을 각각 산정하여 어떤 척도가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데 적절한지를 논의한다. 둘째,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1 절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 균형 검증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기 위해 승용차와 대중교통

의 통행시간의 비율과 일반화비용의 비율을 각각 산정하여 균형지수를 

산출하였다. 기종점별 균형 지수는 [부록 1]부터 [부록 16]에 수록하였

고, 본문에는 총 232개 기종점을 도착지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균형 지

수를 산술평균하여 [표 5-1]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분 검증 척도

권역 통행시간 일반화비용

0 1.09 0.76

1 1.41 0.98

2 1.20 0.87

3 1.25 0.90

4 1.16 0.83

5 1.22 0.91

6 1.21 0.89

7 1.19 0.87

[표 5-1] 교통수단간 균형 검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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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행시간을 이용한 균형 지수는 대부분의 기종점에서 1.0을 

초과하였다. 반면 일반화비용을 이용하여 산정한 교통수단간 균형 지수

는 1.0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기에 통행시간보다 일반화비용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화비용 척도가 1.0에 가깝되 1.0보다 작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균형지수는 1.0에 가까울 것이나 쾌적성 등 승용차

에 유리한 서비스 요소가 누락되어 1.0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

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5-1] 통행시간과 일반화비용 척도별 균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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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의 균형을 도착지 권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모든 기종점의 균형 지수 분포를 도식화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5-2]와 같다. 일부 기종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승용차 대비 대중

교통의 일반화비용 비율(균형 지수)이 1.00 미만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주요 업무지역인 0권역은 모든 기종점에서 대중교통의 일반화 비용이 

승용차보다 낮았고 4권역도 일부 기종점을 제외하고 0권역과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인접한 기종점

에서 균형 지수가 1.00을 초과하였다. 이는 통행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중

교통보다 승용차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로 진입하는 대

중교통의 노선이 비효율적이거나 환승을 경험하는 통행자가 많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 권역별 균형지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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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하여 산정한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의 균형지

수와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대중교통 효율성)의 분포는 [그

림 5-3]과 같다. 그래프는 평균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분산되어 있는지 

도착지의 권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의 균형 지수

는 평균인 0.859를 중심으로 약 14.53%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은 평균인 430(원/km)를 중심으로 

약 29.07%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

다.

[그림 5-3] 권역별 균형지수와 대중교통 효율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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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균형지수

(대중교통/승용차)
대중교통 효율성

(원/km)

평균 0.859 430

표준편차 0.125 125

변동계수(%) 14.53 29.07

[표 5-2]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의 균형지수와 대중교통 효율성의 통계량

교통수단간 일반화비용의 균형 지수는 평균에 비교적 근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은 상대적으로 넓은 분

포를 나타낸다. 이 때 평균값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기종점은 대중교통 효

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값보다 아래쪽에 분포하는 기종점은 대중교

통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수단간 일반

화비용의 균형이 비슷한 값을 갖더라도, 기종점에 따라서 대중교통 효율

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중교통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회귀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통해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을 파악하고, 분석결과가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해석한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 지수(VIF)를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가 10이상인 경우,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 5-3]과 같이 두 가지 모형의 모든 변수가 낮은 

통계량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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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구분 변수명 공차 VIF 공차 VIF

토지이용

출발지 인구밀도 - - 0.796 1.257

도착지 고용밀도 - - 0.328 3.049

출발지 엔트로피 지수 - - 0.711 1.407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 - 0.412 2.428

교통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 0.818 1.222 0.781 1.281

급행열차 운행 유무 0.774 1.292 0.713 1.402

광역버스 운행 유무 0.923 1.083 0.856 1.168

출발지 지하철 접근성 0.691 1.448 0.597 1.676

환승통행률 0.698 1.432 0.582 1.717

출발지 도로보급률 0.925 1.081 - -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 0.858 1.166 0.715 1.398

도착지 주차밀도 0.922 1.084 0.252 3.972

인구사회

경제활동인구 비율 - - 0.721 1.387

여성 통근통행 비율 - - 0.582 1.719

고령자 비율 - - 0.620 1.612

[표 5-3]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1.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회귀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별 계

수의 부호와 크기, 유의확률을 모두 만족하는 모형이며, 두 번째는 독립

변수별 계수의 부호와 크기는 적합하지만 유의확률이 일부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회귀분석에서 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

낸다. 한편, 유의확률은 자료의 분산을 확인하는 척도로서 회귀계수의 신

뢰성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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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형 1(회귀계수, 유의확률 모두 적합)

첫 번째는 회귀계수의 부호, 유의확률이 모두 적합한 모형이다([표 

5-4]). 본 모형은 토지이용과 교통 및 인구사회 특성 중 교통관련 변수만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교통특성이 대중교통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변수를 상수

항으로 설명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② 모형 2(회귀계수 적합, 유의확률 일부 부적합)

두 번째 모형은 독립변수별 회귀계수의 부호는 직관에 부합하지만 

유의확률이 높은 변수들을 일부 포함하는 모형이다([표 5-5]). 교통특

성변수 중 출발지의 도로보급률은 회귀계수의 부호가 직관과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토지이용 변수는 도착지의 엔트로피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유의확률이 매우 높게 도출되었고, 인구사회특

성 변수는 출발지 고령자 비율의 유의확률이 높은 편이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2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교통특성변수의 크기와 

부호, 유의확률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토지이용과 인구사회특

성 변수의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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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계량

표현 설명 계수 t 유의확률

(상수) 상수 5.615 39.799 0.000

BRT 버스전용차로 운영유무(0,1) -0.174 -5.662 0.000

Express 급행열차 운행유무(0,1) -0.183 -5.737 0.000

M_bus 광역버스 운행유무(0,1) -0.099 -3.651 0.000

Sub_access 출발지 지하철 접근성(0,1) -0.137 -3.754 0.000

Transfer 환승통행률(%) 0.012 4.098 0.000

Road 출발지 도로보급률(km/km2) 0.008 2.022 0.044

Ex_access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km) -0.013 -2.984 0.003

Parking 도착지 주차장밀도(개/십인) 0.113 4.136 0.000

모형요약  =0.456(adjusted  =0.436), F=23.325

[표 5-4] 다중회귀분석 결과1 

  

독립변수 통계량

표현 설명 계수 t 유의확률

(상수) 상수 8.858 13.523 0.000

Den_o 출발지 인구밀도(만인/km2) -0.045 -1.057 0.292

Den_d 도착지 고용밀도(만인/km2) -0.057 -1.659 0.099

Entropy_o 출발지 엔트로피 지수(%) -0.001 -0.919 0.359

Entropy_d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0.004 -1.983 0.049

BRT 버스전용차로 운영유무(0,1) -0.150 -5.070 0.000

Express 급행열차 운행유무(0,1) -0.153 -4.878 0.000

M_bus 광역버스 운행유무(0,1) -0.110 -4.144 0.000

Sub_access 출발지 지하철 접근성(0,1) -0.145 -3.896 0.000

Transfer 환승통행률(%) 0.016 5.176 0.000

Ex_access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km) -0.007 -1.492 0.137

Parking 도착지 주차장밀도(개/십인) 0.121 2.447 0.015

Labor_rate 출발지 경제활동인구 비율(%) -0.016 -2.725 0.007

female_rate 출발지 여성 통근통행 비율(%) -0.021 -3.878 0.000

Old_rate 출발지 고령자 비율(%) -0.008 -1.507 0.133

모형요약  =0.528(adjusted =0.498), F=17.358

[표 5-5] 다중회귀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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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별 결과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별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과 시

사점을 논의한다. 모형 1은 토지이용과 인구사회 특성 요소를 제외하였

기 때문에 모형 2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교통특성 변수를 먼저 해석하고 토지이용, 인구사회 

특성 변수 순으로 논의한다.

  

 ① 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점은 그렇지 않은 기종점보다 

15.0%의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버스전용

차로 운영여부는 독립변수 중 종속변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며,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

토교통부(2010)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 이

후 승용차에서 버스로의 수단전환이 발생하여 교통량이 7% 감소하였고 

평균 통행속도가 약 29% 상승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제를 실시한 후 버스의 통행속도가 약 30% 증가하였고 버스 운행시간

의 표준편차가 평균 ±1~2분으로 정시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급행열차 운행 유무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점은 그렇지 않은 기종점보다 대중

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1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

행열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선의 수혜지역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의 일반화비용이 평균 0.80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이 비용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

통연구원(2017)은 수도권 급행열차의 운행현황을 [표 5-6]과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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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대부분의 노선은 급행 전용선이 아닌 대피선을 이용하여 급행

열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차시간과 선로용량을 고려한 운영이 필

요하다.

  ③ 광역버스 운행 유무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점은 그렇지 않은 기종점 대비 대중

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1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전

용차로나 급행열차 운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교통특성 변수로서 토지이용이나 인구사회특성 변수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여준다. 광역버스 운행 여부는 출발지가 같더라도 도착지에 따라 다르

게 조사되었는데, 주요 업무지역인 서울 0권역과 4권역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선 구간
운행거리

(km)

표정속도

(km/h)

경부선 서울~천안
용산~천안

96.6
93.4

72.0
62.3

경인선 구로~동인천
용산~동인천

25.1
33.6

47.1
50.4

경원선 광운대~동두천 34.9 56.6

중앙선 용산~용문 71.2 59.3

안산선 오이도~금정 26.0 50.3

분당선 죽전~수원 19.3 54.4

경의선 문산~서울
문산~용산

46.3
47.5

57.9
58.2

경춘선 용산~춘천 98.0 80.0

수인선 오이도~인천 19.9 51.9

공항철도 서울~인천공항 58.0 80.0

[표 5-6] 수도권 급행열차 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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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응하여,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의 일반화비용이 서울 0권역의 경

우 평균 0.76, 서울 4권역은 평균 0.83의 값을 나타내어 대중교통 일반

화비용이 승용차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버스 운행 

증가가 도로상황을 반드시 개선하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단언할 수 없지

만, 장거리 통근통행 시 승용차 및 다른 수단에 비해 안전성과 쾌적성 

부분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교통개선 정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④ 출발지 지하철 접근성 

출발지의 지하철 접근이 편리한 기종점은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

반화비용이 14.5%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광역버스 운행여부

보다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지하철의 경우 정체나 사고발생 확률이 

매우 적고, 주로 서울 0권역, 4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의 한정적

인 노선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에 광역철도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시흥시나 하남시 등

과 같이 서울 진입 통행량은 많으나 지하철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

는 지역은 대중교통 일반화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철 접근

성이 낮은 지역은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환승통행률 

환승통행률이 1% 증가하면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근통행 시 환승이 발생할 경우 대중교

통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대중교통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의 수도권 지역 환승횟수 비율은 [표 5-7]과 

같다. 1번의 환승을 경험하는 통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에서 환승 여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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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환승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길어질수록 승용차 

통행의 경쟁력이 증가하므로 승용차 통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편리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⑥ 출발지 도로보급률 

모형 2에서 출발지의 도로보급률은 직관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

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도로보급률이 높을수록 도로의 편의성이 개선

되어 승용차 통행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효율성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와 더불어 도로보급률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⑦ 출발지 고속도로 접근거리 

출발지의 고속도로 접근거리가 1km 증가할수록 대중교통의 단위거

리당 일반화비용이 평균 0.7%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속도로

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은 승용차 통행이 대중교통수단 보다 경쟁에서 유

리하다. 그러나 도로보급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통근은 광역버

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와 인접할수록 효율성이 개

구분
환승횟수 비율(%)

환승없음 1회 2회 3회 4회

서울 10.8 56.9 24.4 6.1 1.8

인천 11.6 52.6 25.9 7.5 2.3

경기 11.4 53.2 26.5 6.8 2.0

[표 5-7] 수도권 환승통행 횟수 비율 비교(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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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고속도로 접근거리 변수는 종

속변수에 작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⑧ 도착지 주차장 밀도 

도착지 주차장 밀도(개/십인)가 1단위 증가하면 대중교통 일반화비

용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지의 주차장여건은 승용차 

통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승용차에 대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주요 업무지역인 0권역은 고용

자 10명당 주차면 2.20개, 4권역은 고용자 10명당 주차면 2.95개로 주

차장 공급이 원활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 

보다는 대중교통체계를 편리하게 구축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

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⑨ 출발지 인구밀도, 도착지 고용밀도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은 출발지의 인구밀도(만인/km2)

가 1단위 증가할수록 4.5% 감소하고 도착지의 고용밀도(만인/km2)가 1

단위 증가할수록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집중된 지역

은 대중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대중교통 효율

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회귀계수의 부호를 통하여 인구밀도

가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경향성을 지닌 것을 확인하였다.

  ⑩ 출발지 및 도착지 엔트로피 지수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은 엔트로피 지수가 1% 증가할수

록 출발지는 0.1% 감소하고, 도착지는 0.4%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엔트로피 지수가 높은 인천시 부평구(84.5%)를 출발지로 설정한 

기종점과 서울0권역(90.44%)을 도착지로 설정한 기종점은 대중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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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비용이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이 높

아 전반적인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출발지 경제활동인구 비율

출발지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가 1% 증가할수록 대중교통의 단위

거리당 일반화비용이 1.6%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취업자가 많으면 

지역간 통근통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중교통체계가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장거리 

통근통행자가 이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직장선택에도 대중교통이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⑫ 출발지 여성 통근통행 비율

출발지의 여성 통근통행자의 비율이 1% 증가할수록 대중교통의 단

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2.1% 낮아졌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통계자

료 [표 5-8]에 따르면 경기도의 여성 통행자는 통근 시 승용차보다 대

중교통(버스와 지하철 합산)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수단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 통근통행자는 대중교통체

계가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연도
수단분담률(%)

승용차 버스 지하철 기타

2002 43.2 43.6 8.9 4.5

2006 45.7 41.2 9.7 3.3

2010 46.5 38.5 11.7 3.2

[표 5-8] 여성 통근통행자의 수단분담률(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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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출발지 고령자 통행 비율

고령자(만60세 이상)는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에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고령자의 비율이 

1% 높을수록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이 0.8% 낮게 나타나 

직관에 부합하였다. 고령자가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교

통약자(고령자, 장애인 등)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접근 및 환승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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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Downs-Thomson 역설에 활용하여 해석할 수 있

다. 이 역설에 따르면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낮다면 향후 승용차와 대중

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모두 하락하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반

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효율적일 경우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이 모두 높아지는 지점에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이 형성된다. 

[그림 5-4]와 같이 승용차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균형에 이르렀을 때,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보다는 본 연

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고, 급행열차를 도입

하여 대중교통의 이동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노선 도입과 지하철 접근성

을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수단간 환승여건을 개

선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면 Downs-Thomson 역설에

서 설명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4] Downs-Thomson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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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승용차는 대중교통보다 접근성이나 이동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

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서비스 효율성이 낮다면 승용차를 이용하려는 통

행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

며,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Downs(1962)와 Thomson(1977)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 일반화비

용을 검증의 척도로 설정하여,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지수를 산

정하였다. 또한 기존연구들이 균형검증의 척도로 채택한 통행시간도 고

려하여 어떤 척도가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을 검증하는데 유리

한지 비교하였다. 통행시간으로 산정한 균형지수는 대부분 1.0을 초과하

였지만 일반화비용으로 산정한 균형지수는 대부분 1.00 미만을 나타내

어 균형검증의 척도로 일반화비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대중

교통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점과 그렇지 않은 기종점으로 구

분되었다.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으로 산정하여 분

포를 확인한 결과, 균형지수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를 교통, 토지이용, 인구사회 특성변수로 구분하여 모형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교통특성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급행열차가 운행하는 기종점은 그렇지 않은 기종점에 비해 대중교통 효

율성이 높았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지하철 접근성이 높

은 지역은 대중교통 효율성에서 유리하였던 반면 환승을 경험하는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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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일반화비용이 높았다. 한편, 도로보급률이나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

은 출발지, 주차장 여건이 좋은 도착지를 포함하는 기종점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토지이용특성의 경우, 인

구밀도나 엔트로피가 높은 기종점은 대중교통의 단위거리당 일반화비용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토지이용 요인이 대중교통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인구사회특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나 여성 통근통행, 고령자 통행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중교통 효율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통근통행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을 제

외한 대도시에서도 교통수단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효율적인지 파악하여, 전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Downs-Thomson 

역설 현상이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향후 연구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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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하남 　 71.80 89.63 1.25
성남 수정구 69.81 83.32 1.19
광주 　 84.18 99.83 1.19
성남 중원구 76.88 89.80 1.17
수원 장안구 80.84 93.79 1.16

남양주 　 74.92 85.85 1.15
인천 계양구 77.77 88.76 1.14
용인 기흥구 84.35 96.21 1.14
구리 　 66.39 75.32 1.13
김포 　 83.10 93.91 1.13
인천 남구 87.55 98.85 1.13
수원 영통구 86.41 97.13 1.12
시흥 　 91.78 102.60 1.12
용인 수지구 83.83 93.30 1.11
인천 연수구 94.11 104.46 1.11
부천 오정구 78.17 86.47 1.11
의왕 　 75.68 83.61 1.10
양주 　 88.18 97.30 1.10
인천 남동구 88.99 97.84 1.10
인천 서구 85.01 93.35 1.10
안산 상록구 88.49 96.99 1.10
파주 　 85.77 93.99 1.10
군포 　 77.09 82.94 1.08
고양 일산동구 74.90 80.52 1.07
안양 동안구 72.77 78.01 1.07
고양 일산서구 78.52 83.61 1.06
성남 분당구 75.88 80.58 1.06
과천 　 61.92 65.67 1.06
고양 덕양구 66.07 69.69 1.05
화성 　 94.34 98.55 1.04

의정부 　 79.42 82.43 1.04
광명 　 73.58 76.34 1.04
인천 부평구 86.63 89.02 1.03
안양 만안구 76.64 78.03 1.02
양평 　 94.43 93.86 0.99
부천 원미구 81.69 80.06 0.98
부천 소사구 79.26 75.11 0.95

[부록 1]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0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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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하남 　 54.84 90.36 1.65

구리 　 43.21 67.20 1.56

남양주 　 45.20 68.72 1.52

고양 일산동구 69.04 97.59 1.41

양주 　 56.49 76.99 1.36

의정부 　 40.73 55.42 1.36

고양 덕양구 66.78 89.17 1.34

포천 　 69.89 92.51 1.32

고양 일산서구 76.59 100.50 1.31

성남 분당구 77.21 96.08 1.24

[부록 2]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1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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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하남 　 46.97 72.09 1.53

구리 　 37.52 50.61 1.35

남양주 　 52.00 70.08 1.35

용인 수지구 75.00 96.76 1.29

성남 수정구 55.29 70.56 1.28

광주 　 70.63 89.43 1.27

성남 분당구 64.45 80.73 1.25

고양 일산동구 78.28 96.95 1.24

성남 중원구 62.72 76.65 1.22

용인 기흥구 80.91 98.64 1.22

양평 　 72.69 86.51 1.19

김포 　 92.34 109.67 1.19

고양 일산서구 84.02 99.61 1.19

양주 　 79.60 93.39 1.17

인천 서구 94.89 107.89 1.14

파주 　 94.07 106.23 1.13

의정부 　 67.83 76.03 1.12

인천 계양구 90.97 101.41 1.11

인천 부평구 92.92 103.30 1.11

고양 덕양구 81.04 89.17 1.10

부천 원미구 86.81 94.13 1.08

인천 남동구 100.73 108.19 1.07

안양 동안구 85.45 91.10 1.07

광명 　 84.03 86.64 1.03

[부록 3]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2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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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광주 　 52.70 77.65 1.47

남양주 　 51.77 74.57 1.44

성남 분당구 48.29 67.82 1.40

구리 　 40.98 57.22 1.40

용인 수지구 61.59 81.75 1.33

하남 　 35.68 45.80 1.28

수원 장안구 71.47 90.18 1.26

수원 영통구 71.16 88.79 1.25

용인 기흥구 67.71 84.28 1.24

안양 동안구 68.73 85.25 1.24

군포 　 74.24 91.94 1.24

의정부 　 78.60 95.90 1.22

성남 중원구 42.62 51.49 1.21

성남 수정구 36.55 43.98 1.20

안산 상록구 84.31 100.63 1.19

인천 남동구 91.29 107.71 1.18

고양 일산동구 89.73 102.92 1.15

인천 부평구 91.38 103.59 1.13

인천 서구 94.97 107.27 1.13

고양 덕양구 89.43 99.53 1.11

안양 만안구 84.67 92.70 1.09

[부록 4]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3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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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하남 　 57.84 82.39 1.42 안양 만안구 73.29 85.09 1.16

구리 　 55.36 73.26 1.32 화성 　 77.57 89.85 1.16

의왕 　 58.08 76.07 1.31 오산 　 78.43 90.79 1.16

남양주 　 68.58 88.30 1.29 인천 계양구 86.97 100.04 1.15

양평 　 80.44 101.32 1.26 군포 　 70.44 79.66 1.13

광주 　 68.29 85.71 1.26 양주 　 94.78 106.65 1.13

수원 팔달구 71.83 89.31 1.24 김포 　 91.16 102.51 1.12

수원 권선구 74.99 93.00 1.24 인천 남동구 93.54 104.61 1.12

성남 수정구 45.53 56.08 1.23 파주 　 95.98 106.62 1.11

수원 영통구 69.94 84.54 1.21 인천 서구 93.94 104.11 1.11

용인 수지구 63.92 77.26 1.21 고양 일산서구 93.59 103.27 1.10

성남 중원구 54.52 65.51 1.20 고양 일산동구 90.72 99.95 1.10

시흥 　 84.61 100.79 1.19 평택 　 85.66 94.20 1.10

수원 장안구 69.94 83.17 1.19 인천 중구 96.87 106.28 1.10

안산 단원구 85.11 100.86 1.19 부천 오정구 86.45 94.33 1.09

안산 상록구 79.04 93.35 1.18 인천 남구 95.19 103.35 1.09

용인 기흥구 69.75 82.00 1.18 의정부 　 89.17 95.28 1.07

용인 처인구 73.57 86.35 1.17 고양 덕양구 86.28 91.80 1.06

안양 동안구 61.61 72.25 1.17 인천 부평구 92.57 96.98 1.05

과천 　 40.07 46.98 1.17 부천 소사구 83.86 87.81 1.05

성남 분당구 52.54 61.58 1.17 광명 　 75.17 76.38 1.02

인천 연수구 89.72 104.40 1.16 부천 원미구 88.11 89.40 1.01

[부록 5]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4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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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시흥 　 53.61 86.72 1.62

인천 연수구 67.44 96.68 1.43

인천 남동구 64.66 88.52 1.37

안산 단원구 67.17 89.85 1.34

안산 상록구 61.98 82.19 1.33

안양 동안구 49.28 64.05 1.30

김포 　 76.96 99.96 1.30

광명 　 32.58 41.75 1.28

인천 서구 77.82 97.98 1.26

안양 만안구 42.48 53.22 1.25

의왕 　 58.17 70.81 1.22

용인 수지구 82.25 99.60 1.21

수원 영통구 79.73 96.46 1.21

부천 오정구 57.25 68.90 1.20

과천 　 46.20 55.57 1.20

인천 남구 72.47 86.80 1.20

고양 일산서구 81.19 97.18 1.20

고양 일산동구 79.58 94.33 1.19

군포 　 54.54 64.38 1.18

부천 소사구 52.22 61.60 1.18

성남 분당구 73.82 86.92 1.18

파주 　 88.45 104.03 1.18

고양 덕양구 76.11 88.86 1.17

광주 　 87.57 101.94 1.16

수원 권선구 73.25 85.20 1.16

화성 　 79.65 92.59 1.16

인천 계양구 73.62 85.06 1.16

용인 기흥구 88.61 100.63 1.14

수원 장안구 69.30 78.16 1.13

남양주 　 91.61 100.77 1.10

부천 원미구 57.43 61.69 1.07

인천 부평구 70.40 73.89 1.05

[부록 6]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5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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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파주 　 69.09 95.81 1.39 부천 소사구 47.61 55.67 1.17

김포 　 53.34 73.97 1.39 인천 남동구 70.82 82.66 1.17

고양 일산서구 61.38 84.96 1.38 의정부 　 89.44 103.93 1.16

인천 계양구 52.47 71.72 1.37 인천 부평구 62.09 71.78 1.16

고양 일산동구 59.19 80.71 1.36 부천 원미구 51.67 59.58 1.15

고양 덕양구 55.52 75.16 1.35 용인 수지구 88.56 102.09 1.15

시흥 　 61.64 82.76 1.34 안양 동안구 65.39 75.28 1.15

부천 오정구 38.52 50.96 1.32 성남 수정구 79.65 91.38 1.15

인천 서구 61.58 80.02 1.30 용인 기흥구 93.13 106.16 1.14

광명 　 38.95 50.34 1.29 성남 중원구 83.48 95.04 1.14

광주 　 86.30 108.79 1.26 화성 　 88.49 99.56 1.13

하남 　 81.18 100.71 1.24 성남 분당구 80.93 90.44 1.12

안산 단원구 77.40 94.83 1.23 수원 영통구 91.37 101.65 1.11

인천 연수구 76.74 93.87 1.22 의왕 　 72.62 80.71 1.11

구리 　 75.55 91.53 1.21 수원 팔달구 78.96 87.70 1.11

안산 상록구 75.02 90.33 1.20 수원 장안구 80.51 86.95 1.08

남양주 　 86.67 103.54 1.19 군포 　 69.57 75.05 1.08

인천 남구 69.36 82.10 1.18 안양 만안구 58.45 62.03 1.06

인천 중구 71.92 84.40 1.17 수원 권선구 84.28 88.86 1.05

[부록 7]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6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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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통행시간(분)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양주 　 61.51 91.52 1.49

김포 　 61.34 83.00 1.35

고양 덕양구 43.43 55.94 1.29

고양 일산서구 57.29 71.56 1.25

파주 　 65.96 82.25 1.25

고양 일산동구 53.70 66.96 1.25

구리 　 66.49 82.90 1.25

인천 계양구 61.50 76.56 1.24

부천 오정구 63.76 79.24 1.24

의정부 　 77.13 94.89 1.23

인천 서구 67.75 81.15 1.20

남양주 　 80.93 96.16 1.19

시흥 　 86.34 102.39 1.19

부천 원미구 69.07 79.94 1.16

광명 　 63.48 73.42 1.16

용인 기흥구 93.21 107.47 1.15

인천 남동구 85.68 98.70 1.15

인천 남구 85.15 96.84 1.14

광주 　 91.92 104.36 1.14

용인 수지구 93.19 104.87 1.13

성남 분당구 85.34 94.84 1.11

인천 연수구 91.29 100.49 1.10

군포 　 81.42 89.08 1.09

인천 부평구 78.10 82.74 1.06

부천 소사구 72.04 75.86 1.05

안양 동안구 83.16 87.37 1.05

[부록 8] 통행시간 균형검증 결과(7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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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성남 수정구 11,038 10,269 0.93
고양 덕양구 10,438 9,632 0.92
김포 　 14,623 13,363 0.91
고양 일산동구 12,339 10,860 0.88
인천 계양구 12,245 10,712 0.87

남양주 　 12,941 10,949 0.85
고양 일산서구 12,900 10,876 0.84
파주 　 14,782 12,316 0.83
성남 분당구 13,096 10,848 0.83
인천 남동구 14,358 11,622 0.81
부천 오정구 12,808 10,193 0.80
광명 　 11,348 9,023 0.80
광주 　 18,363 14,398 0.78
성남 중원구 13,688 10,712 0.78

의정부 　 13,361 9,922 0.74
양주 　 16,592 12,311 0.74
하남 　 15,749 11,634 0.74
인천 연수구 17,269 12,653 0.73
인천 남구 15,758 11,519 0.73
수원 영통구 17,010 12,431 0.73
수원 장안구 16,349 11,913 0.73
용인 수지구 17,341 12,622 0.73
구리 　 12,917 9,402 0.73
용인 기흥구 17,984 13,011 0.72
안양 동안구 13,148 9,401 0.72
시흥 　 17,912 12,501 0.70
군포 　 13,913 9,698 0.70
부천 소사구 12,146 8,461 0.70
안양 만안구 13,284 9,226 0.69
부천 원미구 13,336 9,211 0.69
인천 서구 17,044 11,487 0.67
의왕 　 15,571 10,322 0.66
안산 상록구 17,313 11,454 0.66
화성 　 20,461 13,373 0.65
인천 부평구 15,839 10,325 0.65
양평 　 20,864 13,546 0.65
과천 　 12,533 8,004 0.64

[부록 9]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0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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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남양주 　 8,352 10,013 1.20

구리 　 7,561 8,986 1.19

하남 　 10,789 12,247 1.14

의정부 　 7,900 7,750 0.98

성남 분당구 13,104 12,684 0.97

양주 　 11,354 10,403 0.92

고양 일산동구 13,576 12,167 0.90

고양 일산서구 14,722 12,566 0.85

포천 　 16,665 13,704 0.82

고양 덕양구 13,861 11,371 0.82

[부록 10]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1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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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하남 　 9,187 10,308 1.12

성남 분당구 10,934 11,655 1.07

남양주 　 10,100 10,328 1.02

구리 　 7,405 7,366 0.99

광주 　 13,639 13,441 0.99

용인 수지구 13,773 13,251 0.96

김포 　 17,065 15,785 0.92

성남 수정구 9,917 9,038 0.91

용인 기흥구 14,805 13,317 0.90

양평 　 13,762 12,321 0.90

성남 중원구 11,235 10,031 0.89

고양 덕양구 13,424 11,748 0.88

고양 일산동구 14,395 12,499 0.87

양주 　 13,670 11,867 0.87

부천 원미구 13,315 11,063 0.83

인천 계양구 15,145 12,569 0.83

고양 일산서구 15,246 12,488 0.82

의정부 　 12,327 10,011 0.81

파주 　 17,286 13,814 0.80

인천 부평구 16,057 12,394 0.77

광명 　 14,000 10,185 0.73

안양 동안구 15,426 11,149 0.72

인천 서구 19,586 13,416 0.68

인천 남동구 19,648 12,953 0.66

[부록 11]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2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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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광주 　 12,167 13,142 1.08

구리 　 8,032 8,659 1.08

하남 　 6,527 6,949 1.06

남양주 　 11,758 12,409 1.06

성남 분당구 10,112 10,288 1.02

성남 수정구 6,342 6,155 0.97

용인 수지구 12,436 11,937 0.96

용인 기흥구 13,411 12,820 0.96

수원 장안구 14,985 13,950 0.93

안양 동안구 13,707 12,079 0.88

안산 상록구 16,741 14,605 0.87

고양 덕양구 16,263 14,174 0.87

고양 일산동구 18,170 15,252 0.84

수원 영통구 16,330 13,292 0.81

안양 만안구 16,820 13,513 0.80

군포 　 16,889 13,529 0.80

성남 중원구 8,883 6,977 0.79

인천 부평구 17,901 13,858 0.77

의정부 　 17,378 13,275 0.76

인천 서구 20,530 15,488 0.75

인천 남동구 20,782 15,540 0.75

[부록 12]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3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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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하남 　 10,886 11,400 1.05 용인 처인구 16,216 12,978 0.80

성남 수정구 7,522 7,455 0.99 인천 서구 17,445 13,908 0.80

수원 권선구 13,478 13,266 0.98 수원 팔달구 16,185 12,716 0.79

수원 장안구 11,934 11,605 0.97 광명 　 11,844 9,248 0.78

용인 수지구 12,863 12,400 0.96 부천 오정구 15,118 11,720 0.78

성남 분당구 10,152 9,723 0.96 의정부 　 15,618 12,101 0.77

광주 　 13,590 12,828 0.94 의왕 　 13,847 10,723 0.77

구리 　 10,713 10,072 0.94 안산 단원구 16,455 12,597 0.77

과천 　 7,398 6,902 0.93 오산 　 16,892 12,792 0.76

김포 　 16,753 15,622 0.93 인천 부평구 15,437 11,674 0.76

남양주 　 14,196 13,172 0.93 화성 　 18,350 13,477 0.73

양평 　 17,536 16,253 0.93 인천 연수구 19,195 13,996 0.73

수원 영통구 14,187 12,751 0.90 안양 동안구 13,795 9,996 0.72

시흥 　 15,884 14,049 0.88 인천 남구 17,523 12,658 0.72

용인 기흥구 14,207 12,532 0.88 안산 상록구 17,940 12,919 0.72

안양 만안구 12,356 10,890 0.88 인천 남동구 18,573 13,283 0.72

인천 계양구 14,656 12,896 0.88 부천 원미구 15,260 10,849 0.71

고양 일산동구 16,267 14,213 0.87 인천 중구 21,666 14,885 0.69

고양 일산서구 16,852 14,695 0.87 양주 　 20,673 13,963 0.68

성남 중원구 10,103 8,500 0.84 군포 　 15,755 10,496 0.67

고양 덕양구 14,505 12,020 0.83 부천 소사구 16,050 10,456 0.65

파주 　 18,020 14,506 0.81 평택 　 19,969 12,577 0.63

[부록 13]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4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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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광명 　 4,537 5,945 1.31

시흥 　 9,871 12,486 1.26

안산 단원구 11,437 12,151 1.06

인천 연수구 12,915 13,172 1.02

부천 소사구 7,992 8,130 1.02

인천 남동구 11,824 11,761 0.99

안산 상록구 10,894 10,830 0.99

고양 일산동구 13,969 13,867 0.99

안양 동안구 9,087 8,895 0.98

부천 오정구 9,448 9,203 0.97

고양 일산서구 14,572 14,011 0.96

안양 만안구 7,756 7,251 0.93

김포 　 15,644 14,469 0.92

군포 　 9,319 8,399 0.90

용인 수지구 16,731 15,059 0.90

부천 원미구 8,852 7,882 0.89

수원 권선구 12,396 10,892 0.88

수원 장안구 11,343 9,937 0.88

파주 　 16,364 14,271 0.87

인천 계양구 12,419 10,662 0.86

의왕 　 11,380 9,704 0.85

성남 분당구 14,985 12,538 0.84

인천 서구 15,650 12,918 0.83

고양 덕양구 14,312 11,737 0.82

인천 부평구 11,104 8,956 0.81

인천 남구 13,600 10,949 0.81

광주 　 18,218 14,581 0.80

남양주 　 17,417 13,150 0.76

과천 　 10,008 7,512 0.75

화성 　 17,116 12,703 0.74

수원 영통구 17,001 12,455 0.73

용인 기흥구 18,842 13,381 0.71

[부록 14]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5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 68 -

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시 구

승용차
(a)

대중교통
(p)

(p/a)

고양 덕양구 10,170 11,901 1.17 안양 만안구 9,405 7,861 0.84

김포 　 10,931 12,332 1.13 용인 수지구 19,084 15,675 0.82

고양 일산동구 11,652 13,001 1.12 수원 장안구 14,826 12,177 0.82

고양 일산서구 12,442 13,510 1.09 남양주 　 18,013 14,655 0.81

광명 　 6,495 7,046 1.08 의왕 　 13,584 11,023 0.81

인천 계양구 9,566 10,364 1.08 인천 부평구 11,694 9,488 0.81

부천 오정구 6,820 7,323 1.07 화성 　 17,617 14,203 0.81

시흥 　 11,607 12,030 1.04 성남 중원구 15,925 12,793 0.80

파주 　 14,473 14,352 0.99 안산 상록구 15,715 12,622 0.80

구리 　 13,217 12,564 0.95 군포 　 12,167 9,755 0.80

인천 서구 12,433 11,529 0.93 인천 중구 14,450 11,530 0.80

인천 남동구 12,084 11,041 0.91 인천 남구 13,786 10,986 0.80

부천 소사구 8,155 7,417 0.91 의정부 　 16,820 13,355 0.79

성남 수정구 13,218 11,775 0.89 안양 동안구 12,982 10,211 0.79

부천 원미구 9,274 8,256 0.89 수원 팔달구 14,948 11,494 0.77

광주 　 19,641 17,207 0.88 성남 분당구 17,043 12,550 0.74

인천 연수구 15,363 13,456 0.88 수원 권선구 15,652 11,423 0.73

하남 　 16,236 14,161 0.87 용인 기흥구 19,711 14,308 0.73

안산 단원구 15,379 12,955 0.84 수원 영통구 18,632 13,030 0.70

[부록 15]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6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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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일반화비용(원) 균형지수

시 구 승용차(a) 대중교통(p) (p/a)

김포 　 11,437 11,961 1.05

고양 덕양구 7,769 7,938 1.02

인천 계양구 9,900 9,952 1.01

양주 　 13,403 13,062 0.97

부천 오정구 10,169 9,866 0.97

광명 　 9,459 9,168 0.97

고양 일산동구 9,724 9,399 0.97

구리 　 11,749 10,991 0.94

고양 일산서구 10,449 9,724 0.93

파주 　 12,830 11,590 0.90

남양주 　 14,534 12,733 0.88

부천 원미구 11,265 9,796 0.87

인천 서구 12,354 10,524 0.85

의정부 　 14,654 12,250 0.84

성남 분당구 14,767 12,333 0.84

광주 　 18,400 15,200 0.83

용인 수지구 17,347 14,326 0.83

인천 연수구 15,792 12,987 0.82

인천 남구 15,081 12,062 0.80

시흥 　 16,373 13,091 0.80

인천 부평구 14,055 11,209 0.80

부천 소사구 11,538 9,169 0.79

군포 　 13,437 10,673 0.79

인천 남동구 14,981 11,852 0.79

용인 기흥구 19,037 14,386 0.76

안양 동안구 14,435 10,571 0.73

[부록 16] 일반화비용 균형검증 결과(7권역)          (내림차순 : 균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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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quilibrium of the level of service 

between travel modes 

in the Seoul metropolitan 

transport system

Jung Woong Park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s equilibrium of the level of service 

between travel modes in the Seoul metropolitan transport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adopted travel time as a measure 

of verification, but the attractiveness which is explained by 

Thomson(1977) is similar to the generalized costs. Therefore, 

this study calculates the travel time and generalized costs for 

each transportation, determines the indicator which i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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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erifying the equilibrium of the level of service between 

travel modes. As a result, equilibrium index using the 

generalized costs is mostly distributed below 1.0, so it is 

suitable as a indicator to verify the equilibrium of the level of 

service between travel mod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level of service between 

travel mode is in equilibrium, there are points where the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is relatively high or 

low. Although the equilibrium index shows a distribution close to 

1.0, the generalized costs per distances of public transportation 

showed high variability. So,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affecting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  and selects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generalized costs per distances of public transportation is 

adop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selected as Transport system, Land use and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The lower the generalized 

costs per  distances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better the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case of transport 

system characteristics, the O-D where BRT, express train, 

metropolitan buses, or subway is operating have a good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On the other hand, the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is relatively low for the O-D 

which experienced the transfer or the convenient use of the car. 

Next, in terms of land use characteristics, the high density of 

population (or employment density) or high entropy index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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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ous to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case of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the generalized costs per 

distance of public transportation tend to be low if the ratio of 

employment population, women commuting, and elderly people i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interpreted with the 

Downs-Thomson’s paradox. If development of cars is 

progressed without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public transportation becomes more crowded and traffic of cars 

increases. Therefore, if the public transport system is 

constructed considering the transport system, land us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ich are proposed this  

study, the Downs-Thomson’s paradox will be prevented.

Key Words : Equilibrium, Level of service, Travel time, 

Generalized Co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5-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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