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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행시간 절감은 교통투자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척

도이다. 절감된 통행시간을 금전 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의 편익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흐름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통행시간이 절

감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과거 연구자들은 교통류

흐름 개선으로 통행자의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통행시간이 절감되더라도

통행거리를 늘려 총통행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로 통행시간예산이론(Travel

Time Budgets Theory)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행에 지출할 의사

가 있는 시간인 통행시간예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나

타난다. 그동안 많은 경험연구에서 통행시간예산의 시공간 안정성을 찾

으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과거 경험연구는 통행시간예산 정의 오류, 통행

시간예산 평가 방법론 부재 등 많은 이론적 한계를 내포하였다. 또한 통

행시간예산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수행된 경험연구에서 주

장한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및 관련 특성 또한 쟁점 사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연구 질문은 ‘통행시간예산의 정의는

무엇인가’,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통행시

간예산은 시계열·횡단면 안정성을 띄는가’, ‘통행시간예산은 계절·요일 안

정성을 띄는가’, ‘통행시간예산은 사회집단 간 안정성을 띄는가’이다.

연구 질문을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시간예

산은 ‘지출(expenditure)’이 아닌 ‘예산(budgets)’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예산은 사람들이 통행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최대량으로 정의한다. 통행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최대량

은 실제 통행에 지출한 시간보다 크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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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방법론으로 일원분산

분석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안정성 평가는 단순 평균 비교로 수행되었으

며, 이는 연구자의 직관이 강하게 개입되며 평가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었다. 일원분산분석법을 활용한다면 통행시간예산 평균 차이뿐만 아니

라 평균 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집단 간 통행

시간예산의 평균이 같더라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반대로 평균이 다

를지라도 그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분석으로 시계열, 횡단면, 요일, 연령

및 성별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개별 통행시간

예산은 개인 및 가구 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통체계의 이

질성이나 요일별 생활방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행시간예산이 부분적으로 안정적임을 발견하였다. 일

부 집단의 통행시간예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분 안

정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에 따른 통행패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 출퇴근통행 패턴이 유사한 월-금요일의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

이며,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30-50대의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부분적 안정성은 평가 집단이 많아서 발생한 단순 착시

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후분석으로 확인한 부분 안정성은 신중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 통행시간예산, 통행시간지출, 통행시간 안정성, 확률변

경모형, 일원분산분석

◆ 학 번 : 2016-24614



- iii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5

Ⅱ. 선행연구 고찰 ··········································································8

1. 통행시간예산의 이론 쟁점 ···························································8

1) 통행시간예산의 정의 ··········································································8

2)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13

2. 통행시간예산의 특성 쟁점 ·························································14

1) 시계열 및 횡단면 특성 ····································································14

2) 계절 및 요일 특성 ············································································17

3) 사회인구집단 특성 ············································································18

3. 소결 ·································································································18

Ⅲ. 연구 방법론 ············································································20

1. 통행시간예산 추정 ·······································································20

2.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23



- iv -

Ⅳ. 분석 자료 ················································································26

1. 개요 ·································································································26

2. 자료의 가공 및 특성 분석 ·························································28

3. 변수 설계 ·······················································································34

Ⅴ. 실증 분석 ················································································39

1. 통행시간예산 추정 ·······································································39

2.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48

1) 시계열 및 횡단면 안정성 ································································48

2) 요일 안정성 ························································································52

3) 사회인구집단 간 안정성 ··································································55

3. 논의 ·································································································58

Ⅵ. 결론 ···························································································63

1. 연구 요약 ·······················································································63

2. 향후 연구과제 ···············································································65

■ 참고문헌 ····················································································67

■ 부록 ····························································································71



- v -

[부록 1] 출퇴근통행, 여가통행 자료의 특성 및 평균 통행시간지출

····································································································71

[부록 2] 통행시간지출 및 자연로그통행시간지출 분포 ·················76

[부록 3]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 ···············80

<표 차례>

<표 Ⅱ-1> 통행시간예산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지표 및 주요 연구

내용 ·······················································································10

<표 Ⅱ-2>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 ················································12

<표 Ⅱ-3>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결과 ································15

<표 Ⅲ-1> 일원분산분석을 위한 분산분석표 ··································24

<표 Ⅵ-1>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기간, 표본 규모 ·························26

<표 Ⅵ-2> 생활시간조사의 이동목적 분류 ······································27

<표 Ⅵ-3>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분석 지표 ····································28

<표 Ⅵ-4> 분석 자료의 표본 수와 통행시간지출 현황 ················30

<표 Ⅵ-5> 총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31

<표 Ⅵ-6> 총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32

<표 Ⅵ-7> 생활시간조사의 항목 및 가용성 ····································35

<표 Ⅵ-8> 가구소득별 주택종류의 점유비율(주거실태조사) ······· 36

<표 Ⅵ-9>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38



- vi -

<표 Ⅴ-1> 적합성 검정을 위한 가설 ················································39

<표 Ⅴ-2>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40

<표 Ⅴ-3> 총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41

<표 Ⅴ-4>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42

<표 Ⅴ-5> 여가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43

<표 Ⅴ-6> 모형별 통행시간지출과 통행시간예산 비교 ················45

<표 Ⅴ-7> 시계열 안정성 평가 결과 ················································48

<표 Ⅴ-8>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49

<표 Ⅴ-9>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50

<표 Ⅴ-10>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51

<표 Ⅴ-11>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52

<표 Ⅴ-12>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53

<표 Ⅴ-13>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54

<표 Ⅴ-14>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55

<표 Ⅴ-15>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56

<표 Ⅴ-16>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56

<표 Ⅴ-17> 성별 안정성 평가 결과 ··················································57

<표 Ⅴ-18> 시계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 ······································58

<표 Ⅴ-19>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59

<표 Ⅴ-20>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59

<표 Ⅴ-21>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60

<표 Ⅴ-22>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61



- vii -

<표 Ⅴ-23>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61

<표 Ⅴ-24>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62

<표 부록1-1>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71

<표 부록1-2>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73

<표 부록1-3> 여가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74

<표 부록1-4> 여가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75

<표 부록3-1>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80

<표 부록3-2>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81

<표 부록3-3>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82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7

[그림 Ⅵ-1]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택종류(2014년) ··························36

[그림 Ⅴ-1] 총통행시간 분포(1999년) ················································46

[그림 Ⅴ-2] 총통행시간 분포(2004년) ················································46

[그림 Ⅴ-3] 총통행시간 분포(2009년) ················································46

[그림 Ⅴ-4] 총통행시간 분포(2014년) ················································46

[그림 Ⅴ-5] 출퇴근통행시간 분포(1999년) ········································46

[그림 Ⅴ-6]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04년) ········································46

[그림 Ⅴ-7]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09년) ········································47



- viii -

[그림 Ⅴ-8]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14년) ········································47

[그림 Ⅴ-9] 여가통행시간 분포(1999년) ············································47

[그림 Ⅴ-10] 여가통행시간 분포(2004년) ··········································47

[그림 Ⅴ-11] 여가통행시간 분포(2009년) ··········································47

[그림 Ⅴ-12] 여가통행시간 분포(2014년) ··········································47

[그림 Ⅴ-1]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부분집합(총통행) ··················60

[그림 부록2-1] 1999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2] 1999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3] 2004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4] 2004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5] 2009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6] 2009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6

[그림 부록2-7] 2014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8] 2014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9] 1999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10] 1999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11] 2004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12] 2004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7

[그림 부록2-13] 2009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8

[그림 부록2-14] 2009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8

[그림 부록2-15] 2014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8

[그림 부록2-16] 2014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78



- ix -

[그림 부록2-17] 1999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8

[그림 부록2-18] 1999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8

[그림 부록2-19] 2004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그림 부록2-20] 2004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그림 부록2-21] 2009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그림 부록2-22] 2009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그림 부록2-23] 2014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그림 부록2-24] 2014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79



- 1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행시간 절감은 교통투자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척

도이다. 절감된 통행시간을 금전 가치로 환산하여 사업의 편익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행행태이론에서 전제하는 통행자의 행

태, 즉 통행자가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통행시간을 절감하려는 특

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교통흐름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통행시간

이 절감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2014년까지 확인된 통행시간 사용량은 네덜란드, 영국,

한국 등 국경과 관계없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Hupkes (1982)는 1962

년부터 1972년까지 10년 동안 네덜란드의 인당 일일 통행시간은 거의 변

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평균 통행속도는 일평균 16.4km/h에

서 26.7km/h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인당 통행거리 또한 일평균 4.5km/인

에서 7.3km/인으로 증가하였다. Metz (2008)는 1972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동안 영국의 통행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

구는 지난 20년간 영국의 도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도로용량을 증가시켜 통행속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런

데 통행속도의 절감이 총통행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체 통

행거리 또한 60%나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장수은(2018)에 의해 과거

15년간 통행시간사용이 거의 변화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국내 통행자

의 통행시간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7.6분(102.1분 → 109.7분) 증가하

는 데 그쳤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교통 효율성 개선으로 통행자의 통행속도가 증

가하고 통행시간이 절감되더라도 통행거리를 늘려 총통행시간을 일정하



- 2 -

게 유지하려는 경향(Zahavi and Ryan, 1980; Hupkes, 1982; van Wee et

al., 2006; Metz, 2008)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학설로 통행시간예산이론(Travel Time Budgets Theory)이 있

다. 통행시간예산은 하루 24시간 중 통행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최대량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통행시간예산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Zahavi and Ryan (1980)과 Zahavi and Talvitie (1980)은 통행시간

예산이 통행자당 일일 1-1.3시간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상수

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연구들에서 확인한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자당 일

일 70.7분(Hupkes, 1982), 50–68분(Bieber et al., 1994), 70–90분

(Ausubel and Marchetti, 1998), 68분(Schafer and Victor, 2000), 60–68

분(Metz, 2008), 88분(Wargelin et al., 2012), 79-80분(나승원·여옥경,

2011), 102-110분(장수은, 2018) 등이다. 각 연구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자

들은 일정한, 즉 안정적인 통행시간예산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주어진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라면 교통사업과

교통정책의 영향평가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통행시간예산의 행태적 가설

은 사람들이 자신의 통행시간예산에서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시

간 또는 통행 외 활동시간을 조정하기(Mokhtarian and Chen, 2004) 때

문이다. 통행시간예산이 존재한다면, 교통류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시

행한 교통투자사업은 총통행시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 외의 교통행태의 변화를 새로운 평가척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행자가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변경할 수 있기에 교통

류 개선으로 발생한 접근성 또는 이동성(Ahmed and Stopher, 2014) 변

화를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혹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새로운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기에 Mokhtarian and Chen (2004)은 주어진 통행시간예산

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활동 및 목적을 확인할 것을 주장하

였다. 예컨대, 사람들은 쇼핑을 위하여 설정한 목적지보다 더 먼 곳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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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쇼핑센터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

통행시간예산은 교통수요추정과정에서 개인의 통행행태를 반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수요추정모형은 통행비용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기에 개인 통행행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Zahavi, 1979; Mokhtarian and Chen, 2004). Zahavi (1979)는 통행행태

를 대변할 수 있는 통행시간과 비용은 사회인구학 특성, 도시공간구조,

공급되는 교통체계 등 특정한 요인에 기인한 규칙성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성은 시·공간상에서 부분적으로 일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

행시간예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행태의 민감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

법론인 Unified Mechanism of Travel(UMT)을 제시하였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자의 경로변화, 목적지 선택 등 교통 분야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통행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개인 통행시간예산을 파악하고, 통행시간예산의 시·공간 안정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통행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집단별 통행시

간예산이 지닌 일련의 규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행시간예

산의 개념은 1961년 Tanne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van Wee et al.,

2006), 이후 50년 이상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

행시간예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 경험연구는

주로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관련 쟁

점사항 또한 존재한다. 관련 쟁점은 이론 쟁점과 특성 쟁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 쟁점은 통행시간예산 정의나 방법론 등 이론체계의 부재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특성 쟁점은 이론체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통행

시간예산의 특성을 규명하려 시도하였기에 발생한 오류이다.

주요 이론 쟁점은 통행시간예산이론과 경험연구에서의 통행시간예산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에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량이기에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통행시간지출1)(실제 통행에 사용한 시간)을 통행시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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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오인하였다. 혹은 추상적인 개념인 통행시간예산을 정량화하지

못하여 통행시간지출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이론 쟁점으로는 통행시간

예산의 안정성의 평가 방법이다. 통행시간예산의 일정함 혹은 안정성 등

예산이 지닌 일련의 규칙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명확하지 않고, 규칙성의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 과거 경험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으로 시기별 혹은

지역별 통행시간예산이 일정함(혹은 일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즉,

모호한 안정성 평가 기준으로 통행시간예산이 아닌 지출의 비교가 이루

어진 것이다.

특성 쟁점은 통행시간예산의 주요 가설인 시계열 및 횡단면 안정성

의 존재 여부, 통행시간예산의 계절 및 요일 편차, 사회인구집단별 통행

시간예산, 통행수단 및 목적 등 통행 관련 사항과 통행시간예산의 관계

등이 있다. 그동안 통행시간지출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예산 관련 특성을

규명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행시간지출과 예산은 동일한 개념이 아

니기에 해당 결과로 통행시간예산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일 수 있다.

상기한 배경에 따라 통행시간예산 이론에 대한 통합적 검토를 바탕

으로 통행시간예산을 정의하고, 통행시간예산이 지닌 안정성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행시간

예산의 안정성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섯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한다. 연구 질문은 통행시간예산의 정의

는 무엇인가,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통행시간예산

은 시계열·횡단면 안정성을 띄는가, 통행시간예산은 계절·요일 안정성을

띄는가, 통행시간예산은 사회집단 간 안정성을 띄는가이다.

1)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지출이란 실제 통행에 사용한 시간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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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1999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2004년, 2009년, 2014년에

각각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으로 총 4개 연도이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이며, 전국을 광역시·도

단위로 분류하였다.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전국의 행

정구역이 17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2014년 생활시간조사는 세종특별자

치시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기에 2014년의 공간적 범위 또한 16개 지역

이다. 연구의 대상은 통행을 1회 이상 수행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

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통행시간예산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그

동안 통행시간예산은 주로 수도권 혹은 서울로 한정하여 분석되었다. 둘

째, 한국의 지난 15년간 통행시간예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장기간

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통행시간예산의 주요 쟁점인 시계열 변

화를 파악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교통기반시설 투자,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요인이 통행시간예산에 미친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Ⅰ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이론 쟁점을 규명하고, 특성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을 평

가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그림 1-1]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Ⅱ장 1절에서 통행시간예산과 안정성 평가 등 이론 분야를 다

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통행시간예산을 정의하고, 통행시간예산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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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법과 안정성 평가 방법을 도출한다. Ⅱ장 2절에서는 통행시간예산

의 특성 쟁점을 살펴본다. 곧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및 횡단면, 계절 및

요일, 사회인구집단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통행시간예산의 특성지표를 설계한다.

Ⅲ장에서는 Ⅱ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통행시간예

산 추정 방법론,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한다. 예산의

추정은 확률변경모형을, 예산의 안정성 평가는 일원 분산분석을 각각 활

용한다.

Ⅳ장에서는 분석 자료인 생활시간조사의 개요, 시간 구분체계 등을

확인하여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안정성의 평가 지표인 시계열, 횡단

면, 요일, 사회인구집단의 구성요소를 정리한다. 그리고 Ⅲ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할 분석 대상과 통행목적에 맞추어 자료를 가공한 후 기초

통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아울러 Ⅱ장 1절에서 확인한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과 분석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통행시간예산 추정을 위한

변수를 설계한다.

Ⅴ장에서는 전체통행, 출퇴근통행, 여가통행에 관하여 각각의 통행시

간예산을 추정하고,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횡단면, 요일, 사회인구집단별 통행시간예산의 평균, 안정성 평가결과로

도출한 논의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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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Ⅱ. 선행연구 고찰

◦ 통행시간예산의 이론 쟁점 검토

◦ 통행시간예산의 특성 쟁점 검토

◦ 통행시간예산의 이론 및 특성 정립

↓

Ⅲ. 연구 방법론

◦ 통행시간예산 추정 방법론 구축

◦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방법론 제안

↓

Ⅳ. 분석 자료

◦ 분석자료 가공 및 특성 분석

◦ 통행시간예산 추정을 위한 변수 설계

◦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설계

↓

Ⅴ. 실증적 분석

◦ 통행시간예산 추정

◦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

Ⅴ. 결론

◦ 연구 요약

◦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 8 -

Ⅱ.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통행시간예산의 쟁점사항을 고찰한 후 연구 질문을 도

출한다. 쟁점사항은 이론 쟁점과 특성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자는

통행시간예산의 정의와 정의에 부합하는 통행시간예산 추정 방법론, 통

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체계 등 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다. 후

자는 통행시간예산이 지닌 특성과 관련한 쟁점사항이다.

1. 통행시간예산의 이론 쟁점

1) 통행시간예산의 정의

통행시간예산(Travel Time Budgets)은 통행시간지출(Travel Time

Expenditure)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통행시간예산은 사람들이 통행에

지출할 의사(willingness to)가 있는 시간의 최대량이며, 통행시간지출은

사람들이 실제로 통행에 사용(지출)한 시간이다. 따라서 통행시간지출은

통행시간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시간지출보

다 크거나 같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 과거의 경험 연구에서는 통행시간예산과 통행시

간지출을 혼동하였고, 분석에 사용한 지표는 지출이지만 예산으로 오용

한 사례도 있다. <표 Ⅱ-1>은 통행시간예산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지표 및 주요 내용이다. 주로 통행시간지출을 이용하여 예산의 안

정성, 관계규명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지표는 통행시간지출이나 이를 통

행시간예산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론에 부합한 통행시간예산을 정의한 연구(Banerjee et al., 2007;

나승원, 2011; Susilo and Avineri, 2013; Volosin et al., 2014)는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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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행시간예산 추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Banerjee et al. (2007)은 확률

변경접근법을 활용하였다. 통행시간예산이 시간의 최대 한계치임을 이용

하여 통행시간변경(frontier) 개념을 고안하였고, 통행시간예산의 대리변

수로 사용하였다. 이후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한 연구(Susilo and Avineri,

2013; Volosin et al., 2014; 나승원, 2011)에서 동일한 방법론이 사용되었

다.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시간지출과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확률변경모형을 이용한 연구자

모두 경제활동 참여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직자와 무직자(Volosin et al., 2014; 나승원, 2011), 전일제 및 시

간제 근로자와 무직자(Susilo and Avineri, 2013), 통근자와 비통근자

(Banerjee et al., 2007)로 모형을 구분하였다.

<표 Ⅱ-2>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통행시간 영향요인을 개인속성,

가구특성, 지역특성, 통행특성, 계절 및 요일, 활동시간으로 나누어 정리

한 것이다. 개인 속성으로는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경

제활동참여와 관련한 요인이 포함된다. 가구특성은 가구 내 차량 소유여

부, 미취학 아동, 가구소득 등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빈도가 높

기에 가구특성은 통행시간예산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지역특성은 국내연구인 나승원(2011)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 국외연

구는 도시 또는 지방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해당 분석지역(<표 Ⅱ

-1> 참조)인 미국, 스위스, 인도 Thane, 영국의 도시와 비도심지역 간의

통행 패턴차이가 존재하기에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통행횟수

나 날씨 및 기상특성, 활동시간을 고려하였다. 하루 24시간 중 일정 부분

의 통행시간예산이 존재한다면 통행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 또한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활동시간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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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분석지표 주요 연구내용

통행시간
지출

통행시간
예산

기타
(지표명)

안정성
분석

영향요인 및
상관관계 분석

집계연구

Zahavi and Ryan (1980) ● ●

Zahavi and Talvitie (1980) ●
●

(통행비용지출)
● ●

Tanner (1981) ●

●
(통행비용지출,
통행시간
일반화비용)

● ●

Hupkes (1982) ●
●

(통행횟수)
●

Kumar and Levinson (1995) ● ● ●

Metz (2004) ● ●

비집계연구

Golob (1990) ● ● ●

van Wee et al. (2006) ● ● ●

Banerjee et al. (2007) ● ●

<표 Ⅱ-1> 통행시간예산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지표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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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분석지표 주요 연구내용

통행시간
지출

통행시간
예산

기타
(지표명)

안정성
분석

영향요인 및
상관관계 분석

비집계연구

Chikaraishi et al. (2011) ● ●

Susilo and Avineri (2013) ●
●

(활동시간예산)
●

Volosin et al. (2014) ● ●

박용덕(2007) ● ●

김태호 외(2009) ● ●

나승원(2011) ● ● ● ●

나승원·여옥경(2011) ● ● ●

추상호·나승원(2011) ● ● ●

박태윤(2015) ● ●

최성택 외(2015) ● ●

구자헌(2018) ● ●

장수은(2018) ● ●

<표 계속> 통행시간예산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지표 및 주요 연구내용



- 12 -

구분
Banerjee
et al.
(2007)

Susilo
and
Avineri
(2013)

Volosin
et al.
(2014)

나승원
(2011)

개인
속성

연령 ● ● ● ●

성별 ● ● ●

교육 정도 ● ●

운전면허유무 ● ● ●

직업(통근) 유무 ●* ●* ●* ●*

고용형태 ● ●

근무시간 ●

직업 종류(전문직 더미) ● ●

직업 수(1개 이상 더미) ●

직장과의 거리 ● ● ●

가구
특성

가구 내 소유차량유무 ● ● ● ●

가구 내 소유차량대수 ●

가구소득 ● ● ● ●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수 ● ● ● ●

지역
특성

거주지 인구밀도 ●

거주지 고용밀도 ●

지가 ●

도시 또는 지방 ● ● ●

대중교통 이용(더미) ● ●

거주지역 내 지하철역 수 ●

통행
특성

통행횟수(통행목적별) ●

날씨,
요일

요일특성 ●

기상특성 ●

활동
시간

가정 외 활동시간 ●

필수·유지·여가활동시간 ●

*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의 구분 기준으로 사용함

<표 Ⅱ-2> 통행시간예산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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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통행시간예산이 비교적 유사할 때 통행시간

예산이 안정적(stability)이라 정의한다. <표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행시간예산 관련 연구는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연구의

시기에 따라 자료의 형태(집계, 비집계)가 다르고, 안정성에 대한 가설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을 다루었다.

집계연구(Zahavi and Ryan, 1980; Zahavi and Talvitie, 1980;

Tanner, 1981; Hupkes, 1982)는 주로 국가 또는 지역 간 평균 통행시간

지출을 비교하거나 지역 내 두 시점에 관하여 통행시간지출의 일정성,

규칙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특정 요인에 기인하는 집단 간 통행시간예

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2)(Zahavi and Talvitie, 1980; Tanner,

1981; Kumar and Levinson, 1995)가 수행되었다. 집계연구 중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Metz (2004)는 30년 동안 집계된 영국 통행자료를 이용

하여 통행시간이 일정함을 확인한 후, 교통모형에서 총통행시간 절감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집계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가

정하에 예산의 시계열적 변동성을 확인하거나 횡단면적 비교를 수행하였

다. 횡단면적 비교는 개인특성이나 가구특성과 같은 집단별, 지역별 통행

시간지출의 차이를 확인한 후, 영향요인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Golob

(1990)은 통행시간지출과 차량소유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으려 시도

하였다. 국내의 연구는 모두 비집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

이나 가구특성과 같은 집단별, 지역별 통행시간지출의 차이를 확인한 후,

영향요인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통행시간예산 안정성의 평가도구는 모두 연구자의 직관이다.

2) Zahavi and Talvitie (1980)은 차량 소요 여부, 요일 변동, 고용상태, 성별, 가구원 수, 소득 

등과 통행시간지출 사이의 관계규명을 시도하였다. Tanner (1981)와 Kumar and Levinson 

(1995) 또한 인구특성, 가구특성, 요일특성이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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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 집단의 통행시간 평균의 차이, 표준편차, 증감률이 연구자가

용인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이 존재함

을 주장하였다. 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통행시간과 해당 연구에서 분

석한 통행시간을 비교하였다.

Hupkes (1982)는 1962년과 1972년의 네덜란드 인당 평균 통행시간

예산은 각각 71.3분과 70.5분으로 비교적 일정하다고 주장하였다. Zahavi

and Talvitie (1980)는 통행시간예산이 지역 혹은 시기별로 통행자의 평

균 통행시간예산은 변동이 있으나 그 변동계수가 0.6이므로 상당히 안정

적이라고 주장하였다. Hupkes (1982)와 Zahavi and Talvitie (1980)의 안

정성 평가 척도는 예산의 평균과 변동계수이지만 안정성의 평가는 직관

적 판단으로 결정되었다. 0.8분의 평균차, 0.6의 변동계수가 연구자가 용

인할 수 있는 오차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자료의 유사성이 강조되거

나 차이점에 집중될 위험이 크다(van Wee et al., 2006). 그리고 조사 시

기 및 지역, 자료의 종류가 상이한 타 연구와의 교차비교는 적절하지 않

다(Ahmed and Stopher, 2014). 따라서 논리적인 안정성 평가를 위한 방

법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통행시간예산의 특성 쟁점

1) 시계열 및 횡단면 특성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통행시간예산(혹은 지출)의 시계열, 횡단면 안

정성 평가 결과는 <표 Ⅱ-3>과 같다. 시계열 안정성은 존재 여부에 대

한 연구자의 주장이 엇갈리나,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통행시간지출의 시

계열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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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안정성 평가 분석 자료

시계열 횡단면 지역 기간

통행시간
지출의
안정성

Zahavi and Ryan
(1980)

O O
미국 Washington 1955, 1968
미국 Twin Cities 1958, 1970

Zahavi and Talvitie
(1980)

O O

미국 Washington 1955, 1968
미국 Twin Cities 1958, 1970
콜롬비아 Bogota 1972
싱가포르 1975
독일 Munich 1976

Tanner (1981) X X 영국 1975, 1976
Hupkes (1982) O O 네덜란드 1962, 1972
Kumar and

Levinson (1995)
O X 미국

1990/3,
1991/3

Metz (2004) O - 영국 1972-2001
Golob (1990) X X 네덜란드 1985-1988
vanWee et al.
(2006)

X -
네덜란드 1979-1998
네덜란드 1975-1998

Chikaraishi et al. (2011) O X 독일 1999-2008
박용덕(2007) - X 한국(서울) 2002
김태호 외(2009) - X 한국 2002
나승원(2011) * O X 한국(서울, 수도권) 2002, 2006

나승원·여옥경(2011) O X 한국(서울, 수도권) 2002, 2006
추상호·나승원(2011) O X 한국(서울, 수도권) 2002, 2006
박태윤(2015) O X 한국(서울, 수도권) 2009

구자헌(2018) X - 한국(서울)
1999, 2004,
2009, 2014

장수은(2018) O X 한국(전국)
1999, 2004,
2009, 2014

통행시간
예산의
안정성

Banerjee et al. (2007) - X
미국 2001
스위스 2000

인도 Thane 2001
나승원(2011) * - X 한국(서울, 수도권) 2006

Susilo and Avineri (2013) - X 영국 2004

Volosin et al. (2014) X X 미국
1995, 2001,
2009

주: 1)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 ‘O’,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x’,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는 동일한 연구이며, 통행시간지출과 통행시간예산을 모두 다루었음.

<표 Ⅱ-3>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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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면 안정성은 초기연구(Zahavi and Ryan, 1980; Zahavi and

Talvitie, 1980)를 제외하고 다수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통행시간예산을 이용한 연구는 모두 안정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승

원(2011)은 2002년,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시간

지출의 지역별,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고 각 집단의 통행시간지출 시계열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6년의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한 후 공간

비교를 수행하였기에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안정성은 평가할 수 없고,

지역별 통행시간예산의 비교로 횡단면 안정성만 분석하였다.

예산의 시계열 증가원인으로 Volosin et al. (2014)은 신기술 등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발전 등의 이유로 통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

상되었고, 통행에 더 많이 할당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 van Wee et al. (2006)은 통행효율의 증가와 더불어

통행비용의 변화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개선된 도로망은 포화상

태이며, 도로에서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동차로 편안한 통행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통행 자료의 일관되지 않은 조사방법 또한 예산의 시계열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력 향상은 측정된 통행량이 증가된 것

처럼 보일 수 있다(Schafer, 2000; Ahmed and Stopher, 2014). 예산의

횡단면적 차이는 지역 간 교통체계의 이질성이 통행시간의 차이로 이어

졌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장수은, 2018).

그리고 총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라면 통행목적별 평균 통행시간예

산 또한 안정적일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van Wee et al., 2006). 그러나

통행시간을 목적별로 확인한 연구3)(Kumar and Levinson, 1995; Susilo

and Avineri, 2013; 장수은, 2018)는 소수이다. 장수은(2018)에서 확인한

목적별 통행시간지출은 안정적이었으며, 모두 표준편차가 3분 미만으로

나타났다. 통행목적별 통행시간예산은 많은 연구자가 집중한 연구 질문

3) Kumar and Levinson(1995)는 통근, 쇼핑, 업무, 사회 및 레크레이션, Susilo and Avineri 

(2013)은 Personal trips, Escorting trips, mixed trips로 분류하여 통행목적별 통행시간지출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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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통 개선사업으로 인한 통행시간절감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현상(1장 1절 참조)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 질문이기에 규명

의 필요성이 있다. 총통행시간이 안정적이지만 통행목적별 예산의 점유

율이 바뀐다면 통행자가 교통개선사업으로 절감한 통행시간만큼 다른 목

적에 사용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은, 2018).

2) 계절 및 요일 특성

일반적으로 통행은 일별 편차가 존재한다(Levinson and Kumar,

1995; 장수은, 2018). 쇼핑과 같은 특정 통행은 주 단위로 발생할 가능성

이 높으며(Zahavi and Talvitie, 1980; Ahmed and Stopher, 2014), 통행

패턴은 특정 기간을 주기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간, 월간, 연간과

같은 특정 기간 내 통행시간예산의 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다.

Mokhtarian and Chen (2004)은 이러한 일상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바람직한 조사 기간은 일주일이며, 1개월 또는 1년이라는 기간

은 빈도가 낮은 통행(휴가)을 포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표본에 관하여 하루가 아닌 특정 기간동안 조사된 통

행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예산의 요일 변동과 계절변동을

확인한다면 예산의 기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만일 변동을 발견한다면 특정기간 내 주어진 예산을 하루

단위로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Zahavi and Talvitie

(1980)는 독일 Munich의 평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의 통행시간지출을

확인하였으며, 통행시간 변동계수가 전체 1.1에서 평일 0.7로 감소하였다

고 밝혔다. 반대로 국내연구에서 통행시간예산의 요일 변동은 미미하다

고 결론짓기도 하였다(장수은, 2018).

통행시간예산의 계절변동은 거의 분석되지 않았는데 계절을 고려하

여 여러 번 통행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관련 자료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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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수은(2018)은 통행시간사용의 월

변동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시계열 월별 통행시간 조사자료가 부재하여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3) 사회인구집단 특성

통행시간예산을 다룬 연구에서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특성 중 하나

는 예산이 지닌 규모이다. 예산의 안정성이 대규모, 즉 국가 또는 도시

전역 평균으로 얻을 수 있는 거시적 개념(aggregate concept)인지, 또는

개인의 일일 시간지출을 통제하는 개별특성(individual property)인지의

여부이다(Ahmed and Stopher, 2014). Zahavi and Talvitie (1980)는 거

시적으로 통행시간지출은 일정하나 차량소유 여부, 고용상태, 성별, 소득

등으로 구분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제약, 개인적 선호의 차이로 통행시간은 이질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Susilo and Avineri,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 및

가구 특성에 기인한 개별 통행시간예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3. 소결

통행시간예산의 이론 쟁점 검토를 통해 통행시간예산 정의 불일치와

안정성 평가방법 부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통행시간예산의 특성 쟁점

의 주요 내용은 시계열 및 횡단면, 계절 및 요일, 사회인구집단별 특성

규명임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이론 쟁점인 통행시간예산의 정의에 관하

여 본 연구에서의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최

대량으로 정의한다. 이는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잠재적인 한계이므로 추

정이 필요하다. 통행시간예산의 추정은 Banerjee et al. (2007)의 확률변

경모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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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론 쟁점은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방법이다. 통행시

간예산의 안정성은 과거 관련 연구의 주요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정성의 정의 및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 상태이다. 주로 집단

별 통행시간예산의 평균치를 비교하였고, 안정성의 판단 기준은 연구자

의 직관이었다. 본 연구는 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평균 차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을 안정성 평가 기준으로 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일원 분

산분석방법을 제시한다. 통행시간예산의 평균이 동일하더라도 표본 오류

나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반대로 평균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행시간예산의 특성인 시계열 및 횡단면, 계절 및 요일, 사회인구집

단별 통행시간예산은 모두 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각각의 특성은 통행시간예산의 특성별 안정성으로 간주하고,

이후 실증분석단계에서 통행시간예산의 특성별 안정성을 평가한다. 다만

계절 안정성은 월별 통행시간자료의 부재로 특성지표에서 제외한다.

특성별 통행시간예산 안정성의 분석대상은 총통행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의 통행시간도 포함한다. 만약 특정 목적의 통행시간예산이 안

정적이라면 통행시간 절감에도 불구하고 총통행거리를 늘려 해당 목적의

통행시간이 큰 변화 없도록 조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안정

적이지 않다면 절감한 통행시간만큼 다른 목적의 통행에 사용했을 수 있

다. 즉 정해진 전체 통행시간예산 내에서 통행자가 상황에 맞추어 통행

목적별 통행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출퇴근

과 여가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통행시간예산의 정의를 정리한 점에

서 이론 측면의 학술적 기여도를 갖는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한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방법론을 제안한 점에서 방법론 측면의 학술

적 기여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논쟁이 지속된 통행시간예산 관

련 특성을 검증하는 점에서 실증분석 측면의 학술적 기여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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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론

1. 통행시간예산 추정

통행시간예산은 통행에 지출하거나 지출할 의사가 있는 최대시간이

며,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통행시간지출보다

크거나 같다. 통행시간예산의 개념을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ln   (1)

여기서, 는 통행자   ⋯의 통행시간지출. 즉 실제 통행시간

사용량이다. 실제 통행시간()은 분포의 왜도 값이 크고, 항상 0이 아닌

값을 가지기에 자연로그를 취한 을 사용한다. 는 통행자 의 통행시

간예산이며, 항상  ≥이다. 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작위변수이며,

통행시간예산과 실제 지출한 통행시간의 차이인 잔차(residual)에 자연로

그를 취한 값이다.

Aigner et al. (1977)이 제안한 확률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s)을 적용한 통행시간예산 추정모형은 식 (2)와 같다4). 확률변경모

형은 투입 요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산출수준 또는 변경

(frontier)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통행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잠재적인 한계인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2)

4) 곽만순·이영훈(2005)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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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행벡터(vector)로 통행시간예산 결정요인에 자

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는 원소가 (  ⋯  )인 ()열벡터

(vector)로 추정되어야 할 미지의 모수들이다. 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확률오차이다. 날씨와 파업 등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요소이다. 는 통행시간예산으로, 항상  ≥이다. 식 (2)를

이용하여 를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이후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복합 오차항(  )의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오차

항의 확률분포는 Aigner et al. (1977)의 가정을 따른다. 는 양방향의

대칭 분포인 정규분포( 
)이며, 와 독립임을 가정한다. 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일방향( 
 )분포이기에 반정규(half‐normal)분포

또는 지수(exponential)분포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통행자별 의 값이

큰 차이가 없을 때 반정규분포를 사용하며, 반대로 의 차이가 클 때

지수분포를 사용한다. 본 연구는 반정규분포로 가정하고, 우도비 검정을

통해 지수분포로 가정할 경우와 비교하여 반정규분포 가정의 적합성을

검정한다.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수정최소제곱법(corrected ordinary least square)이 있다.

본 논문은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한다. 수정최소제곱법에 비해 계산과정

이 복잡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의 값에 수렴하는 장점이 있

고, 파라미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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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  )의 확률분포 가정 하에 의 확률밀도함수 는

식 (4)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p








 


∞  ∞ (4)

    


,이며, 
와 

는 상호 독립적이다. 여기서

   , ~ 
이며, 의 밀도함수 는 식 (5)와 같으며, 

에 대한 기대값 과 분산 은 식 (6)과 같다.

 













 


  ≥ (5)

  





 ,     




 (6)

오차항 의 확률밀도함수 에 로그를 취한 후, 최우추정법을 이

용하여 식 (7)의 값을 최대화 시키는 파라미터    값을 추정한다.

 
  



ln  (7)

수식 (1)에서   ln이므로  대신 를 사용하면, 식 (8)로 표현

할 수 있다.

  expexp (8)

  exp ≤ 이므로, 관측된 통행시간 는 exp을 초과

하지 않는다. 따라서 exp는 통행시간예산이다. 통행시간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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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를 정리하면 식 (9)와 같다.

  expexp  exp×exp (9)

는 양방향의 대칭분포인 정규분포( 
)으로 가정했기에,

exp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exp  exp
이다. 따라서

수식 (9)를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p
 (10)

식(7)에서 최우추정법으로 확인한 파라미터 와  값을 수식 (10)에

적용하여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할 수 있다. 파라미터 추정은

LIMDEP 9.0과 N.LOGIT4.0을 이용하였다.

2.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일원분산

분석법(one-way ANOVA)을 제안한다. 과거 경험연구는 주로 연구자의

직관으로 안정성을 판단하였기에 안정성 평가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통계적 유의성을 통행시간예

산의 안정성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집단의 통행시간예산 평균값이 동일하더라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

며, 집단 간 통행시간예산 특성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반대로 집단의 통

행시간예산 분포 특성이 유사하나 표본 오차로 인해 평균값이 다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평균은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

이다. 일원분산 분석법은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의 통계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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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정하는 분석법이기에5). 여러 집단의 통행시간예산을 비교하는데 효

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를 위한 가설은 식 (11)에 나타난 바와 같

다. 귀무가설()은 ‘개 집단의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다’이며, 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차이가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미이

다. 반대로 대립가설()은 ‘개의 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은 차이가 있다’

이다. 여기서, 는 집단의 평균이다.

귀무가설        ⋯

대립가설   ≠≠ ⋯≠

(11)

가설의 평가 기준인 통계적 유의성은 F 검정을 이용하며 검정한다.

F 검정은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며, F

통계량의 산정방법은 <표 Ⅲ-1>과 같다. 여기서 전체 표본은 개이며,

표본 집단은 개이다. 관측값인 F 통계량이 F 임계치보다 크다면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며, 통행시간예산 평균의 차이가 유

의미한 것으로 해석한다.

변동 원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통계량

집단 간
(between-group)

   






집단 내
(within-group)

   



전체
(total)

   

<표 Ⅲ-1> 일원분산분석을 위한 분산분석표

5) 이희연·노승철(2012),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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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사후검증을 수행한다. 이는 안정

성을 평가하는 각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집단 간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기에 Scheffe의 사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동질적 부분집합을 추출한

다. 동질적 부분집합은 전체 비교 집단 중 통계적 유의성을 띄는 집단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묶은 것이며, 사후분석결과와 그 해석은 Ⅴ장의 3

절 논의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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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자료

1. 개요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일지(time-diary) 자료이다. 이 자료는 기존 교통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가구통행실태조사보다 광범위한 조사 지역과 세부적인 시간

사용실태를 제공하며, 일관된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고 있

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5년 주기로 2014년

까지 총 4회 조사되었다. 자료의 조사 기간과 표본 규모는 <표 Ⅵ-1>과

같다. 2014년 조사는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여름, 봄․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기간을 선정하여 조사되었다.

구분 조사 기간
표본 규모

가구 가구원

제 1회 (1999년) 9월2일-9월14일 17,000가구 42,973명

제 2회 (2004년) 9월2일-9월13일 12,651가구 31,634명

제 3회 (2009년)
3월12일-3월23일
9월9일-9월22일

8,090가구 20,263명

제 4회 (2014년)
7월18일-7월27일
9월19일-10월1일
11월28일-12월7일

11,986가구 26,988명

<표 Ⅵ-1>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기간, 표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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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설계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만 99세 이하

의 설문 내용에 대한 응답과 시간일지 작성이 가능한 가구원이다. 따라

서 매년 조사 대상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표 Ⅵ-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조사 인원은 연도별 차이가 있다. 조사항목은 개인 관련 사항, 가구

관련 사항, 시간일지로 나뉜다. 개인과 가구 관련 항목은 조사원이 응답

자와의 면접으로 기록하며, 시간일지는 응답자가 2일 동안 자신이 한 행

동을 10분 간격으로 직접 기록한다.

시간일지의 행동은 활동의 목적에 따라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나뉜다. 필수생활시간은 수면, 식사, 개인 건강관리와

같이 개인유지를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시간이다. 의무생활시간은 일, 학

습,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활동과 같이 의무적인 활동을 위한 시간

이며, 이동시간 또한 의무생활시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가생활시간

은 필수 및 의무생활 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며, 교제 및 여가활

동, 참여 및 봉사활동, 기타 시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이동시간의 세

부 분류는 <표 Ⅵ-2>와 같다.

구분 이동목적 비고

필수생활 관련 이동 개인유지

의무생활 관련 이동

일
출퇴근 출퇴근통행

기타 일 관련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여가생활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여가통행

기타

<표 Ⅵ-2> 생활시간조사의 이동목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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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루 24시간을 활동시간이라 하며, 활동목적에 따라 필수·

의무·여가생활시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모든 이동시간을 합한 총통행

시간과 출퇴근통행시간, 여가통행시간으로 각각의 통행시간예산을 분석

한다.

<표 Ⅵ-3>은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조사 항목을 이용해 선정한 통

행시간예산 안정성의 분석 지표이다. 계절 안정성의 경우, 7월, 9월, 12월

에 조사한 2014년을 제외하고 확인할 수 없기에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

서 제외한다.

구분 지표

시계열 및 횡단면
안정성

시계열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횡단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총 16개)

계절 및 요일 안정성
계절 -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회인구집단 간
안정성

연령대
20대(만 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성별 여성, 남성

<표 Ⅵ-3>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분석 지표

2. 자료의 가공 및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만 19세 이상 통행자로 한정한다. 미성년자

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님의 통행에 의존적일 가능성이 있

어(Banerjee and Pendyala, 2007)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을 통행자

로 국한한 이유는 통행시간이 통행에 수반되는 시간이므로 비통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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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은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행자란 통행을 최소 1회 이상 수행하여 통행시간이 0이 아닌 사람이

다. 다만 통행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것인지 또는 통행자에게 한

정적으로 일정한지의 논쟁이 있다(Mokhtarian and Chen, 2004; van

Wee et al., 2006). 그러나 비통행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통행시간사용

에 대한 연구 질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적 오류일 것이다.

분석 대상을 한정한 후 자료의 오류 및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오류

항목은 활동시간과 관련해 통행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표본이다. 예컨대

여가를 위한 통행을 하였지만 여가활동시간이 0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

우가 있다. 혹은 직업이 없으며, 총 근무시간이 0분이지만 출퇴근통행시

간이 0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직업이 있으며, 총 근무시간이 0

분이 아니며, 출퇴근통행시간이 0인 경우는 재택근무 등의 가능성이 있

기에 제거하지 않았다.

이상치는 통행시간이 과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이다. 장시간 비

행을 이유로 통행시간이 20시간을 넘는 등 일상적인 생활시간이 아닌 특

별한 날로 간주할 수 있는 표본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Tukey (1977)이 제안한 IQR(Interquartile range) Rule for

Outliers를 이용하였다. IQR는 사분위수 범위이며, 제 3 사분위수(Q3)와

1사분위수(Q1)의 차이이다. 자료의 하한치(Lower boundary)는 Q1 –

1.5×IQR이며, 자료의 상한치(Upper boundary)는 Q3 + 1.5×IQR이다.

가공한 자료의 표본 수, 통행시간지출 현황은 <표 Ⅵ-4>와 같다. 총

통행 표본 중 출퇴근통행을 수행한 통행자, 여가통행을 수행한 통행자로

각각 표본을 추출하였기에 통행목적별 표본수의 차이가 있다. 총통행시

간지출은 1999년에서 2004년에 약 7분 증가하였고, 이후 약 2분씩 증감

을 반복하였다. 출퇴근통행시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가통행

시간지출은 연도별 차이가 총통행과 출퇴근통행에 비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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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목적 연도 표본 수
통행시간지출(단위: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총통행

1999년 61,523개 90.92 55.17 10 250

2004년 46,542개 97.12 58.88 10 270

2009년 29,616개 99.62 56.85 10 260

2014년 40,661개 97.31 56.64 10 260

출퇴근
통행

1999년 32,649개 59.09 39.71 10 250

2004년 24,115개 60.88 39.24 10 270

2009년 14,988개 65.33 38.31 10 260

2014년 18,204개 68.92 39.14 10 260

여가통행

1999년 27,874개 58.97 46.84 10 250

2004년 22,002개 59.85 48.39 10 270

2009년 13,850개 59.50 45.81 10 260

2014년 17,983개 57.92 45.34 10 260

<표 Ⅵ-4> 분석 자료의 표본 수와 통행시간지출 현황

<표 Ⅵ-5>는 총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으로, 통행시간예산 안

정성 평가 지표인 지역, 요일, 연령, 성별에 따른 자료의 점유율과 평균

통행시간지출 현황이다. 지역별 통행시간지출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서

울은 모든 연도에 100분을 넘는 통행시간지출이 나타난다. 요일별 통행

시간지출은 평일과 일요일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연령대별 통행

시간지출은 지표 중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 20대가 가장 높고,

30-50대의 지출은 유사하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통행시간

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차이는 13.9분-16.5분 사이이다. 지표로 확인한

통행시간지출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Ⅵ-6>은 총

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다.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통행시간

지출은 큰 차이가 있으며, 고용형태와 주간 근로시간 또한 통행시간지출

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통행시간지출 또한 증가하지

만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오히려 통행시간지출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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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61,523개 46,542개 29,616개 40,661개

지역

서울 12.13 101.21 12.73 110.53 13.02 108.36 12.20 111.03
부산 8.14 95.62 7.96 103.15 7.17 108.39 6.90 100.37
대구 6.30 93.19 6.18 97.31 7.18 98.19 5.94 98.31
인천 6.30 93.01 6.24 103.38 5.81 110.66 5.81 99.61
광주 5.17 102.37 5.08 98.32 5.41 102.26 5.14 102.12
대전 4.86 94.98 4.69 102.04 5.28 101.23 5.27 92.93
울산 4.04 94.26 4.62 93.90 5.40 91.91 5.40 97.33
경기 9.71 93.32 10.89 98.99 11.52 105.26 13.84 108.03
강원 5.19 80.07 4.57 83.95 4.62 88.14 4.52 89.87
충북 5.08 82.74 4.83 90.85 5.15 89.42 4.79 89.36
충남 5.35 81.14 5.18 93.76 4.89 90.45 4.93 84.62
전북 5.42 87.77 5.33 90.77 5.18 90.50 4.89 83.98
전남 5.71 83.91 5.51 90.26 4.75 96.52 4.92 90.15
경북 6.52 82.39 6.41 84.43 4.92 93.01 5.45 85.86
경남 6.41 83.51 6.32 92.13 5.15 96.16 5.84 92.13
제주 3.66 92.18 3.45 96.82 4.55 96.59 4.17 90.11

요일

월요일 10.14 91.43 10.28 97.19 10.04 100.96 10.19 97.59
화요일 10.32 90.68 9.99 95.56 10.27 101.51 10.37 97.69
수요일 10.24 92.10 10.21 99.84 10.15 103.21 10.28 100.44
목요일 10.27 91.64 10.28 97.16 10.24 98.49 10.21 98.75
금요일 20.81 91.26 20.76 98.70 20.50 101.43 20.57 99.79
토요일 19.90 92.44 19.79 98.73 19.84 101.35 19.52 98.02
일요일 18.31 87.70 18.70 92.96 18.96 92.83 18.86 91.04

연령

20대 22.80 103.50 17.66 109.94 15.69 109.46 13.77 111.01
30대 25.20 89.90 23.54 99.48 21.47 101.25 18.90 102.73
40대 21.04 91.62 25.08 97.68 25.07 103.44 22.48 102.41
50대 14.32 87.24 14.80 95.41 16.89 99.50 20.60 97.25
60대 10.92 81.12 11.47 86.58 11.42 90.31 12.34 86.76

70세 이상 5.71 70.69 7.44 77.05 9.45 80.94 11.91 74.31

성별
여성 53.15 83.58 53.67 89.45 53.10 93.07 53.52 90.15
남성 46.85 99.26 46.33 106.01 46.90 107.04 46.48 105.56

<표 Ⅵ-5> 총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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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61,523개 46,542개 29,616개 40,661개

교육
정도

무학 7.71 71.64 6.34 76.31 4.96 77.81 3.87 66.67

초교 졸업 15.88 79.75 13.99 84.66 11.96 86.59 10.84 77.24

중교 졸업 13.90 85.27 11.91 89.14 10.33 91.04 9.29 87.02

고교 졸업 37.29 90.61 35.78 95.80 34.92 98.13 31.12 95.71

전문대 졸업 9.06 105.54 9.95 107.35 14.71 107.31 16.80 104.01

대학교 졸업 14.39 108.17 19.58 112.28 19.98 112.37 23.57 110.15

대학원 졸업 1.77 111.40 2.45 117.69 3.15 111.40 4.51 112.06

경제
활동

유 67.77 93.65 68.16 101.44 67.20 105.04 66.91 103.18

무 32.23 85.19 31.84 87.88 32.80 88.53 33.09 85.70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39.74 99.19 42.45 105.74 45.20 107.37 47.29 105.61

고용주 2.64 103.09 4.29 113.92 3.88 117.41 4.82 114.32

자영자 16.54 88.52 15.22 94.68 13.66 100.38 11.19 94.97

기타 8.84 75.55 6.20 79.99 4.46 85.17 3.61 79.46

주간
근로
시간

20시간 이하 4.97 89.17 5.26 97.49 5.90 100.67 6.10 96.31

20-40 11.34 93.56 15.03 102.90 18.54 107.46 22.39 104.73

40-60 32.00 98.57 34.40 105.01 30.80 107.19 30.28 105.91

60시간 초과 19.46 86.75 13.47 92.23 11.95 97.90 8.15 93.53
가구
내
자녀

미취학 자녀 무 86.96 90.81 83.74 97.06 85.60 99.69 85.18 96.76

미취학 자녀 유 13.04 91.71 16.26 97.44 14.40 99.25 14.82 100.47

주택
종류

단독주택 58.32 88.36 46.10 92.91 37.43 94.06 34.90 90.62

아파트 27.45 96.02 39.72 101.43 47.75 102.66 51.26 101.55

연립·다세대 11.70 94.29 11.67 101.13 13.98 104.70 12.74 99.24

기타 2.50 79.20 2.51 87.77 0.84 90.12 1.10 89.84

목적
통행
횟수

1회 42.31 67.35 38.82 67.15 36.77 67.65 41.29 68.20

2회 34.86 98.55 35.19 102.73 34.40 103.41 35.64 104.86

3회 17.22 117.18 18.90 127.77 20.28 128.48 17.59 132.26

4회 4.78 137.89 5.83 148.80 7.09 149.73 4.82 153.67

5회 이상 0.83 157.01 1.25 165.52 1.46 171.79 0.66 168.54

<표 Ⅵ-6> 총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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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미취학 자녀가 있는 통행자는 약 13-14%로, 미취학 자녀의

유무에 따른 통행시간지출의 차이는 1999년부터 2009년에 1분 미만이며,

2014년은 약 4분으로 나타난다. 주택 종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

를수록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의 통행시간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목적

통행횟수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1회 혹은 2회의 목적으로 통행을 수

행한다. 그리고 1회 통행자의 통행시간지출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다.

목적통행 2회 이상 통행자의 통행시간지출은 1999년 대비 2014년에 6분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목적 통행 1회 표본의 통행시간지출은 67분에

서 68분 사이로 나타난다.

출퇴근통행시간과 여가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요일별 표본 비율과 통행시간 현황을

통해 주말과 평일의 통행목적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출퇴근통

행 표본의 경우, 요일별 점유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총통행표본

으로 확인한 일요일의 통행자 비율은 18%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통행

표본에서 일요일의 통행자 비율이 약 8-12%로 나타난다.

그리고 2004년 7월 주 5일제 근무제의 도입 전후로 요일별 점유율과

통행시간지출의 큰 변화가 나타난다. 2004년부터는 토요일의 출퇴근통행

자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1999년은 평일과 토요일의 통행시간지출이

59-61분 사이로 유사하며, 일요일은 52분으로 7분 이상 차이가 있다.

2014년은 평일 69-70분, 토요일 66분, 일요일 63분으로, 1999년에 비해

평일과 토요일의 통행시간지출의 차이가 크다. 반대로 여가통행시간 표

본의 경우, 일요일의 여가통행자 비율은 24-26%로 높게 나타나고, 토요

일의 점유율은 1999년 20.6%에서 2014년 22.5%로 출퇴근통행 표본의 토

요일 점유율(1999년 20.6%, 2014년 14.8%)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다.

연령별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은 20대보다

30대의 비율이 약 7-9% 더 많은데, 총통행시간 표본의 차이인 약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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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타난다. 40대의 점유율 또한 총통행시간 표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30-40대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여가통행표본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여가통행 비율이 높으나 여가통행시

간지출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더 많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

록 경제활동인구의 여가통행시간지출이 증가하고, 비 경제활동인구의 지

출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경제활동 유무에 관하여, 출퇴근통행 표본은

100%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가통행 표본은 경제활동인구 약

54%, 비경제활동인구 약 46%로 나타난다. 그리고 출퇴근과 여가통행 표

본 모두 총통행시간 표본과 달리 목적별 통행횟수가 증가할수록 통행시

간지출은 감소한다.

3. 변수 설계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의 종속변수는 통행시간지출의 자연로그값이

다. 독립변수는 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

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변수와 생활시간조사자료의 가용성을 확인한 후

선정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된

항목이 존재하며, 연도별 가용 항목은 <표 Ⅵ-7>과 같다.

조사항목 중 조사정보, 시간 사용은 모든 연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 및 가구특성의 몇 가지 항목은 연도별 가용성에 차이가 있

다. 특히, 소득(개인, 가구)은 몇몇 연도에 조사되지 않아 변수로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대신 가구소득의 대리변수로 주택종류를 사용한다.

[그림 Ⅵ-1]은 2014년의 가구소득별 주택종류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세

대 주택의 거주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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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조사 정보

거주지역(광역시·도 수준) O O O O

농가/비농가 구분 O O O O

조사 계절 X X X △

조사 요일 O O O O

개인특성

연령 O O O O

성별 O O O O

교육수준 O O O O

혼인상태 O O O O

월 평균 개인 소득 X O O O

경제활동 여부 O O O O

직업의 종류 O O O O

종사상 지위 O O O O

근로 형태 X X O O

주간 근로시간 O O O O

정기휴무일수 O O O O

가구특성

가구 내 소유 차량 유무 O O X X

가구 내 소유 차량 수 X O X X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 O O O O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수 X X O O

가구소득 X X X O

주택 종류 O O O O

주거전용면적 O O O O

주거 점유형태 O O O O

통행 특성 통행횟수(통행목적별) △ △ △ △

활동시간 목적별 활동시간 O O O O

주: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기록된 항목은 ‘O’, 조사항목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항목은
‘△’, 알 수 없는 항목은 ‘X’로 표기함.

<표 Ⅵ-7> 생활시간조사의 항목 및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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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월평균 가구소득별 주택종류(2014년)

그리고 2006년부터 조사된 주거실태조사자료의 가구소득별 주택종류

로 과거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과거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Ⅵ-8> 참조).

연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소득계층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저 중 고

단독주택 62.3 36.0 23.0 62.2 34.8 20.9 59.9 33.5 18.8 52.7 33.2 26.0 57.6 30.9 14.7

아파트 24.2 48.5 65.3 25.9 50.3 68.1 26.9 53.1 72.4 35.1 52.2 60.4 29.5 54.7 76.2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0.0 12.2 9.9 9.1 12.0 9.1 10.5 11.1 6.8 9.0 11.2 10.2 9.4 11.2 6.2

기타 3.6 3.3 1.8 2.9 2.9 1.9 2.8 2.2 2.1 3.2 3.4 3.4 3.5 3.3 2.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06년-2014년)
주: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층은 1~4분위, 중소득층은 5~8분위, 고소득층은 9~10분위임

<표 Ⅵ-8> 가구소득별 주택종류의 점유비율(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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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생활시간조사의 항목 및 가용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변수는 <표 Ⅵ-9>와 같다. 종속변수는 통행시간지출의 자연로그

값이다. Ⅲ장에서 확률변경모형 설계 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행시간지출

은 실제 통행시간의 분포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에 자료의 정규

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수의 변환(자연로그화)을 통해 정규분

포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였다. 통행시간지출과 ln(통행시간지출)의 분포

형태와 기술통계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활동시간, 통행특성으로 나뉜다. 개

인특성 중 연령과 성별은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사회인구집

단 지표이므로 제외하였고, 교육 정도와 경제활동 관련 변수를 선별하였

다. 통행시간예산을 추정한 선행연구에서 직업 유무 혹은 통근 여부를

모형의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표 Ⅱ-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경

제활동 관련 요인을 통행시간예산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하고, 변수

로 활용한다. 또한, 주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때 통행시간지출이

감소하였기에 해당 항목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가구특성은 가구 내 미취

학 자녀의 유무와 주택종류이다. [그림 Ⅵ-1]과 <표 Ⅵ-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택 종류는 가구소득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시간은 통행목적에 따라 구분한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

가생활시간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만 의무생활시간은 일 관련 시간과

가정관리시간을 각각 사용하였다. 기존 분석 자료의 의무생활시간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가

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을 가정 관리 시간으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통행시간지출에 자연로그를 취했기에 그

외 연속변수인 활동시간과 통행특성 또한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연속변

수가 0일 경우는 자연로그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변수 값을 1로 입력하였

다. 목적통행횟수는 통행목적별 통행시간이 0이 아닌 목적의 개수로 산

정하였고, 통행목적은 <표 Ⅵ-2>에 나타낸 바와 같이 9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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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비고

종속변수 통행시간지출 ln(통행시간지출) 단위: 분

독립
변수

개인
특성

교육 정도 더미변수(대졸 이상: 1, 그 외: 0)

경제활동 여부 더미변수(경제활동 유: 1, 그 외: 0)

고용형태
더미변수 A(임금근로자: 1, 그 외: 0)
더미변수 B(고용주: 1, 그 외: 0)
더미변수 C(자영자: 1, 그 외: 0)

근로시간 더미변수(60시간 초과: 1, 그 외: 0)
단위:
시간/주

가구
특성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

더미변수(미취학 자녀 유: 1, 무: 0)

주택종류 더미변수(아파트: 1, 그 외: 0)
가구소득
대리변수

활동
시간

필수생활시간 ln(필수생활시간) 단위: 분

의무
생활
시간

일 ln(일 관련 시간) 단위: 분

가정
관리

ln(가정 관련 시간) 단위: 분

여가생활시간 ln(여가생활시간) 단위: 분

통행
특성

목적통행횟수 ln(목적통행횟수) 단위: 회/일

<표 Ⅵ-9>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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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분석

1. 통행시간예산 추정

우선 통행시간예산의 추정에 사용하는 확률변경모형의 적합성을 검

정하였다. 적합성 검정을 위한 가설은 <표 Ⅴ-1>과 같으며, 모형의 통계

적 유의성과 모형에서 가정한 오차항 분포형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적합성은 우도비 검정(LR test)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반정규분포로의 가정이 적합하

였다.

구분 내용 가설

적합성 a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H0: 확률변경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H1: 확률변경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적합성 b
오차항 가정의
적합성

H0: 지수분포로의 가정이 모형에 더 적합하다
H1: 반정규분포로의 가정이 모형에 더 적합하다

<표 Ⅴ-1> 적합성 검정을 위한 가설

<표 Ⅴ-3>, <표 Ⅴ-4>, <표 Ⅴ-5>는 각각 총통행시간예산, 출퇴근

통행시간예산, 여가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이다. 총통행

시간예산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 대학(4년제 미만) 졸업 이

상의 교육수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모두 통행시간예산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임금근로자, 고

용주, 자영자 순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간 6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오히려 통행시간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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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도비 검정통계량 임계치

[자유도]
검정 결과

a b a b

총
통행시간
예산

1999년 17,515 208 23.21[10] H0 기각 H0 기각

2004년 16,433 59 24.72[11] H0 기각 H0 기각

2009년 10,517 42 24.72[11] H0 기각 H0 기각

2014년 13,737 31 24.72[11] H0 기각 H0 기각

출퇴근
통행시간
예산

1999년 7,864 122 23.21[10] H0 기각 H0 기각

2004년 5,899 35 24.72[11] H0 기각 H0 기각

2009년 2,785 48 24.72[11] H0 기각 H0 기각

2014년 2,822 83 24.72[11] H0 기각 H0 기각

여가
통행시간
예산

1999년 3,613 118 21.67[9] H0 기각 H0 기각

2004년 3,025 47 21.67[9] H0 기각 H0 기각

2009년 2,054 23 18.48[7] H0 기각 H0 기각

2014년 2,226 30 18.48[7] H0 기각 H0 기각
주: 1) 우도비 검정통계랑은 –2[L(H0)-L(H1)]로 계산함

2)임계치의 유의수준은 1%임

<표 Ⅴ-2>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가구 특성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는 통행시간예산에 양의 영향, 가구

내 미취학자녀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 주택 종류 중 아파트 거주자는 고

소득 가구를 대리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통행시간예산에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양육 등의

활동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통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될 것

이다. 1999년은 가구 내 미취학자녀가 통행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04년 이후로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활동시간의 경우,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모두

통행시간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유지를 위한 수면, 식사

등이 포함된 필수생활시간의 추정치가 가장 높아 필수생활과 통행시간예

산의 강한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행특성의 경우, 통행자의 통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통행시간예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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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상수항 7.479 78.839 8.231 71.380 8.139 55.390 8.099 62.288

개인특성

교육 수준 대졸 이상 0.096 17.151 0.073 12.199 0.058 8.640 0.059 10.196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0.220 32.722 0.214 28.933 0.187 21.671 0.173 23.208

고용주 0.174 11.326 0.168 11.776 0.164 9.505 0.162 11.746

자영자 0.053 6.539 0.051 5.535 0.070 6.226 0.092 8.991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0.113 -17.696 -0.122 -15.249 -0.081 -8.241 -0.112 -11.075

가구특성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유: 1) - - -0.068 -9.450 -0.065 -7.188 -0.034 -4.287

주택 종류 아파트 0.013* 2.433 0.018 3.237 0.013* 2.057 0.024 4.390

활동시간

필수생활시간 -0.345 -24.992 -0.423 -26.184 -0.400 -19.387 -0.391 -21.297

의무생활시간
일 -0.051 -40.297 -0.055 -37.722 -0.050 -28.872 -0.041 -27.664

가정 관리 -0.066 -58.064 -0.066 -50.176 -0.060 -36.973 -0.057 -40.320

여가생활시간 -0.088 -28.080 -0.136 -30.913 -0.136 -25.603 -0.137 -30.459
통행특성 목적통행횟수 0.622 122.901 0.688 124.311 0.640 99.137 0.619 106.629

 1.390 99.301 1.233 84.638 1.574 72.666 1.755 87.394

 0.759 0.709 0.716 0.760
 0.443 0.447 0.384 0.376
 0.616 0.551 0.604 0.660

 -61,977.9 -46,834.4 -28,180.3 -39,572.1

 -53,220.5 -38,617.8 -22,921.9 -32,703.4
주: 모든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은 p < 0.05, **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Ⅴ-3> 총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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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상수항 7.909 41.812 8.366 36.558 9.428 31.198 10.753 37.454

개인특성

교육 수준 대졸 이상 0.064 7.969 0.068 7.962 0.060 6.146 0.089 10.846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0.451 38.621 0.448 31.556 0.359 19.153 0.388 15.968

고용주 0.273 13.740 0.282 14.111 0.237 9.360 0.274 9.973

자영자 0.085 6.688 0.070 4.508 0.066 3.257 0.213 8.157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0.129 -17.115 -0.155 -16.719 -0.124 -10.834 -0.186 -15.934

가구특성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유: 1) - - -0.043 -4.260 -0.055 -4.304 -0.024* -2.194

주택 종류 아파트 0.075 9.697 0.084 10.683 0.065 7.082 0.026 3.194

활동시간

필수생활시간 -0.396 -16.719 -0.437 -15.772 -0.577 -15.716 -0.721 -21.033

의무생활시간
일 -0.070 -8.294 -0.068 -7.161 -0.067 -5.483 -0.123 -9.925

가정 관리 -0.043 -25.827 -0.049 -25.333 -0.044 -18.905 -0.049 -23.783

여가생활시간 -0.117 -25.460 -0.160 -24.780 -0.163 -20.490 -0.161 -22.895
통행특성 목적통행횟수 -0.303 -42.571 -0.224 -28.421 -0.159 -17.430 -0.218 -26.138

 1.390 74.352 1.338 64.109 1.711 52.171 2.232 58.008

 0.799 0.753 0.765 0.816
 0.467 0.451 0.386 0.334
 0.649 0.603 0.661 0.745

 -33,886.8 -23,867.4 -13,654.0 -16,247.4

 -29,954.9 -20,917.7 -12,261.3 -14,836.6
주: 모든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은 p < 0.05, **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Ⅴ-4>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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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상수항 5.682 28.141 6.691 34.357 6.902 26.851 5.950 25.142

개인특성

교육 수준 대졸 이상 0.090 8.765 0.078 6.953 0.074 5.808 0.075 6.568

근로 형태

임금근로자 0.153 12.261 0.172 12.885 0.169 10.876 0.217 15.995

고용주 0.183 5.918 0.161 5.725 0.134 3.896 0.226 7.876

자영자 0.132 8.337 0.150 8.553 0.171 7.922 0.171 8.358

근로시간 60시간 초과 -0.043 -2.848 -0.044 -2.377 - - - -

가구특성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유: 1) - - -0.052 -3.591 - - - -

주택 종류 아파트 - - - - - - -

활동시간

필수생활시간 -0.201 -7.656 -0.321 -10.811 -0.320 -8.209 -0.197 -5.513

의무생활시간
일 -0.085 -33.393 -0.100 -39.443 -0.105 -34.245 -0.086 -31.298

가정 관리 -0.038 -16.690 -0.040 -15.616 -0.049 -15.479 -0.036 -12.618

여가생활시간 0.044 4.189 - - - - - -
통행특성 목적통행횟수 -0.223 -20.220 -0.205 -17.148 -0.198 -14.006 -0.279 -21.569

 0.895 53.963 0.748 41.016 1.295 46.626 1.108 49.883

 0.877 0.837 0.918 0.896
 0.653 0.670 0.561 0.601
 0.585 0.502 0.727 0.666

 -33,023.4 -25,962.1 -15,914.4 -20,734.7

 -31,217.0 -24,449.8 -14,887.5 -19,621.5
주: 모든 변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은 p < 0.05, **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Ⅴ-5> 여가통행시간예산의 확률변경모형 추정 결과



- 44 -

출퇴근통행시간예산 추정 변수와 통행시간예산 사이의 관계부호는

대부분 총통행시간예산의 결과와 동일하다. 대학졸업자, 근로자, 아파트

거주자가 통행시간예산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주당 근무시간 60

시간 초과, 가구 내 미취학 자녀, 통행 외 활동시간, 출퇴근통행이 아닌

다른 통행횟수는 출퇴근통행시간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총통행시간

예산 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도한 근무시간은 오히려 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목적통행횟수의 부호는 총통행시간예산 추정결과와 달리 음의 방향

이다. 출퇴근통행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통

행횟수가 증가하면 출퇴근통행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외생 충격으로 발생하는 확률오차인 의 표준편차 가 점차

감소하였다. 즉, 외생 요인의 영향에 따른 통행시간 편차가 감소한 것이

다.

여가통행시간예산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특성에 따른 영향은

높은 교육수준과 모든 근로형태가 각각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특성이 통행시간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확인할

수 없다. 2004년을 제외한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유무, 모든 연도의 주택

종류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즉, 여가통행시간예산은 가구보다 개

인 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통행횟수가

증가할수록 여가통행시간예산이 감소한다.

출퇴근통행시간예산과 동일한 이유로 여가 외 목적의 통행횟수가 증

가한다면 주어진 전체 예산 중 여가를 위한 통행시간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활동시간 중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은 여가통행시간

예산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가생활시간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1999년 모형에서 통행시간예산과의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이후의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여가생

활시간의 크기와 관계없이 개인특성에 기인한 여가통행시간예산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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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6>은 통행시간예산 추정치와 통행시간지출 현황을 비교한

결과이며, [그림 Ⅴ-1]부터 [그림 Ⅴ-12]는 통행시간예산 추정치와 통행

시간지출 현황을 나타낸 분포곡선이다. 비율(r)은 평균 통행시간지출과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비율이며, 예산 대비 실제 통행시간의 사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통행자는 자신이 지닌 잠재적인 통행시간 중 약

65-70%를 실제 통행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모형 구분
통행시간지출(단위: 분) 통행시간예산(단위: 분)

비율(r)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통행

1999년 90.92 55.17 135.50 63.81 0.67

2004년 97.12 58.88 139.64 69.47 0.70

2009년 99.62 56.85 147.77 64.59 0.67

2014년 97.31 56.64 148.88 63.91 0.65

출퇴근
통행

1999년 59.09 39.71 89.33 44.55 0.66

2004년 60.88 39.24 89.81 43.55 0.68

2009년 65.33 38.31 99.95 38.88 0.65

2014년 68.92 39.14 110.82 36.25 0.62

여가통행

1999년 58.97 46.84 85.58 57.51 0.69

2004년 59.85 48.39 83.07 59.23 0.72

2009년 59.50 45.81 93.08 53.64 0.64

2014년 57.92 45.34 87.68 54.14 0.66

<표 Ⅴ-6> 모형별 통행시간지출과 통행시간예산 비교

통행시간의 분포 형태는 통행목적별로 유사한 형태이다. 총통행시간

의 분포와 비교하면 출퇴근시간의 분포는 더욱 밀집된 형태이다. 그리고

1999년과 2004년에 이후 r값이 감소하며, 2004년 이후 지출과 예산의 차

이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가통행시간은 r값이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며, 통행시간지출의 연도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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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총통행시간 분포(1999년)

 

[그림 Ⅴ-2] 총통행시간 분포(2004년)

[그림 Ⅴ-3] 총통행시간 분포(2009년)

 

[그림 Ⅴ-4] 총통행시간 분포(2014년)

[그림 Ⅴ-5] 출퇴근통행시간 분포(1999년)

 

[그림 Ⅴ-6]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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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09년)

 

[그림 Ⅴ-8] 출퇴근통행시간 분포(2014년)

[그림 Ⅴ-9] 여가통행시간 분포(1999년)

 

[그림 Ⅴ-10] 여가통행시간 분포(2004년)

[그림 Ⅴ-11] 여가통행시간 분포(2009년)

 

[그림 Ⅴ-12] 여가통행시간 분포(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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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예산 안정성 평가

1) 시계열 및 횡단면 안정성

<표 Ⅴ-7>은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안정성 평가 결과이다. 총통행

시간, 출퇴근통행시간, 여가통행시간의 예산 모두 시계열 안정성을 띄지

않는다. 각각의 안정성 평가결과 중 F통계치가 F임계치보다 크기에 P값

이 유의수준(p=0.05)보다 작다. 따라서 귀무가설(H0: 집단 간 통행시간예

산이 안정적임)을 기각한다.

구분 총통행시간예산 출퇴근통행시간예산 여가통행시간예산

F 447.295 1258.762 94.121

P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7> 시계열 안정성 평가 결과

지역별 통행시간예산은 <표 Ⅴ-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총

통행시간예산과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가통

행시간예산은 증감을 반복한다. 총통행시간예산은 1999년 대비 2014년에

13.4분 증가하였고, 출퇴근시간과 여가통행시간의 예산은 각각 21.5분,

2.1분 증가하였다. 출퇴근통행은 2004년 이후 연도별로 약 10분씩 증가하

였는데, 도시스프롤 현상이나 직주불일치 등으로 통근거리가 증가하였을

수 있다. 반면, 여가통행은 재량통행이기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통행 자

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연도별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총·출퇴근·여가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는 각각 <표

Ⅴ-8>, <표 Ⅴ-9>, <표 Ⅴ-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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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서울
평균 145.4 153.9 153.9 162.0
표준편차 67.1 73.1 66.3 66.2

부산
평균 139.6 145.5 157.5 150.6
표준편차 64.8 70.3 68.6 65.3

대구
평균 138.0 139.0 144.8 149.4
표준편차 62.7 69.1 64.3 62.5

인천
평균 136.4 145.4 158.0 150.9
표준편차 64.6 73.6 67.2 64.4

광주
평균 149.8 143.0 151.5 155.2
표준편차 65.6 68.5 63.6 64.1

대전
평균 140.2 147.5 151.3 143.6
표준편차 64.4 71.7 63.5 59.0

울산
평균 144.2 136.7 139.3 147.5
표준편차 64.0 66.2 59.2 60.2

경기
평균 136.9 141.4 154.5 160.0
표준편차 66.9 72.3 68.5 68.0

강원
평균 123.5 125.7 136.2 141.4
표준편차 58.4 63.1 60.7 63.1

충북
평균 126.1 132.0 137.0 142.7
표준편차 61.2 65.6 59.6 60.6

충남
평균 124.3 136.7 137.6 136.1
표준편차 59.0 69.7 61.3 59.5

전북
평균 133.7 131.9 138.0 134.6
표준편차 62.2 64.8 60.8 58.1

전남
평균 127.3 132.2 146.0 142.3
표준편차 59.1 64.5 63.6 65.3

경북
평균 125.5 125.3 142.0 136.8
표준편차 60.3 63.3 61.7 60.9

경남
평균 128.7 134.1 144.2 144.0
표준편차 59.8 67.4 62.4 61.6

제주
평균 139.7 141.3 149.2 145.3
표준편차 66.2 68.6 63.1 59.7

안정성
평가 결과

F 62.710 44.710 25.679 51.820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8>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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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서울
평균 111.3 113.8 124.1 125.7
표준편차 51.8 49.8 44.9 40.3

부산
평균 103.8 102.9 111.2 110.9
표준편차 45.0 43.9 38.4 35.3

대구
평균 95.4 96.5 103.4 107.8
표준편차 40.5 39.7 35.5 28.1

인천
평균 106.2 108.7 117.2 125.1
표준편차 47.6 52.9 42.2 42.4

광주
평균 95.3 94.4 100.7 103.5
표준편차 41.5 37.8 32.2 26.3

대전
평균 94.2 89.0 101.0 103.5
표준편차 42.0 33.7 34.3 27.1

울산
평균 89.7 92.3 100.1 117.0
표준편차 33.9 33.2 30.1 31.1

경기
평균 99.8 98.2 107.4 125.3
표준편차 51.0 48.8 42.3 43.3

강원
평균 76.8 73.4 82.2 97.6
표준편차 36.1 33.0 34.4 31.0

충북
평균 78.3 78.3 86.7 100.1
표준편차 40.4 35.2 33.7 28.4

충남
평균 72.8 75.5 88.2 98.9
표준편차 35.8 35.2 34.0 34.3

전북
평균 68.7 74.0 83.1 96.2
표준편차 34.6 35.0 28.2 25.4

전남
평균 72.3 70.2 83.2 95.6
표준편차 34.3 35.7 29.4 29.1

경북
평균 76.9 68.7 88.4 98.7
표준편차 39.4 32.2 36.1 28.1

경남
평균 75.5 81.5 93.1 102.4
표준편차 35.6 36.9 32.8 27.0

제주
평균 75.1 71.9 81.4 99.6
표준편차 34.2 32.0 26.8 30.0

안정성
평가 결과

F 256.574 223.348 144.391 138.728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9>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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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서울
평균 95.6 98.4 105.9 97.7
표준편차 63.2 67.3 56.1 59.2

부산
평균 91.7 91.3 96.6 95.9
표준편차 59.9 61.1 53.9 53.6

대구
평균 87.3 87.3 97.7 91.0
표준편차 56.1 59.9 57.1 53.1

인천
평균 89.1 91.5 100.6 88.8
표준편차 59.1 65.0 57.6 55.6

광주
평균 92.8 85.0 97.6 91.7
표준편차 57.5 56.4 52.6 49.3

대전
평균 89.8 85.4 95.2 90.0
표준편차 59.0 58.5 51.0 53.7

울산
평균 86.1 82.4 86.6 91.4
표준편차 56.4 58.0 48.4 58.5

경기
평균 89.4 83.6 97.3 94.6
표준편차 60.6 60.6 58.6 59.6

강원
평균 78.0 72.6 82.9 82.2
표준편차 53.9 53.9 44.3 50.6

충북
평균 81.7 81.0 84.3 78.1
표준편차 55.9 58.4 50.5 49.2

충남
평균 76.4 74.6 86.4 75.2
표준편차 50.5 54.7 49.1 46.9

전북
평균 81.5 75.8 86.4 78.6
표준편차 54.7 51.3 50.2 47.5

전남
평균 74.5 71.9 85.4 76.9
표준편차 51.1 49.4 49.1 47.3

경북
평균 76.4 71.1 83.6 77.0
표준편차 52.5 54.3 52.3 51.6

경남
평균 76.3 73.5 89.5 86.5
표준편차 53.9 53.6 53.3 54.8

제주
평균 87.3 78.9 82.6 77.6
표준편차 56.8 57.0 49.1 42.9

안정성
평가 결과

F 27.69 31.98 19.37 25.02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0> 횡단면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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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통행시간예산의 경우, 인천과 경기의 예산이 1999년에 136

분으로 서울과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비교하

면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천과 경기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의 통행시간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출퇴근통행시간예산 또한 총통행시간과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인다. 1999년에 서울, 6개 광역시, 경기의 예산이 유사하였으나 점차

서울, 인천, 경기의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2) 요일 안정성

<표 Ⅴ-11>은 총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결과이며, 모든 연도

에 안정성을 띄지 않는다.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월요일
평균 136.5 140.1 150.5 150.4
표준편차 64.5 70.3 64.1 64.1

화요일
평균 136.2 138.7 150.9 150.9
표준편차 63.3 70.1 63.6 63.3

수요일
평균 137.8 143.8 153.2 153.9
표준편차 63.6 69.1 64.1 64.8

목요일
평균 137.0 140.9 148.5 152.2
표준편차 63.5 68.5 62.9 64.2

금요일
평균 136.6 142.7 151.2 153.1
표준편차 63.6 69.0 66.2 65.2

토요일
평균 137.0 141.0 148.2 148.0
표준편차 64.6 70.4 66.2 64.1

일요일
평균 129.5 132.1 137.1 138.8
표준편차 63.1 68.3 61.8 60.7

안정성
평가 결과

F 20.657 23.993 34.511 45.601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1>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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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예산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평일이 가장 높고 뒤이어 토요

일과 일요일 순이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평일과 토요일의 평균차이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9년과 2004년은 평일과 토요일의 평균차가

1분 미만이며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각각 2.7분, 4.3분씩 증가하였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의 근무제 변화가 평일과 토요일 사이의 예산

차이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통행시간예산 추정치는 근로자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표 Ⅴ-3> 참조).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

을 시작으로 주 6일에서 주 5일 근무제로 변화하였기에 2009년의 예산부

터 조금씩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만일 평일의 총통행시간예산을 대

상으로 부분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제 5장 3절에서 논의한다.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월요일
평균 91.1 92.1 102.8 112.1
표준편차 45.5 44.6 39.7 36.4

화요일
평균 90.1 93.3 102.5 112.4
표준편차 43.8 44.7 39.9 36.4

수요일
평균 89.6 93.3 101.0 111.9
표준편차 44.0 44.2 37.9 36.0

목요일
평균 92.4 91.8 102.7 112.8
표준편차 45.5 43.4 38.8 36.0

금요일
평균 91.1 90.8 102.6 112.0
표준편차 44.5 43.6 39.3 36.4

토요일
평균 88.8 87.9 95.6 106.9
표준편차 44.6 42.3 37.2 35.8

일요일
평균 81.3 78.7 89.6 104.9
표준편차 43.2 40.7 37.4 35.9

안정성
평가 결과

F 27.497 38.302 30.785 15.533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2>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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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여가통행시간예산 또한 요일별로 안정적이지 않다(각각

<표 Ⅴ-12>, <표 Ⅴ-13>).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은 평일의 예산이 토요일

과 일요일보다 크고, 여가통행시간예산은 일요일의 예산이 가장 크다. 출

퇴근과 여가활동이 각각 평일, 주말에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한다.

두 목적별 예산의 요일별 집중도는 차이가 있으나 총통행시간예산으로

짐작한 근무제의 변화에 따른 평일과 토요일의 분리, 토요일과 일요일의

예산 차이 감소 형태는 동일하다. 출퇴근 통행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예산 차는 1999년에 2.1분에서 2014년에 5.3분으로 증가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예산 차는 1999년 7.6분에서 2014년 1.9분으로 감소하였다. 여

가통행 또한 예산 차가 평일과 토요일은 증가(-9.8분 → -22.9분), 토요

일과 일요일은 감소(18.0분 → 4.3분)하였다.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월요일
평균 77.9 73.0 80.5 73.5
표준편차 51.4 52.7 43.9 42.6

화요일
평균 77.5 69.9 84.5 74.2
표준편차 51.5 46.8 47.4 45.7

수요일
평균 76.1 73.0 83.3 76.2
표준편차 50.8 50.2 47.3 46.0

목요일
평균 75.2 71.8 80.1 73.2
표준편차 48.6 51.5 44.0 43.0

금요일
평균 77.5 73.0 82.4 77.6
표준편차 51.2 50.5 46.2 47.1

토요일
평균 86.7 87.4 101.3 98.3
표준편차 58.7 62.5 59.0 59.5

일요일
평균 104.7 103.1 109.1 102.6
표준편차 65.9 68.1 58.6 59.2

안정성
평가 결과

F 188.793 181.990 120.231 175.306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3> 요일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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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인구집단 간 안정성

(1) 연령별 안정성

<표 Ⅴ-14>, <표 Ⅴ-15>, <표 Ⅴ-16>은 각각 총통행시간예산, 출

퇴근통행시간예산, 여가통행시간예산의 연령별 안정성 평가 결과이다. 통

행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연령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이 없다. 모두 20

대의 통행시간예산이 가장 크며, 70대 이상의 예산이 가장 작다. 그리고

30대-50대의 예산이 비교적 유사하다.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20대
평균 153.4 158.2 162.8 169.2

표준편차 67.8 71.7 66.5 65.4

30대
평균 135.3 143.3 150.7 158.5

표준편차 62.9 70.4 64.9 62.7

40대
평균 135.6 141.0 153.6 157.3

표준편차 62.2 68.2 64.0 64.8

50대
평균 129.3 135.8 146.3 147.2

표준편차 60.4 67.0 63.4 62.3

60대
평균 121.2 123.9 133.4 131.8

표준편차 58.2 64.5 60.6 57.7

70대
이상

평균 107.7 111.3 120.6 114.8

표준편차 55.1 62.3 57.0 52.8

안정성
평가 결과

F 454.36 308.47 205.05 563.77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4>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총통행)



- 56 -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20대
평균 101.6 104.9 111.9 122.8
표준편차 43.2 42.7 38.2 38.7

30대
평균 91.0 92.9 102.9 114.3
표준편차 42.4 41.4 36.3 36.1

40대
평균 90.0 89.3 101.4 109.3
표준편차 45.1 41.9 36.9 34.5

50대
평균 85.5 89.3 97.3 107.5
표준편차 46.0 46.7 40.9 35.5

60대
평균 70.5 70.2 87.9 101.6
표준편차 41.5 40.4 40.5 34.5

70대
이상

평균 56.8 58.0 72.1 94.4
표준편차 32.2 32.8 35.0 35.7

안정성
평가 결과

F 326.67 304.93 149.24 111.17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5>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출퇴근통행)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20대
평균 95.6 92.8 106.1 96.6
표준편차 59.8 61.5 55.8 55.7

30대
평균 81.0 80.3 93.1 89.8
표준편차 56.3 58.7 54.3 58.6

40대
평균 84.0 79.6 87.0 85.0
표준편차 59.0 57.7 52.6 53.2

50대
평균 84.9 84.5 93.5 89.4
표준편차 57.2 60.9 56.3 56.0

60대
평균 81.6 83.0 91.1 85.8
표준편차 55.1 60.4 51.4 51.5

70대
이상

평균 75.9 75.1 86.8 80.7
표준편차 49.0 52.5 46.4 47.6

안정성
평가 결과

F 70.09 37.98 42.70 28.31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6> 연령 안정성 평가 결과(여가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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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안정성

성별 통행시간예산의 총통행, 출퇴근통행, 여가통행 모두 안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표 Ⅴ-17>). 성별 총통행시간예산의 F 통계량은 최대

2,152로 나타났으며, 성별 예산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총통행시간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여성
평균 124.5 128.8 138.3 138.5
표준편차 61.5 66.1 61.7 60.4

남성
평균 148.0 152.2 158.5 160.8
표준편차 64.1 71.2 66.1 65.8

안정성
평가 결과

F 2,152.916 1,341.659 745.801 1,274.128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출퇴근통행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여성
평균 84.5 85.7 97.0 106.6
표준편차 42.4 42.0 37.3 35.0

남성
평균 92.6 92.8 102.0 113.9
표준편차 45.7 44.4 39.8 36.8

안정성
평가 결과

F 262.967 156.894 61.900 179.064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여가통행

통행시간
예산

(단위: 분)

여성
평균 83.0 81.0 90.7 85.0
표준편차 55.2 57.1 51.2 52.2

남성
평균 88.4 85.5 95.8 91.0
표준편차 59.9 61.6 56.2 56.3

안정성
평가 결과

F 60.457 30.969 32.215 54.761
P 0.000 0.000 0.000 0.000
결과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H0 기각

주: 1) 안정성 평가의 유의수준은 0.05임.
2) 귀무가설 H0(집단 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존재함).

<표 Ⅴ-17> 성별 안정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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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안정성 평가 결과, 총통행·출퇴근통행·여가통행시간예산은 모두 지표

별(시계열, 횡단면, 요일, 사회인구집단(연령, 성별)) 안정성을 띄지 않는

다. 그런데 안정성 평가 방법론인 일원 분산분석의 사후분석으로 일부

집단 사이에 통행시간예산의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동질

적 부분집합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Ⅴ-18>은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이다.

평균 차가 약 1.1분인 2009년과 2014의 총통행시간은 평균 차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부분집합을 이루었다.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의 경우,

1999년과 2004년이 동일한 집합에 속한다. 여가통행시간예산은 100%의

확률로 각 연도가 독립적이다.

부분집합
연도

총
통행시간예산

출퇴근
통행시간예산

여가
통행시간예산

A B C A B C A B C D

1999년 135.5 　 　 89.3 　 　 83.1 　 　 　

2004년 　 139.6 　 89.8 　 　 　 85.6 　 　

2009년 　 　 147.8 　 99.9 　 　 　 87.7 　

2014년 　 　 148.9 　 　 110.8 　 　 　 93.1

유의확률 1.00 1.00 0.11 0.72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18> 시계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

총통행·출퇴근통행·여가통행시간예산의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

는 각각 <표 Ⅴ-19>, <표 Ⅴ-20>, <표 Ⅴ-21>이다. 총통행시간예산 중

일요일의 예산은 다른 요일과 100%의 확률로 차이가 있으며, 월-토요일

혹은 월-금요일 사이의 동질적 부분집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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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통행시간예산과 여가통행시간예산 모두 연도별 월-금요일로 구성

된 부분집합이 있으며, 2014년은 토-일요일 부분집합 또한 존재한다. 즉,

평일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출퇴근통행과 여가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부분집합
요일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A B C A B A B C

월요일 136.5 140.1 140.1 150.5 150.4 150.4

화요일 136.2 138.7 150.9 150.9 150.9

수요일 137.8 143.8 153.2 153.9

목요일 137.0 140.9 140.9 148.5 152.2 152.2

금요일 136.6 142.7 142.7 151.2 　 153.1

토요일 137.0 141.0 141.0 148.2 148.0

일요일 129.5 132.1 137.1 138.8

유의확률 1.00 0.85 1.00 0.12 0.22 1.00 0.08 1.00 0.07 0.25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19>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부분집합
요일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A B C A B C A B

월요일 　 91.1 91.1 　 92.1 　 　 102.8 112.1

화요일 　 90.1 90.1 　 93.3 　 　 102.5 112.4

수요일 　 89.6 89.6 93.3 　 　 101.0 111.9

목요일 　 　 92.4 　 91.8 　 　 102.7 112.8

금요일 　 91.1 91.1 90.8 90.8 　 　 102.6 112.0

토요일 　 88.8 　 87.9 　 　 95.6 　 106.9 　

일요일 81.3 　 78.7 89.6 　 104.9

유의확률 1.00 0.46 0.22 1.00 0.30 0.55 1.00 1.00 0.92 0.76 1.0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20>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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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집합
요일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A B C A B C A B

월요일 77.9 　 　 73.0 　 　 80.5 　 　 73.5 　

화요일 77.5 　 　 69.9 　 　 84.5 　 　 74.2 　

수요일 76.1 　 　 73.0 　 　 83.3 　 　 76.2 　

목요일 75.2 　 　 71.8 　 　 80.1 　 　 73.2 　

금요일 77.5 　 　 73.0 　 　 82.4 　 　 77.6 　

토요일 　 86.7 　 　 87.4 　 　 101.3 　 　 98.3

일요일 　 　 104.7 　 　 103.1 　 　 109.1 　 102.6

유의확률 0.69 1.00 1.00 0.71 1.00 1.00 0.46 1.00 1.00 0.31 0.35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21> 요일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비교 집단은 16개 지역이며, [그림 Ⅴ-1]과

같이 횡단면 부분집합은 5-7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

이 같은 집합에 속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조합이 존재한다. 통행시간예

산의 횡단면 안정성의 사후분석 결과는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부분집합(총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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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교집단이 많은 경우의 부분 안정성은 착시일 수 있다. 따

라서 집합을 이루는 모든 경우를 통행시간예산의 부분 안정성으로 판단

하기 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 Ⅴ-22>, <표 Ⅴ-23>, <표 Ⅴ-24>는 각각 총통행, 출퇴근통행,

여가통행시간예산의 연령대별 안정성의 사후분석 결과이다.

부분집합

연령대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D E A B C D A B C D E A B C D E

20대 　 　 　 　 153.4 　 　 　 　 158.2 　 　 　 　 162.8 　 　 　 　

30대 　 　 　 135.3 　 　 　 　 143.3 　 　 　 150.7150.7 　 　 　 　 158.5

40대 　 　 　 135.6 　 　 　 　 141.0 　 　 　 　 153.6 　 　 　 　 157.3

50대 　 　 129.3 　 　 　 　 135.8 　 　 　 　 146.3 　 　 　 　 147.2 　

60대 　 121.2 　 　 　 　 123.9 　 　 　 　 133.4 　 　 　 　 131.8 　 　

70대 이상 107.7 　 　 　 　 111.3 　 　 　 　 120.6 　 　 　 　 114.8 　 　 　

유의확률 1.001.001.001.001.001.001.001.000.641.001.001.000.060.471.001.001.001.000.95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22>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부분집합

연령대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D E A B C D A B C D E A B C D E

20대 　 　 　 　 101.6 　 　 　 104.9 　 　 　 　 111.9 　 　 　 　 122.8

30대 　 　 　 91.0 　 　 　 92.9 　 　 　 　 102.9 　 　 　 　 114.3 　

40대 　 　 　 90.0 　 　 　 89.3 　 　 　 101.4101.4 　 　 　 109.3 　 　

50대 　 　 85.5 　 　 　 　 89.3 　 　 　 97.3 　 　 　 　 107.5 　 　

60대 　 70.5 　 　 　 　 70.2 　 　 　 87.9 　 　 　 　 101.6 　 　 　

70대 이상 56.8 　 　 　 　 58.0 　 　 　 72.1 　 　 　 　 94.4 　 　 　 　

유의확률 1.00 1.00 1.00 0.98 1.00 1.00 1.00 0.10 1.00 1.00 1.00 0.08 0.93 1.00 1.00 1.00 0.86 1.00 1.0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23>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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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집합

연령대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A B C D A B C A B C D

20대 　 　 95.6 　 　 　 92.8 　 　 106.1 　 　 　 96.6

30대 　 81.0 　 　 80.3 80.3 　 　 93.1 　 　 　 89.8 　

40대 　 84.0 　 79.6 79.6 　 　 87.0 　 　 85.0 85.0 　 　

50대 　 84.9 　 　 　 84.5 　 　 93.5 　 　 89.4 89.4 　

60대 　 81.6 　 　 83.0 83.0 　 91.1 91.1 　 　 85.8 85.8 　

70대 이상 75.9 　 　 75.1 　 　 　 86.8 　 　 80.7 　 　 　

유의확률 1.00 0.10 1.00 0.09 0.36 0.14 1.00 0.20 0.83 1.00 0.09 0.09 0.15 1.0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Ⅴ-24> 연령별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총통행시간예산은 대부분 타 연령대와 부분집합을 이루지 않고, 30

대와 40대의 유사성이 있다.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은 30-50대의 부분집합

혹은 30-40대, 40-50대 각각의 부분집합이 있다. 주요 경제활동인구 연

령대에서 유사한 통행시간예산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가통행시간예

산은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다양한 패턴의 부분집합이 나타난다. 성별

통행시간예산은 비교집단이 여성과 남성 2개이므로 부분집합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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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 요약

통행시간 절감을 위한 교통투자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연구자들은 통행자가 자신이 절감한 통행시간만큼 통행거리를 늘려

총통행시간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는 통행시간예산이 주어지며, 통행시간예산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안정적일 것이라는 학설이 제기되었다. 이후 많은 경험

연구에서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규명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론체계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경험연구는 통행시간예산 정의 오류,

통행시간예산 평가 방법론 부재 등 많은 이론적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

리고 통행시간예산의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통행시간예산의 안정

성 관련 특성 또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이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었다.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 이론과 관련 연구에 대한 통합적 검토를 바

탕으로 통행시간예산을 정의하고, 통행시간예산이 지닌 안정성을 설명하

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안정성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행시간예산의 특성별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

안 논쟁이 지속된 통행시간예산 관련 특성을 검증하였다.

서론의 연구 질문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

시간예산은 ‘지출(expenditure)’이 아닌 ‘예산(budgets)’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예산은 사람들이 통행에 지출할 의사가 있는 시간의

최대량으로 정의하였다. 통행에 지출할 의사(willingness to)가 있는 시간

의 최대량은 과거 경험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통행시간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리고 확률변경모형을 활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통행시간예산

을 추정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로 통행자는 통행시간예산의 65-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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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행에 사용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통행시간지출과

예산의 비율은 국외 47-62%(Banerjee et al., 2007), 한국(수도권 한정)

63-77%(나승원, 2011) 수준이다. 그러나 경험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은 관련연구가 축적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평가 방법론으로 일원분산

분석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안정성 평가는 단순 평균 비교로 수행되었으

며, 이는 연구자의 직관이 강하게 개입되며 평가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었다. 일원분산분석법을 활용한다면 통행시간예산 평균 차이뿐만 아니

라 평균 차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집단 간 통행

시간예산의 평균이 동일하더라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반대로 평균이

다를지라도 그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통행시간예산의 안정성 분석으로 시계열, 횡단면, 요일, 연령

및 성별 통행시간예산은 안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개별 통행시간

예산은 개인 및 가구 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통체계의 이

질성이나 요일별 생활패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근

무자의 주간 근무일수 혹은 근로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통행시간예산 차

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52시간 근무제 혹은 탄력

근무제 등과 같은 근로시간의 변화는 또 다른 형태의 통행시간예산 요일

별 차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통행시간예산이 부분적으로 안정적임을 발견하였다. 일

부 집단의 통행시간예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분 안

정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에 따른 통행패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

측된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30-50대의 통행시간예산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퇴근통행시간예산이 과거 월-토요일 사이에 안정적

이었으나 2004년 이후 월-금요일만 안정성을 띄었다. 주 6일제에서 주 5

일제로 근무제도가 바뀐 2004년 이후로 평일과 토요일의 예산 차이가 생

겼기에 출퇴근 패턴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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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분적 안정성은 평가 집단이 많아서 발생한 단순 착시일 가

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후분석으로 확인한 부분 안정성은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의 통행 자료를 이용하

여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안정성을 논하였다. 그런데 15년 간 5년 주기

의 자료로 시계열 변화를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 만일

장기간의 통행시간자료를 이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통행시간예산의

시계열 안정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통행

시간예산의 계절별, 통행수단별 특성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개인의 연속 통행시간예산의 탐구 역시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통행시간예산이 하루가 아닌 특정 기간(주간, 월간 등) 단위로 존재할 것

이라는 주장이 있다(Ahmed and Stopher, 2014). 주장의 근거로 쇼핑이

나 휴가와 같이 몇몇 통행은 주 단위, 혹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성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또한 통행시간예산이 요일별로 차이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기에 일주일 단위의 통행시간예산은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인 가구통행

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자료 모두 1일간 통행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주

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일 대상자의 통행시간 연속자료가 필요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통행목적별 통행시간예산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체 통행자, 출퇴근통행자, 여가통행자로 구분하여 통행시간

예산을 추정하고 각각의 통행예산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각

목적별 통행예산의 안정성은 확인하였으나 주어진 총통행시간예산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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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목적으로 전환한 예산의 양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전체 통

행시간과 출퇴근 및 여가통행시간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출퇴근과 여가통행자를 독립적인 대상으

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출퇴근통행예산과 여가통행예산을 합한 값이 총

통행시간예산보다 크게 나타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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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부록 1] 출퇴근통행, 여가통행 자료의 특성 및 평균 통행시간지출

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32,649개 24,115개 14,988개 18,204개

지역

서울 11.87 78.11 12.52 82.07 11.84 89.03 12.68 86.86

부산 7.52 71.38 7.27 72.50 6.82 77.36 6.80 71.74

대구 6.09 64.01 5.74 66.34 7.05 68.44 5.77 68.47

인천 6.27 72.68 6.29 77.09 5.82 83.15 6.50 81.20

광주 4.56 64.23 4.74 64.12 5.03 64.64 5.02 62.99

대전 4.47 62.30 4.15 58.78 4.78 65.94 5.67 61.43

울산 4.09 58.85 4.84 61.15 5.68 63.16 5.89 74.27

경기 9.95 67.63 11.06 68.29 11.57 72.20 14.93 84.10

강원 5.30 47.62 4.63 45.87 4.30 48.65 3.99 53.67

충북 5.20 49.23 4.84 50.45 5.61 53.66 4.76 55.80

충남 5.46 44.91 5.47 48.66 5.28 54.13 4.90 54.97

전북 5.72 43.25 5.22 48.02 5.22 48.89 3.87 51.83

전남 5.66 45.56 5.69 45.08 5.42 49.10 3.94 53.22

경북 6.98 48.79 7.02 42.86 4.92 54.91 5.08 54.22

경남 7.01 46.85 6.77 53.63 5.24 57.82 5.71 58.62

제주 3.83 48.50 3.77 46.65 5.42 47.94 4.49 56.23

<표 부록1-1>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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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32,649개 24,115개 14,988개 18,204개

요일

월요일 10.78 60.51 11.59 62.41 11.98 67.75 12.48 69.88

화요일 11.32 59.46 11.35 63.28 12.54 67.22 13.40 70.14

수요일 11.24 59.52 11.59 63.74 12.30 66.32 13.13 70.08

목요일 11.69 61.36 12.01 62.29 12.51 67.14 13.21 70.69

금요일 22.49 60.29 23.39 61.61 23.67 67.42 24.79 70.04

토요일 20.63 59.04 19.45 59.98 17.16 62.41 14.82 65.93

일요일 11.86 52.62 10.62 51.94 9.84 56.49 8.16 62.71

연령

20대 20.43 67.77 16.35 71.52 13.98 72.82 13.40 77.23

30대 27.79 59.72 25.61 62.84 23.01 66.94 22.52 71.02

40대 24.97 59.95 29.66 60.42 31.18 66.79 29.44 67.84

50대 14.99 56.92 15.27 61.73 18.42 64.42 23.99 67.33

60대 9.16 45.97 9.47 46.23 8.94 56.87 8.14 62.12

70세 이상 2.66 35.28 3.64 37.57 4.48 44.17 2.50 55.38

성별
여성 40.80 56.08 41.99 58.28 41.39 63.47 41.85 65.86

남성 59.20 61.17 58.01 62.75 58.61 66.64 58.15 71.12

<표 계속>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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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32,649개 24,115개 14,988개 18,204개

교육
정도

무학 5.66 38.61 4.28 41.30 2.72 44.45 0.90 58.29

초교 졸업 15.38 49.22 12.74 48.74 9.70 54.11 5.21 60.84

중교 졸업 14.26 56.68 11.94 58.06 10.26 60.20 7.80 61.93

고교 졸업 39.58 62.06 38.54 61.78 38.74 65.21 35.72 65.59

전문대 졸업 9.16 66.23 10.47 67.46 15.74 69.17 20.09 70.16

대학교 졸업 13.79 66.40 19.10 67.91 19.19 72.48 24.91 75.80

대학원 졸업 2.17 67.68 2.94 72.33 3.66 72.17 5.38 74.25

경제
활동

유 100.00 59.17 100.00 60.86 100.00 65.40 100.00 68.91

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58.64 68.35 62.28 69.72 67.26 72.29 70.68 72.75

고용주 3.90 56.18 6.29 56.72 5.77 60.99 7.20 61.64

자영자 24.41 44.12 22.33 44.07 20.33 50.03 16.72 55.43

기타 13.04 37.38 9.09 37.08 6.64 44.38 5.40 42.72

주간
근로
시간

20시간 이하 5.50 50.01 5.61 53.63 6.59 53.19 5.21 58.52

20-40 14.84 52.63 19.88 60.81 25.30 66.88 30.72 70.72

40-60 48.58 64.12 52.71 63.71 47.99 68.39 49.85 71.09

60시간 초과 31.09 55.80 21.80 55.64 20.12 60.04 14.22 61.05
가구
내
자녀

미취학 자녀 무 87.11 58.79 83.43 60.90 85.46 65.37 84.10 68.75

미취학 자녀 유 12.89 61.14 16.57 60.75 14.54 65.07 15.90 69.80

주택
종류

단독주택 58.99 55.21 47.04 55.12 37.57 57.27 29.07 64.67

아파트 26.77 64.24 39.02 65.68 47.25 69.13 55.39 70.52

연립·다세대 12.28 67.53 11.86 69.74 14.48 74.77 14.55 72.26

기타 2.00 52.56 2.09 50.46 0.70 46.00 0.98 54.86

목적
통행
횟수

1회 34.64 71.73 31.13 71.68 29.68 73.47 35.49 76.35

2회 34.05 58.35 34.02 61.60 31.68 66.72 33.70 69.60

3회 22.54 47.51 23.71 52.39 25.02 59.26 21.76 62.55

4회 7.34 42.78 8.95 48.32 11.00 56.98 7.79 53.72

5회 이상 1.43 37.20 2.19 39.13 2.62 49.21 1.26 45.43

<표 부록1-2> 출퇴근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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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27,874개 22,002개 13,850개 17,983개

지역

서울 12.15 66.77 12.66 71.92 12.86 69.05 12.12 65.67
부산 7.76 63.45 7.87 66.48 6.82 62.89 6.42 64.51
대구 6.39 59.79 5.93 63.00 7.08 62.76 6.03 60.76
인천 5.79 61.46 5.67 66.43 5.33 65.92 5.99 58.12
광주 5.99 64.54 5.28 60.79 5.72 62.50 5.29 61.03
대전 5.28 62.11 5.28 61.51 5.71 60.53 5.23 59.57
울산 3.96 59.85 4.23 59.38 5.31 54.10 4.97 60.87
경기 9.23 62.14 10.61 60.29 11.48 63.26 13.42 63.57
강원 5.22 52.96 4.54 51.43 5.10 51.25 5.03 54.14
충북 4.74 55.83 5.14 58.16 5.07 52.39 4.80 50.49
충남 4.95 51.79 5.25 53.63 4.96 53.68 4.79 48.12
전북 5.93 56.09 5.75 54.11 5.21 54.71 5.39 50.13
전남 6.06 50.57 5.80 50.99 4.79 54.48 5.01 49.56
경북 6.01 51.80 6.34 50.65 5.18 52.11 5.70 49.80
경남 6.41 51.85 5.88 52.47 4.78 57.45 5.64 57.17
제주 4.13 60.55 3.76 56.83 4.61 51.52 4.17 49.68

요일

월요일 9.23 53.07 8.65 51.99 8.42 49.63 8.36 47.11
화요일 8.78 52.70 8.49 49.37 8.35 53.47 8.09 47.78
수요일 9.39 51.72 9.33 52.14 9.22 52.62 8.74 49.56
목요일 8.89 50.87 8.80 50.99 8.64 49.45 8.22 47.15
금요일 19.33 52.70 19.18 51.93 18.58 51.46 17.92 50.69
토요일 20.62 60.28 20.82 63.58 21.80 66.27 22.50 66.33
일요일 23.76 73.44 24.73 75.29 24.99 70.93 26.17 68.40

연령

20대 26.48 66.30 20.19 66.85 17.70 68.39 14.42 64.25
30대 22.97 55.76 22.43 57.95 19.06 59.92 16.69 59.60
40대 18.07 58.32 22.61 57.44 22.52 55.32 19.87 55.96
50대 13.01 58.86 13.84 61.31 16.24 60.89 18.75 60.01
60대 11.40 55.72 11.30 59.98 12.13 58.01 13.44 56.79

70세 이상 8.06 50.27 9.63 53.05 12.35 53.38 16.82 51.70

성별
여성 52.67 57.17 54.31 58.34 53.28 57.99 55.22 56.07
남성 47.33 60.97 45.69 61.65 46.72 61.22 44.78 60.20

<표 부록1-3> 여가통행시간 표본의 지표별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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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비율

통행
시간
지출

표본 수 27,874개 22,002개 13,850개 17,983개

교육
정도

무학 8.72 47.04 7.16 47.69 6.12 45.62 5.66 42.41

초교 졸업 13.93 54.13 13.13 56.08 12.30 54.33 12.17 48.18

중교 졸업 12.29 59.43 10.46 61.41 9.36 58.39 8.60 58.58

고교 졸업 35.86 58.90 33.73 58.56 31.42 59.56 28.75 60.28

전문대 졸업 10.48 65.33 10.64 63.96 15.09 62.46 15.85 60.47

대학교 졸업 16.80 64.61 22.20 64.83 22.61 64.11 24.15 60.96

대학원 졸업 1.92 62.55 2.68 63.63 3.10 62.14 4.82 61.88

경제
활동

유 53.76 54.05 56.89 55.72 55.16 56.36 54.48 57.07

무 46.24 64.68 43.11 65.31 44.84 63.36 45.52 58.91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31.30 56.00 34.95 58.39 36.26 58.67 37.73 59.50

고용주 2.34 56.39 3.88 53.06 3.59 52.31 4.16 55.17

자영자 13.68 51.25 13.15 52.49 11.82 52.93 9.74 51.47

기타 6.43 49.71 4.90 47.48 3.49 48.01 2.85 47.38

주간
근로
시간

20시간 이하 5.82 55.64 5.73 59.60 6.37 57.67 6.95 54.69

20-40 10.51 55.67 14.18 56.69 17.10 58.48 20.30 58.55

40-60 25.93 54.80 28.45 55.92 24.39 55.19 22.63 57.15

60시간 초과 11.51 50.15 8.54 50.70 7.30 53.58 4.60 53.48
가구
내
자녀

미취학 자녀 무 87.01 58.63 85.30 60.46 87.98 59.69 87.60 57.59

미취학 자녀 유 12.99 61.21 14.70 56.35 12.02 58.09 12.40 60.28

주택
종류

단독주택 57.31 57.53 45.02 57.95 37.62 56.90 35.47 54.01

아파트 28.75 60.93 41.18 61.09 48.06 60.55 51.10 60.03

연립·다세대 8.20 62.75 11.21 64.06 13.36 63.25 12.14 60.42

기타 2.98 61.81 2.59 55.14 0.95 56.44 1.30 57.98

목적
통행
횟수

1회 27.66 75.73 24.87 76.35 23.38 76.12 26.06 73.36

2회 41.83 56.58 40.00 59.26 39.96 59.30 41.04 57.68

3회 21.10 49.29 23.82 51.82 23.15 52.67 23.54 47.82

4회 7.86 42.41 9.15 43.61 10.84 43.86 8.08 42.47

5회 이상 1.55 40.19 2.17 38.28 2.66 39.65 1.27 33.99

<표 부록1-4> 여가통행시간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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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통행시간지출 및 자연로그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 1999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 1999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3] 2004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4] 2004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5] 2009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6] 2009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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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7] 2014년

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8] 2014년

ln(총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9] 1999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0] 1999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1] 2004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2] 2004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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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13] 2009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4] 2009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5] 2014년

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6] 2014년

ln(출퇴근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7] 1999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18] 1999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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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19] 2004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0] 2004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1] 2009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2] 2009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3] 2014년

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그림 부록2-24] 2014년

ln(여가통행시간지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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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통행시간예산의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

부분
집합

지역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D E F A B C D E F G A B C D E A B C D E F G

서울 　 　 　 　 145.4 145.4 　 　 　 　 　 　 153.9 　 　 　 153.9 153.9 　 　 　 　 　 　 162.0
부산 　 　 139.6 139.6 139.6 　 　 　 　 　 145.5 145.5 145.5 　 　 　 　 157.5 　 　 150.6 150.6 150.6 　 　
대구 　 　 138.0 138.0 138.0 　 　 139.0 139.0 139.0 139.0 139.0 　 144.8 144.8 144.8 144.8 　 　 　 149.4 149.4 149.4 　 　
인천 　 　 136.4 　 　 　 　 　 　 　 145.4 145.4 145.4 　 　 　 　 158.0 　 　 　 150.9 150.9 150.9 　
광주 　 　 　 　 　 149.8 　 　 　 143.0 143.0 143.0 　 　 　 151.5 151.5 151.5 　 　 　 　 155.2 155.2 155.2
대전 　 　 140.2 140.2 140.2 　 　 　 　 　 　 147.5 147.5 　 　 151.3 151.3 151.3 143.6 143.6 143.6 143.6 　 　 　
울산 　 　 　 144.2 144.2 144.2 　 136.7 136.7 136.7 136.7 　 　 139.3 139.3 　 　 　 　 　 147.5 147.5 147.5 　 　
경기 　 　 136.9 136.9 　 　 　 　 141.4 141.4 141.4 141.4 　 　 　 　 154.5 154.5 　 　 　 　 　 160.0 160.0
강원 123.5 　 　 　 　 　 125.7 　 　 　 　 　 　 136.2 　 　 　 　 141.4 141.4 141.4 　 　 　 　
충북 126.1 　 　 　 　 　 132.0 132.0 132.0 　 　 　 　 137.0 　 　 　 　 142.7 142.7 142.7 142.7 　 　 　
충남 124.3 　 　 　 　 　 　 136.7 136.7 136.7 136.7 　 　 137.6 　 　 　 　 136.1 136.1 　 　 　 　 　
전북 　 133.7 133.7 　 　 　 131.9 131.9 　 　 　 　 　 138.0 　 　 　 　 134.6 　 　 　 　 　 　
전남 127.3 127.3 　 　 　 　 132.2 132.2 132.2 　 　 　 　 146.0 146.0 146.0 146.0 　 142.3 142.3 142.3 142.3 　 　 　
경북 125.5 　 　 　 　 　 125.3 　 　 　 　 　 　 142.0 142.0 142.0 　 　 136.7 136.7 　 　 　 　 　
경남 128.7 128.7 　 　 　 　 134.1 134.1 134.1 134.1 　 　 　 144.2 144.2 144.2 144.2 　 　 144.0 144.0 144.0 　 　 　
제주 　 　 139.7 139.7 139.7 　 　 141.3 141.3 141.3 141.3 141.3 　 　 149.2 149.2 149.2 149.2 　 145.3 145.3 145.3 　 　 　
유의확률 0.70 0.26 0.25 0.08 0.06 0.53 0.13 0.06 0.05 0.11 0.12 0.18 0.18 0.19 0.17 0.23 0.12 0.38 0.08 0.06 0.07 0.13 0.33 0.08 0.58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부록3-1>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총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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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집합

지역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D E F A B C D E F G H I A B C D E F G A B C D E F

서울 　 　 　 　 　 111.3 　 　 　 　 　 　 　 　 113.8 　 　 　 　 　 　 124.1 　 　 　 　 　 125.7

부산 　 　 　 　 103.8 　 　 　 　 　 　 　 102.9 102.9 　 　 　 　 　 111.2 111.2 　 　 　 　 110.9 110.9 　

대구 　 　 95.4 95.4 　 　 　 　 　 　 96.5 96.5 96.5 　 　 　 　 　 103.4 103.4 　 　 　 　 107.8 107.8 　 　

인천 　 　 　 　 106.2 106.2 　 　 　 　 　 　 　 108.7 108.7 　 　 　 　 　 117.2 117.2 　 　 　 　 　 125.1

광주 　 　 95.3 95.3 　 　 　 　 　 　 94.4 94.4 　 　 　 　 　 100.7 100.7 　 　 　 　 103.5 103.5 103.5 　 　

대전 　 　 94.2 94.2 　 　 　 　 　 89.0 89.0 　 　 　 　 　 　 101.0 101.0 　 　 　 　 103.5 103.5 103.5 　 　

울산 　 　 89.7 　 　 　 　 　 　 　 92.3 92.3 　 　 　 　 　 100.1 100.1 　 　 　 　 　 　 　 117.0 　

경기 　 　 　 99.8 99.8 　 　 　 　 　 　 98.2 98.2 　 　 　 　 　 107.4 107.4 　 　 　 　 　 　 　 125.3

강원 　 76.8 　 　 　 　 73.4 73.4 　 　 　 　 　 　 　 82.2 　 　 　 　 　 　 97.6 97.6 　 　 　 　

충북 　 78.3 　 　 　 　 　 78.3 78.3 　 　 　 　 　 　 86.7 86.7 　 　 　 　 　 100.
1
100.
1
100.
1 　 　 　

충남 72.8 72.8 　 　 　 　 75.5 75.5 75.5 　 　 　 　 　 　 88.2 88.2 　 　 　 　 　 98.9 98.9 　 　 　 　

전북 68.7 　 　 　 　 　 74.0 74.0 74.0 　 　 　 　 　 　 83.1 　 　 　 　 　 　 96.2 96.2 　 　 　 　

전남 72.3 72.3 　 　 　 　 70.2 　 　 　 　 　 　 　 　 83.2 　 　 　 　 　 　 95.6 　 　 　 　 　

경북 　 76.9 　 　 　 　 68.7 　 　 　 　 　 　 　 　 88.4 88.4 　 　 　 　 　 98.7 98.7 　 　 　 　

경남 75.5 75.5 　 　 　 　 　 　 81.5 81.5 　 　 　 　 　 　 93.1 93.1 　 　 　 　 102.4 102.4 102.4 　 　 　

제주 75.1 75.1 　 　 　 　 71.9 71.9 　 　 　 　 　 　 　 81.4 　 　 　 　 　 　 99.6 99.6 　 　 　 　

유의확률 0.06 0.21 0.30 0.35 0.12 0.53 0.21 0.32 0.09 0.08 0.08 0.51 0.34 0.54 0.80 0.37 0.58 0.15 0.30 0.18 0.70 0.40 0.19 0.10 0.05 0.07 0.41 1.0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부록3-2>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출퇴근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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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집합

지역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A B C D E F A B C D E F G A B C D E F A B C D E

서울 　 　 　 　 　 95.6 　 　 　 　 　 　 98.4 　 　 　 　 　 105.9 　 　 　 　 97.7

부산 　 　 　 　 91.7 91.7 　 　 　 　 　 91.3 91.3 　 96.6 96.6 96.6 96.6 96.6 　 　 　 　 95.9

대구 　 　 87.3 87.3 87.3 87.3 　 　 　 　 87.3 87.3 87.3 　 　 　 97.7 97.7 97.7 　 　 　 91.0 91.0

인천 　 　 　 89.1 89.1 89.1 　 　 　 　 　 91.5 91.5 　 　 　 　 100.6100.6 　 88.8 88.8 88.8 88.8

광주 　 　 　 　 　 92.8 　 　 85.0 85.0 85.0 85.0 　 　 　 97.6 97.6 97.6 97.6 　 　 　 91.7 91.7

대전 　 　 　 89.8 89.8 89.8 　 　 　 85.4 85.4 85.4 　 95.2 95.2 95.2 95.2 95.2 95.2 　 　 90.0 90.0 90.0

울산 　 86.1 86.1 86.1 86.1 86.1 82.4 82.4 82.4 82.4 82.4 82.4 　 86.6 86.6 86.6 86.6 　 　 　 　 　 91.4 91.4

경기 　 　 　 89.4 89.4 89.4 　 83.6 83.6 83.6 83.6 83.6 　 　 　 97.3 97.3 97.3 97.3 　 　 　 　 94.6

강원 78.0 78.0 78.0 　 　 　 72.6 72.6 　 　 　 　 　 82.9 　 　 　 　 　 82.2 82.2 82.2 82.2 　

충북 81.7 81.7 81.7 81.7 81.7 　 81.0 81.0 81.0 81.0 81.0 81.0 　 84.3 84.3 84.3 　 　 　 78.1 78.1 　 　 　

충남 76.4 76.4 　 　 　 　 74.6 74.6 74.6 74.6 　 　 　 86.4 86.4 86.4 86.4 　 　 75.2 　 　 　 　

전북 81.5 81.5 81.5 81.5 　 　 75.8 75.8 75.8 75.8 75.8 　 　 86.4 86.4 86.4 86.4 　 　 78.6 78.6 78.6 　 　

전남 74.5 　 　 　 　 　 71.9 71.9 　 　 　 　 　 85.4 85.4 85.4 85.4 　 　 76.9 76.9 　 　 　

경북 76.4 76.4 　 　 　 　 71.1 　 　 　 　 　 　 83.6 83.6 　 　 　 　 77.0 77.0 　 　 　

경남 76.3 76.3 　 　 　 　 73.5 73.5 73.5 　 　 　 　 89.5 89.5 89.5 89.5 89.5 　 86.5 86.5 86.5 86.5 86.5

제주 　 　 87.3 87.3 87.3 87.3 78.9 78.9 78.9 78.9 78.9 　 　 82.6 　 　 　 　 　 77.6 77.6 　 　 　

유의확률 0.62 0.07 0.13 　 　 0.09 0.07 0.05 0.07 0.13 0.06 0.17 0.10 0.10 0.07 0.05 0.13 0.30 0.37 0.09 0.05 0.08 0.37 0.10

주: 1) 부분집합(유의수준=0.05)은 평균 통행시간예산의 오름차순으로 알파벳 부여함.
2) 부분집합에 해당될 경우, 집단의 평균 통행시간예산(단위: 분)을 기재함.

<표 부록3-3> 횡단면 안정성 사후분석 결과(여가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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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St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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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im Oh

Transportation Studies Major

Department of Environmen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vel time savings are considered to be the principal measure of

economic benefits from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However,

the actual travel times have been observed not being saved and

remained constant even with reduced traffic congestion.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when travel speeds increase and travel times are

saved, people trend to increase travel distances, which keep travel

times approximately constant.

There is travel time budgets (TTBs) theory that can explain this

tre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TTBs, people have a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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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that they are willing to spend on travel and their TTBs are

relatively constant. Many empirical studies on TTBs have tried to

find the stability of TTB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theoretical limitations, such as the confusion in defining TTBs and

the lack of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stability of TTBs.

This study analyses the stability of TTBs with the five research

questions. The questions are ‘how to the define TTBs?’, ‘how to

analyze the stability of TTBs?’, ‘are TTBs stable over time and

space’, ‘are TTBs stable by season and day of week?’, and ‘are

TTBs stable by social group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qu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avel time expenditure and travel time budgets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In this study, TTBs are defined as the

maximum amount of time that people are willing to spend on travel.

Most previous studies on TTBs have equated travel time budgets, or

the unobservable maximum frontier, with the observable actual travel

time expenditure.

Second, this study has proposed one-way ANOVAto analyze the

stability of TTBs. Simple average comparison that previous studies

have popularly used to assess the stability is strongly associated

with researchers’ intuition. On the other hand, one-way ANOVA is

a method that can confir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an

difference of TTBs. This statistical significance can be the criterion

of stability of TTBs.

Third, the results of ANOVA analysis show that the TTBs are

not stable. TTBs have changed over time and TTBs vary by region,

day of the week, age and gender. TTBs are influenc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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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the heterogeneity of the

local transport system, and the daily life patterns. Additionally, TTBs

are partly stable by the Scheffe test that is a post-hoc test used in

ANOVA. Travel patterns by economic activities can be the main

reason for the partial stability.

Keywords : Travel time budgets, Travel time expenditure, S

table travel time budgets,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One-w

ay ANOVA

Student Number : 2016-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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