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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버스전용차로제는 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서， 국내외에서 활발 

히 시행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86년에 왕산로에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쳐음 시행된 이 방안은 1997년 현재 총 61개 구간의 218.5km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총 간선도로연장의 25.4% 또는 19개의 주요 도심지향방사형 간선도로연장의 62.5%에 해당한 

다r)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 (first-best) 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혼잡통행료 

부과방'll (congestion p디cing)과 비교하면 차선 (second-b않t) 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시행에 따른 편익은 적은 승객을 수송하는 자가용승용차와 택시 등이 운행가능한 차선의 수를 

줄이는 대신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도시형， 좌석 또는 통근버스 풍)만이 운행가능한 전용 

차로를 설치 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이용자의 총통행시간 감소분과 외부비용 (extemal cost잉 감소 

분 둥이며， 비용은 이 방안의 시행 전에는 자가용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하다가 시행 후에는 버 

스 둥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하는 도로이용자들의 후생감소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교통여건， 즉 버스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간선도로에서 버스전용차 

로제를 시행함에 따른 순펀익 또는 후생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미국 등 국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敎授

•• 本 鼎究는 서울大學校의 1994年度 發展基金 -般學術鼎究費 支援에 의해서 옳行되었음. 

1)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현황에 대해서는 김순관 (1997， pp.22-2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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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연구들은 간선도로가 아니라 도시고속도로에서 시행되는 다언승차량(비gh occupancy ve비cle) 

또는 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그 연구결과가 서울에 대해서는 적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이 방안의 편익， 즉 버스의 운행속도 증가 

및 승용차의 운행속도 감소정도나 그에 따른 총통행시간의 감소분을 추정할 뿐 비용도 함께 추 

정해 순편익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서울의 *짧f型 幹線道路 交通轉 (ra며외 artery conidor) 에 대한 情態的 시률레이션모형 

(static simulation mode!) 을 정립해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효과를 추정하는데 이용한다. 이 모형은 

Mohring (1979) 또는 Small (1983)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추상적인 교통축모형들과 교 

통계획안의 작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교적 정확하나 복잡한 네 단계 교통수요예측 

모형 사이에 위치하는 절충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수단분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한 후， 자가용승용차의 이용 감 

소 및 버스의 이용 증가에 주로 기언하는 순편익 또는 후생표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르는 효과를 需

要-供給 均衝의 틀로 분석할 수 있는 交通횡廳型을 정립하고， 3장에서 교통축모형의 精算에 사 

용되는 자료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교통축모형에 설 

정한 후 이 방안의 교통측면 효과 및 후생효과를 추정한 다읍， 이를 혼잡통행료에 가까운 한강 

교량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후생효과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 

하고 결론을 맺는다. 

11. 交通輔模型

이 장에서 일부 도로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때 일어날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사 

용될 시률레이션 모형이 정립된다. 이 모형은 다음 장에서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의 방 

사형 간선도로 교통축에서 관찰되는 교통수단분담율과 차량운행속도를 模寫함으로써 精算된다. 

1. 模型의 擔要 및 假定

여기서 정립되는 교통축모형의 주목적은 아침 失頭時間 동안 통근자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 

는 방사형 간선도로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제와 같은 정책의 단기적 효 

과를 예측하기 위해 이용하는 데 있다. 이 모형은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펼요한 여러 가정 

하에서 通行速度-交通量핍數(speed-flow function) 와 개별교통수단선택모형을 이용해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공급-수요 굵형을 반복계산에 의해 결정한 다음 社會的 純便益과 정부의 

통행료수입액 및 자동차관련세수 변화액 풍을 추정한다. 

본 모형은 다음의 여섯 가지 가정 하에서 정립된다. 첫째， 아침솟頭時閒대 (07시부터 09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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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시간) 와 통근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둘째， 교통정책에 따라 교통지구간 통근자의 총수 

와 그들의 주거지 및 취업지는 변하지 않는다. 셋째， 아침첨두시간대 동안 교통지구간 통근자 

수는 균일하게 분포한다. 넷째， 통근자는 교통수단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출발시간과 經路는 

변경활 수 없다‘ 다섯째， 차종별 재차인원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근자는 자가용승용 

차， 택시， 도시형 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또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할 수 있다. 

본 모형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음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문은 

外生變數로 간주되는 陽究對象地域의 交通地區間 通動者 總數와 그들의 社會經濟的 特性， 간 

선도로와 지하철 노선 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는 부문이다. 둘째 부문은 통행속도-교통량 함 

수로 표시되는 공급부문으로， 교통수단별 통근자수가 주어질 때 간선도로 통행에 소요되는 교 

통수단별 차내시간과 운행비용 또는 운임과 같은 金雙的 費用 (out-of-poc~앉 costs) 을 계산한다. 

셋째 부문은 개별로짓수단선택모형으로 표시되는 수요부문으로， 공급부문에서 결청된 교통수 

단별 소요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적용해 교통수단별 통근자수와 차량대수를 산정한다. 본 모형 

은 통근자들의 교통수단별 통행수요를 충족시키는 차량대수가 공급부문에서 통행속도를 계산 

할 때 사용된 차량대수와 같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한다. 마지막 부문은 버스전용차로제와 

같은 새로운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 社顧섬 純便益(또는 社會的 庫生의 增力n分-) , 정부의 通行

料 수입액 및 자동차이용과 관련된 세수변화액 등을 추정한다. 

외생변수 

교통지구칸 통근자의 총수 

간선도로및 지하철노선 

교통지구간 대표적 통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소득) 

공급부문 
교통수단별 운행속도 

교통수단별 운행비용 또는 운임 

문
 

부
 
, 요

 

A T 통근교통수단의 선택 (개별로짓모형) 

교통수단별 교통량 

반복계산 

사회적 순편익 

(후생변화액)의 추정 

통근자들의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없ion상 

운수업체의 운행비용 변화액 

외부비용(exκm외 costs) 의 변화액 

통근자띄 운임지출 및 통행료 세금 수입변화액 

특정수단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후생변화액 

〈그림 1) 模型의 基本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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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供給部門

(1) 放射型 幹線道路 交通輔(radi외 aπery conidor) 의 構造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고려되는 가상적인 교통축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 간선도로에 인접한 부채꼴 모양의 두 지역을 연결한 도시공 

간으로 셜정된다. 부채꼴 모양의 두 지역은 보다 작은 교통지구로 세분되며， 교통지구 및 도심 

은 통근자의 출발지인 주거지 또는 목적지인 직장 소재지가 된다. 여기서 각 교통지구(또는 도 

심)에 거주하는 통근자는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및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 교통 

지구내에서 소요되는 차내시간과 차외시간 등이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 종접별로 한명의 

평균적인 통근자가 두 교통지구(또는 도심)간의 모든 통근자를 대표할 수 있다. 

放射型 幹線道路는 외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며 流入 및 流出 連結路를 가진 일정한 길이의 

도로로， 그 지하에서는 지하철이 운행된다. 방사형 간선도로는 일련의 道路區間으로 구성되며， 

각 도로구간은 하나의 결절과 두 결절사이의 한 링크(iink) 를 갖는다. 이 간선도로는 아침失頭 

時間 동안 통근목적의 통행자에 의해서만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통근자가 탑승한 차량은 모든 

結節에서 출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통근자의 集散(collection) 및 配分(distribution)

은 각 교통지구의 지구내도로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정립되는 모형은 간선도로에 대한 수요 

와 공급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구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접근 및 배분에 소요되는 시간은 버 

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통근통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근자의 거주지가 H 

라고 가정하자. 그 통근자가 선택한 교통수단이 자가용승용차안 경우 H로부터 간선도로의 한 

결절인 B까지 일정한 속도로 지구내도로를 통행한 후 간선도로에 진입한다. 그 통근자는 B로 

부터 직장소재지가 있는 교통지구에 위치한 結節 D까지 교통수단분담율에 따라 변하는 간선도 

\ 

지구내도로 

간선도로 및 그 지하에 위치하는 지하절 

O 걸절(node) 또는 지하철역 

〈그림 2> 假想的인 放射型 幹線道路 交通輔의 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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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통행속도로 주행한 후 지구내 진입한 다음 빈 주차장을 찾는다. 그 통근자는 직장소재지 

인 W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직장까지 걸어칸다. 

교통수단이 도시형 버스 또는 좌석버스인 경우 통근자는 거주지인 H로부터 지구내 도로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간다. 직장소재지로 가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버 

스에 승차한다. 버스는 지구내도로를 따라 운행한 후 結節 B에서 간선도로에 진입한 다음 結

節 D에서 하차한 후 직장인 W까지 걸어간다.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는 버스인 경우보다 약간 복잡하다. 지하철역이 結節 B에 위치하 

고 있으며 세 가지 교통수단 즉 도보， 도시형버스 또는 지하철과 연계된다고 가정하자. 지하철 

역까지와 접근수단이 도보라면 통근자는 H로부터 B까지 걸어간다. 접근수단이 도시형버스인 

경우 통근자는 앞에서처럼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간 후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도시형버 

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도시형버스에 탑승해 B에서 하차한다. 접근수단이 지하철이라면 

통근자는 자신의 거주지인 교통지구내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후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열차에 탑승해 B에서 하차한다. 통근자는 접근수단에 관계없이 幹線道路에 위치 

한 지하철역 B에서 열차를 탄 후 結節 D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해 직장인 W까지 걸어가 

거나 도시형버스 또는 지하철로 환숭해 직장 W 인근까지 간 후 직장까지 걸어간다. 

표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호가 사용된다. 첫번째 윗 첨자 i는 주거지인 교 

통지구의 번호를 말하며， 두번째 윗 첨자 J는 직장소재지인 교통지구의 번호를 말한다. 반면 

첫번째 아래 첨자 s는 結節 또는 랑크의 번호를 표시하며， 두번째 아래 첨자 m은 여섯 가지 교 

통수단을 나타낸다 (1은 자가용승용차， 2는 택시， 3은 도시형버스， 4는 좌석버스， 5는 지하철， 

6은 통근버스). 

(2) 通行時間

1) 通行時間-交通量 關係式

幹線道路區間의 교통류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 (1985， p.4I)이 제시한 통행시간-교통량 

관계식을 적용한다. 이 식은 아침 失頭時間동안 교통량이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가정 하에서 승 

용차가 幹線道路區間 s를 Ikm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 π;‘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πJ = To [1 +a(풍)ß] ” ” / 
l 
l ‘ 

여기서• TQ, a 및 β는 幹線道路區間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값을 갖는다. 

머 幹線道路區間이 홈i5-G、 밖에 位置하는 경우 

a 

(κ/ζ) 드 I 

1. 67 

1.40 

(κ/ζ) > 1 

3.30 

0.2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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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10 

b) 幹線道路區間이 홉&心 안에 位置하는 경우 

(κ/C.) ::::; 1 (κ/ζ) > 1 

To 2, 50 4 

α 0, 25 

a 4 10 

식 (1)에서 κ는 乘用車換算係數(passenger car equiv외ents ， PC티로 표시되는 1시간교통량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6 
κ = LQm , NVs/11' γ m~5 

m=1 
(2) 

여기서 NVS1n은 幹線道路區間 S를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외한) 차종 m의 시간당 차량대수이 

며 ， qlll은 교통수단 m의 승용차환산계수이다. 그리고 갇는 幹線道路區間 s의 도로용량으로， 다 

음 장의 모형精算단계에서 연구대상 幹線道路의 구간별 통행속도 관찰치를 반영해 결정된다. 

식 (1)과 (2) 를 이용해 승용차가 幹線道路區間 S를 통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분)은 다 

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Ts1 = π1 X ι (3) 

여기서 L、는 幹線道路區間 s의 길이 (km) 이다. 이 때 幹線道路區間 s에서 승용차의 통행속도 

(km/h) , S.1l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60 
ssl =뀔r 

2) 自家用乘用車 利用者의 通行時間

(4) 

주거지가 交通地區 i이며 직장소재지가 交通地區 j인 통근자가 자가용승용차로 結節 S를 경유 

해 幹線道路로 진입할 때 통근에 소요되는 총통행시간(분)은 갖通地區 i의 지구내도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 TRVs1ij, 간선도로통행에 소요되는 시간 TLκIU， 結節 r를 거쳐 交通地區 j~ 지구 

내도로에 진업해 주차장을 찾고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TPARK, 그리고 자가용승용차 이용 

시 도보에 소요되는 시간 TWALK1의 네 시간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TLκliÎ를 제외한 세 가지 

시간요소는 모두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청되며 ， TLV)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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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캔 = LYs I (5) 
s=s 

3) 택시 利用者의 通行時間

주거지가 줬重地區 i이며 직장소재지가 交通地區 j인 통근자가 택시를 이용해 출근할 때 통 

근에 소요되는 총 통행시간은 택시를 탈 수 있는 지구내도로 및 택시에서 하차해 직장까지 걷 

는데 소요되는 시간 RWALK2, 빈 택시 또는 합숭이 가능한 택시를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TWAIT2, 交通地區 i의 지구내도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칸 TRκ2U， 結節 s와 τ까지의 간선도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 TLVs션， 그리고 交通地區 i와 j의 지구내도로에서 택시 합승으로 인해 유 

발되는 추가적인 차내시간 TAV의 다섯 가지 시간요소로 구성된다. TLVs2Y를 제외한 네 가지 시 

간요소는 모두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되며 ， TLVsij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1 ,-1 

TL'v앉 =L깐2 = LTs1 
s=s s=s 

4) 버스 利用者의 通行時間

(6) 

다음 두 가정 하에서 버스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산정된다. 첫째， 모든 도시형버스와 좌석버 

스의 노선유형은 도심회차형이다.깅 둘째， 모든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는 幹線道路 뿐만 아니 

라， 주거지인 交通地區 i와 직장소재지인 交通地區 j의 지구내도로에서도 운행된다 3) 즉 放射

型 간선도로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는 통근자 중 도짐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 환승할 필요 

가 없으며，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換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기 · 종점이 交通地區 i와 j인 버스 이용자의 총통행시간은 도보시간 

TWALKm, 대기시간 TWAlT,m 지구내도로 통행시간 TR~쇄， 幹線道路 通行時間 TLV,,} 및 버스간 

환숭시간 TFERSl잉의 다섯 시간요소로 구성된다. 간선도로 통행시간을 제외한 네 가지 시간요소 

는 모두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되며， TLY，꾀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된다. 

,-1 

TL캔~ = Ldm " 깐l 
s=-:; 

여기서 짜은 교통수단 m의 통행속도에 대한 승용차 통행속도의 비율을 말한다. 

5) 地下鐵 利用者의 通行時間

(7) 

주거지가 交通地區 i이며 직장소재지가 交通地區 j인 통근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 통근에 

잉 이 가청은 서울특별서 (1990, p.l쇠애 나확 었는 것처렴， 서울서의 방사형 간선도로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얘측펴는 도쳐형핵겸느와 화석버스펙 노선유형 가운데 도심회차노선이 각각 약 50% 및 

7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가정 또한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버스노선의 밀도가 대단히 높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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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총通行時間은 거주지로부터 幹線道路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하 

차해 직장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접근시간，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대기시간 π‘찌Ts• 

지하철 열차간 환승시간 TFER상， 그리고 지하철 본선 탑승시간 TLVs5ij의 네 시간요소로 구성된 

다. 여기서 접근시간은 지히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예상되는 연계수단을 交通地區별로 

각각 하나씩 미리 선정한 후 산정된다. 지하철의 운행속도는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交通地區 i와 j간 탑승시간은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청한다. 

(3) 金錢的 費用 (Out-of-pocket costs) 씨 

1) 自家用乘用車의 運行費用

通動者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 자가용숭용차 이용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연료비， 정비유지 

비， 주차료 및 通行料를 합한 운행비용을 비용으로 인지한다고 가정한다. 반면 차량비용과 보 

험료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통근자의 교통수단 선택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첫째，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속도가 변하더라도 차량비용과 보험료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ThObaIÚ (1984). Wilson (1 989) 및 Sm외1 (1983) 과 같은 

실증적 연구들은 연구대상도시의 자가용승용차 보유율에 관계없이 통행자가 교통수단을 선택 

할 때 자가용승용차의 차량비용과 보험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자가용승용차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소형 승용차를 기 

준으로 하며，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객은 공평하게 운행비용을 분담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모든 운행비용은 대당 비용으로 표시된다. 반면 다음에 나오는 교통수단선택모형에서는 

대당 비용을 평균재차언원 ED1으로 나눈 인당 비용으로 환산해 獨立變數의 값으로 사용한다. 

먼저 연료비는 운행속도에 따라 변하는 반면 정비유지비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幹

線道路區間 s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및 정비유지비 0ζl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OCsl = (FR FCsl + 0cf ) μ (8) 

여기서 Ls는 幹線道路區間 S의 길이 (km) 이고• OC1 k은 자가용승용차의 km당 정비유지비이며， 

FP1은 l당 휘발유가격이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가 평균속도 Ssl{km/h) 로 통행할 때 소모하는 

연료량 FCs1 (l/km) 은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 5) 

4) 통근통행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적 비용이 교통축모형의 수요부문에서 통근자가 수단을 선택할 때 고 

려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금전적 비용이란 통근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인지하는 사적비용만을 

포함하며， 통근통행과 관련되는 외부효과 (extem외ities) • 보조금 및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유발하는) 
조세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르는 후생효과 추정에 관한 뒷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5) 식 (9) 는 OECD (l98 1)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된다. 첫 

째， 서울시의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해 추정된 (승용차의) 연료소모량→속도 관계식은 없다. 둘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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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 0.09 
10.07 +.:.:.:.::..:.. 10 ~ S, .• ~ 60 

S ... 
FCs1 =~ 

10.1246+ S‘’ <10 
Ssl . (Ssl + 8) (9) 

기 • 종점이 交通地區 i와 j인 통근자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할 때 소요되는 통근통행 

당 연료비 및 정비유지비 ， OC1ij은 일정한 거리 (U1iJ) 의 지구내도로를 일정한 속도 (SL1) 로 통행 

한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OC!J = L다 (FP" . FCL1 +OCr)+ IOCs1 (1이 
s=-s 

여기서 FCL1은 통행속도가 SL1일 때 식 (이에 의해 산정되는 연료소모량을 말한다. 

둘째，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가 인지하는 통근통행당 주차료는 기대주차료 (the 

expected cost of pa떠ng， EPC) 라는 가정하에서 다음 식에 의해 추정된다.이 

EPCJ = AI .O+A2 . PRJ +A3 .PDI. PP[. PFI 
” ” 1 ( 

여기서 AI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 중 직장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 A2는 통 

근자 자신이 주차료를 부담하는 비율， A3는 불법주차비율 7) PR!는 직장소재지 인 交通地區 j내 

주차장의 평균주차료， PDI는 불법주차시 단속에 걸릴 확률， PPI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징수될 

확률， 그리고 PFI는 불법주차 과태료이다. 

셋째， 幹線道路區間 S에 있는 기존 유료교통시설의 사용료， EI'.d Y‘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에 따 

르는 금전척 비용에 포함된다. 

2) 택시 및 大짧交通手段 運負

통근자가 교통수단으로 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각각 지불하는 

(9) 에 의한 연료소모량 추정치는 연구년도인 1990년에 서울시에서 많이 운행되었던 엑셀(배기량이 

1 ， 468cc) 의 연료소모량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식에 따르면 평균속도가 6Okm/h일 때 연 

비는 11. 56km/1.로 추정된다. 

6)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다음의 세 집단별로 주차료를 다르게 인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직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통근자는 주차료를 금전적 비용으로 인지하지 않 

을 것이다. 둘째， 자신이 주차료를 부담하는 통근자는 모든 주차료를 금전적 비용으로 간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주변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통근자는 기대벌금액을 주차료로 칸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집단별로 다르게 인지하는 주차료의 가중평균치를 기대주차료로 

정의해 적용한다. 

7) 여기서는 유료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쓴 모든 유형을 불법주차로 가정한다. 즉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직장주변 장소에 무료로 자가용승용차를 주차한 경우도 불법주차로 가정한다. 



시율레이션模型에 의한 버스專用車路制의 評價 71 

운임， 재RE，괴을 금전적 비용으로 가정한다. 서울시에서 택시를 합숭할 때에도 할인운임이 아닌 

전체 운임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택시 탑숭객은 각자 운임을 전부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a 需要部門
(1) 짧存 로짓手段選擇模型의 選定

통근자가 다섯 가지 交通手段(자가용승용차， 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및 지하철) 가운데 

어떤 交通手段을 이용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1980년의 서울시 도심통근자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원제무(1984) 의 개별로짓모형을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부만 수정해 사용한다. 첫 

째， 연구년도의 서울시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별로짓모형을 추정해 이용 

하면 되나， 이에 필요한 어떤 개별자료도 수집 및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集團模型 推定

에 비해 개별로짓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더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수 

집하고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해 개별로짓모형을 추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둘째， 

다음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원제무(1984) 가 제시한 모형은 선택이 가능한 交通手段들의 집합， 

獨立變數의 선정 및 추정된 계수들로부터 도출되는 (차내 및 차외) 시간가치와 탄력성 둥 세 

측면에서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제무(19뼈가 제시한 여러 個別手段選擇模型 가운데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로 고소득계층 

에 속하는 통근자들에 대해 추정된 두번째 모형을 선택해 연구대상지역 통근자들의 수단선택 

행태를 나타내는데 이용한다. 첫째， 고소득계층으로 구분된 통근자들에 대해 추정된 모형은 통 

근버스를 제외한 다섯 가지 交通手段들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포함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으로 

구분된 통근자들에 대해 추정된 모형은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단지 세 가지 交通手段(도시형버 

스， 좌석버스 및 지하철) 만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1980년대에 서울시민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1980년의 고소득계층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모형이 1980년의 전체 통근자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모형보다 연구대상년도인 1990년의 교통여건을 보다 잘 반영할 것 

으로 예상된다. 

셋째， <表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소득계층 통근자에 대해 추정된 원제무(1984) 의 모형은 

선행연구에서 交通手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적절하게 獨立變數로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모형은 통행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통근자의 소득으로 나 

눈 변수， 車內通行時間 그리고 車外通行時間을 통행거리로 나눈 변수를 일반적 변수(generic 

variable) 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모형은 통근수단으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 

한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8) 

8) 이와 같이 필요한 변수가 누락된 경우 이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의 계수추정치는 누락된 변수 
에 의해서 셜명되어야 할 변동( variation) 의 일부를 옳지 않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추정치 
(l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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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1980年 서울市 高所得階層 通動者의 윷料를 ￥lj用하여 推定된 多項로짓模型 

독립변수 독립변수명 계수 계수추정치 t-통계량 

OPCIINC 통행비용(원)/ <>1 0_101 - 4.63 

월근로소득(만원) 

IVTI 차내통행시간(분) & ~ α044 - 3.28 
OVTTIDIS 차외통행시간(분)/ òj 0098 - 2.26 

통행거리(때) 

수단특정적 상수: 

자가용승용차 ~I 2_520 2_40 

택시 (\12 5.660 6_63 
도시형버스 ~3 4.650 8_28 

좌석버스 dμ 5.300 6.29 
지하철 ~5 0 

검정통계량: 

표본수 = 232 
L(I이 = 315.3 
L( 1;) = 199.3 
1-(L( 1; )ι(이) = 0.370 

넷째， 선정된 個別로짓模型으로부터 도출되는 通行時間價植는 외국의 도시들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수단선택모형들로부터 도출되는 通行時間가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선정된 모형 

의 계수추정치로부터 차내시간은 소득의 44% , 차외시간은 소득의 97%로 각각 추정된다. 이 

결과는 통근자가 차내通行時間에 대해 세전 임금의 25-50% 만큼 가치를 부여한다는 

Mohring (1976) 의 결론 및 차외通行時間에 대해 차내通行時間의 2-3배만큼 더 높은 가치를 부 

여한다는 Hensher (197이의 결론과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는 차내시간 및 차외시간가치를 각각 

통근자 임금의 41 및 l3l%로 추정했던 Wùson (1989) 의 싱가폴에 대한 연구결과와도 대체로 일 

치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모형으로부터 추정되는 직접탄력성은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 

체로 일치한다. 어떤 交通手段의 특성치가 1% 변화했을 때 그 交通手段이 선택될 확률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 지를 나타내는 직접탄력성은 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表 2)에 보이는 것처럼 선정된 모형으로부터 자가용승용차 

의 통행비용에 대한 직접탄력성은 -0.259로 추정된다. 이 탄력성 추정치는 도시내 승용차 이용 

수요의 휘발유가격에 대한 단기직접탄력성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0.2--0.3의 값을 제 

시하고 있는 Beesley & Kemp (1987) 와 Oumet 띠. (1992) 의 결론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 

정된 모형으로부터 자가용승용차의 車內時間에 대한 직접탄력성은 -0.843으로 추정된다. 결과 

유와 통근수단 선태에 관한 결정이 상호의존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rain(198이과 Thobani (1984) 
와 같이 두 선택을 통시에 고려하는 결합모형 (또는 중첩로짓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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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個別로짓模型으로부터 導出되는 手짧뺨別 交通手段 選擇確率의 直接彈力性*

싫ftf 자가용승용차 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차내통행시간 -0, 843 -1 , 446 • 1, 270 -1 , 363 α707 

통행비용 • 0, 259 -1 , 756 -0089 0_384 0, 153 

註. (表 1)에 제시된 원제무(1984) 의 개별로짓모형과 다음 장의 기 • 종정별 대표적 통근자에 관한 가정 

을 적용해 추정한 직접점탄력성임. 

적으로 선정된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용승용차 이용자는 통행비용 변화보다 車內時間 변 

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Beesley & Kemp (1987) 와 같은 선행연구 

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 選定된 로짓手段選擇模型의 修표 

앞에서 선정된 원제무 (19없) 모형의 계수 추정치 가운데 手段特定的 常數(altemative-specific

constant야를 연구대상지역의 연구년도 (1990년) 여건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수정한다， <表 1> 

에서 80111으로 표기된 手F왔持定的 常數는 (통근자의 交通手段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모형 

에서 누락된 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므로 시기별 또는 동일한 대도시지역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통행비용 및 通行時間과 같은 정책관련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와는 달리 &’”이 시 

간상 또는 공간상으로 이전가능 (transferable) 하다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80111 추정치 

는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선정된 모형의 手段特定的 常數， 00111의 수정치는 다음 두 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먼저 각각 

의 대표적 통근자에 대해 선정된 모형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수단분담율의 예측치가 연구대 

상지역에 속하는 交通地區깐 수단분담율 관찰치와 같아질 때까지 4)111의 값을 반복계산함으로써 

交通地區간 4’”의 수정치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지역에 속하는 交通地區들을 강남과 

강북의 두 지역으로 묶어서 보았을 때 거주자틀의 소득 및 자가용승용차 보유율 둥이 크게 다 

르므로 交通地區간 80111의 수정치를 交通地區간 통근자수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지역별 80111의 수 

정치 ， ðom*를 추정한다. 강남과 강북지역에 속하는 交通地區들에 대해 다른 값의 80m*를 적용 

하는 방법은 交通地區를 공간적 단위로 하여 기 · 종점별로 다른 手F웠춤定的 常數의 수정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 연구대상지역에서 관찰되는 수단분담율과의 適合度(gα잉ness-아'-fit)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그러나 기 · 종점별로 다른 手段特定的 常數의 수정치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론적 근 

거가 미약하므로， 강남과 장북지역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크게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지역에 속하는 交通地區들에 대해 각각 통일한 4)11'*를 적용한다. 

9) 개별로짓모형 계수추정치의 이전가능성 (transferability) 및 수정방법에 대해서는 αtuzar & Willumsen 
(1994) 의 pp, 278-284 동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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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交通手段별 總需要의 推定

연구대상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手F웠춤定的 常數가 수정된 원제무(1984) 의 통근교통수 

단 선택에 대한 로짓모형은 교통수단 선택이 가능한 통근자 비율， 즉 규칙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통근자를 제외한 비율， (1-마)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交通地區 i에서 交通地

區 j로 출근하는 대표적 통근자가 통근버스를 제외한 다섯 가지 交通手段 중에서 수단 m을 선 

택할 확률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ii _11 nii , exp(w:{) n:{ =(I -ng)τ 
L,exp(w“) (1기 

여기서 ILU는 交通地區 i에서 j로 출근하는 통근자틀이 통근버스를 선택하는 비율로， 본 연구 

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이 

원체무(19&씨는 交通手段 m에 조건적인 개별통행자의 效用핍數 중 결정적 효용( deterministic 

utility) 요소， w싸에 대해 표준적인 함수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즉 〈表 1)에 보이는 설명변수와 

모수는 선형관계(Iinear in p.없m앉ers) 로 가정되므로 w，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1커 
;; _* _ (oPC!. 1 _ _ ___ ;; _ (oV7T.~ 1 

wi!, =o~m +δd v. ，걷L 1+8? (Ivn;~ )+811 ~ .• ';뷰 | 
“ ...... ‘ llNC‘ ) J~ D1S::' ) 

식 (\2) 와 (\3) 의 수정된 개별로짓모형을 이용해 交通手段별 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 

구대상인 幹線道路을 이용하는 모든 통근자들에 대한 설명변수의 값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이러한 값들은 交通地區간 대표적 통근자가 다섯 가지 交通手段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운 

임， 車內時間， 차외시간 및 통행거리 둥을 말한다. 交通地區 i와j를 기 • 종점으로 하는 모든 

통근자들은 관찰이 가능한 모든 특성측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되므로 이들 모두는 한 사람의 

대표적 통근자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交通地區 i와 j간 대표적 통근자에 대해 수정된 개별 

로짓모형을 적용해 계산된 수단선택확률은 이들 交通地區간 통근자들의 수단분담율과 일치하 

게 된다. 

아침失頭時間대 동안 交通地區 i와 j를 기 · 종점으로 하는 통근자들의 총수는 TN'J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두 交通地區 i와 j칸 통근자들의 수단 m에 대한 시간당 통행수요， N，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경우 통근버스의 분담율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통정책이 달라지더라도 통근버스 분담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첫째 • 1990년 서울시 전체에서의 통근버스 분담율은 3.71% (대한통계협회(1992) 로부터 계 

산한 결과임)로 대단히 낮다. 둘째， 기업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하 

는 정책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는 종업원들이 통근버스를 선택하는 행태에 관한 실증 

적 연구결과가 거의 없다. 



시율레이션模型에 의한 버스專用車路制의 評價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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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는 아침첨두시간대의 시간수이다. 

두 交通地區 i와 j를 기 • 종점으로 하며 수단 m을 이용하려는 통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 

요한 수단 m의 시간당 차량대수， NV，，/J.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lJ 

NV.~ =...:..:.J!L 

… EO’” (1 5) 

여기서 EOm은 수단 m의 평균재차인원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NVJ이 結節 S를 경유 

해 幹線道路에 진입하면 幹線道路區間 S를 통행하는 수단 m의 차량대수 NV"움 다음과 같다. 

NV,m = NV(s- l)m + N캠， γm#5 (1이 

식 (1이에 의해 계산되는 차량대수와 식 (잉로 표시된 통행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대수가 같아질 때까지 교통축모형은 식 (1 6) 에 의해 계산되는 차량대수 추정치를 식 (1)에 

대입해 계산을 반복한다. 

4. J훌生變化觀의 추정 11) 

(1) 수단선택이 가능한 통근자의 훔生變化賴 

1) 통근자 관점의 멸生變化賴 

SmaIl & Rosen (1 98 1)은 개별로짓모형으로부터 이용자 후생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s) 를 도출하고 있다 12) 이 지표를 이용해 통근버스를 제외한 다 

섯가지 交通手段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통근자들의 훔生變化類을 추정한다. 식 (13) 의 로짓手 

段選擇模型은 통근버스만을 이용한다고 가정된 의존적 통행자(captive riders) 에 대해서는 적용되 

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摩生變化賴은 뒤에서 별도로 추정된다. 

交通手段의 선택이 가능한 통근자들은 각각 식 (1 3) 으로 설정된 간접效用핍數(indirect utility 

function) 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로짓모형의 獨立變數로 선정된) 交

11) 여기서 측정되는 후생변화액은 교통정책으로 인해 아침첨두시간대의 l시간동안 연구대상인 교통축에 

서 발생하는 계량가능한 모든 편익과 비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교통정책의 효율성 (efficiεncy) 측면 
만을 다루므로 소득재분배어is띠butional equity) 효과는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즉 교통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은 피해자 또는 수혜자가 되는 통근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가중치 (social weight) 가 부여 된다. 
12) 이 글 이외에도 개별로짓모형으로부터 보상변화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셜명한 글로서는 Sm외1(1992， 

pp.20-2기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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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手段벌 금전적 비용 또는 通行時間의 변화로 인하여 交通地區 t에서 j로 출근하는 대표적 통 

근자에게 발생하는 보상변화， MJ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AT,ij ( 1 \ 5 ;;n 

L1e'J = ---二~ _;;, =-1 ~; l[ln L， exp(쩌 )]:~: 
Nν (l -n6) \ J· / m=l ” 

(17) 

여기서 F는 관심영역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소득의 한계효용(margin외 utility of 

income) 을 말하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r' =-보L 
INC' 

(I히 

L1Fjj는 交通地區 i와 j를 기 · 종점으로 하는 모든 통근자들에게 발생하는 보상변화의 기대치 

이며， W，녕은 交通手段 m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간접)효용이다. 그리고 대괄호는 Wjb (어떤 교 

통정책의 시행전)와 Wψ(그 교통정책의 시행후)에서 각각 측정되는 내부항의 값차이를 뜻한다. 

식 (1 7) 에 의해 추정되는 보상변화， MJ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대괄호 내부의 항은 

다섯가지 交通手段대안을 모두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효용의 기대치이므로， 이러한 

최대효용 기대치의 변화량(효용의 추상적 단위로 측정됨)을 소득의 한계효용(효용한 단위당 화 

폐가치로 측정됨)의 역수로 곱함으로써 후생변화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통근자의 후생변화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었다. 

통근자의 관점에서 交通手段 선택이 가능한 모든 통근자들에게 발생하는 후생변화량의 합은 

다음 식에 의해 화폐가치로 계산된다. 

Mij .5 iin 

L1E=-L，L，[(I-따)듀[ln L， exp(폐)]찮 l (19) 

결과적으로 총보상변화，L1E는 교통정책이 변화한 이후에도 수단선택이 가능한 모든 통근자 

들을 교통정책이 변화하기 전의 효용수준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 야들 통근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의 크기를 말한다. 

2) 社顧성 庫生變化願

앞에서 정립된 통근자 관점의 層生變化類은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서 발생 

하는 실질적인 편익과 비용의 변화액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자가용승용차 이용 

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유류세 또는 通↑행}는 도로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可變費

用 또는 도로혼잡， 불법주차， 사고 및 오염의 형태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외부 비용 (extemal 

costs) 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므로 자가용승용차 이용자는 도로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전 

체를 인지하지 않거나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통근자가 버스， 지하철 및 택시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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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불하는 운임도 이들 대중교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단선택이 가능한 통근자 전체가 어떤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유발 

하는 사회적 후갱변화액은 식 (1 9) 의 총보상변화에서 다섯 가지 교통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되는 

사적 비용 변화액과 외부 비용 변화액을 땐 다음， 자동차 및 유류관련 세수， 주차료 또는 통행 

료 수입금과 운임지출액의 변화액 합을 더해줌으로써 계산된다. 통근자가 인식하는 금전적 비 

용이 수요와 공급칸 균형점 및 통근자 전체의 탤生變化賴(보상변화)을 추정하는데 적절한 반 

면，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효과를 추정하는데 적실한 지표는 社會的 原生변화액이다. 

CD 通動交通서비스 供給者의 私的 費用 變化賴

자가용승용차 이용자 또는 대중교통운수업체가 부담하는 私的 費用에는 자가용승용차， 택 

시， 버스 또는 지하철의 운행비용과 택시， 버스 또는 지하철 차량의 자본비용이 포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택시， 버스 또는 지하철 운수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감에 따라 단기적으 

로 이들 차량의 운행대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각각의 중고차시장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차량들 

을 거래비용 없이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들 대중교통차량의 자본비용은 가변비 

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자가용승용차는 통근 뿐만 아니라 다른 통행목적으로도 사 

용되므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가용승용차 이외의 통근수단으로 전환하더라도 

자가용승용차는 계속 보유하며 주행거리는 중고승용차가격의 減價要因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서 자가용승용차의 자본비용은 고정비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도로， 지하철 

및 차고시설은 교통량 또는 이용수준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대중교 

통차량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본비용은 사적 비용변화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버스와 택시 및 지하철차량의 자본비용은 첨두 및 비첨두서비스에 균일하게 배분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 대중교통차량， 특히 버스는 일일 2교대로 근무하는 운전종 

사자에 의해 하루종일 거의 비슷한 배차간격으로 운행되므로 이들 차량의 耐久年數는 다른 나 

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짧다. 즉 서울시 대중교통차량의 내구년수를 결정하는 주요인 

은 높은 가동율이라는 점에서 이 가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自家用乘用車 利用에 따르는 私的 費用 變化願

앞에서 기대주차료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된 식 (1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근자가 交通

手段 選擇시 자가용승용차 이용과 관련해 인지하는 비용으로 가정된 금전적 비용은 기업이 부 

담하는 주차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 부담하는 총주차비용의 변화액은 다음 식에 의해 계 

산된다 • 

.1TPCE1 = L L(A1 . PRj )(N끼ijp-N끼ijh)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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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번째 괄호에 포함된 항은 통근목적으로 이용된 자가용승용차 l대를 주차시키기 위 

해 기업이 부담하는 주차료를 나타낸다. 

g 大聚交通運輸業體의 私的 費用 變化願

앞에서 手段分擔率의 균형점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택시， 버스 및 지하철 운임은 이들 대 

중교통서비스를 생산하는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음 가정 하 

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운수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추정된다. 첫째， 도심방향 

과 외곽방향의 통근통행량은 거의 같다. 이 가정은 택시， 좌석버스， 도시형버스 및 지하철의 

서비스 생산비용을 통일한 관점에서 추정하는데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통근통행의 목적지가 

도심 뿐만 아니라 부도심 및 기타 외곽지역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둘째， 어떤 交通地區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수단으로 버스가 필요한 경우 도시형 

버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간선 도시형버스체계와 지하철의 연계수단인 버스 

체계는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서울시에서 마 

을버스(중 · 소형 버스를 이용함)가 지하철 및 도시형 • 좌석버스와 같은 大聚交通手段에 연계 

시켜 주는 支線서비스 (fl뼈er servic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되는 지역이 많으나， 마을버스의 운 

행비용에 관한 자료 취득이 어려운 관계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정 하에서 대중교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私的 費用을 개략적으로 추정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의 대중교통 운행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음 방법이 사용된다. 첨두시 

交通地區 i와 j 사이에서 운수업체가 交通手段 m의 차량 l대를 면도운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 

는 총운행비용， Sζ，F은 운행거리 (κ씨， 운행시간(H，씨 및 평균재차인원 (ED，’，，)에 비례하는 요소 

비용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sc: =(CCE+OCE) 페 +OC，~ 서 +OC，~.EOm (21) 

식 (2 1)의 모수인 時間當 자본비용， CC，먼은 차량비용， 보험료 및 차량의 취득과 보유시 운 

수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차량의 사용연한은 내용년수 n“년 

으로 미 리 정해져 있으며 연간자본비 용은 자본회수계수 (capital recovery factor, CRF) 를 사용해 결 

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 0ζnH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i-'ì 그러나 이 가정은 아침失頭時間동안 실제로 관찰되는 방향별 승객비율의 交通手段간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 경우 交通手段간 비용상의 비교우위 또는 어느 한 交通手段의 경우 방향별 비용 

에 대한 추정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평일의 아침첨두시간동안 도심을 통과하거 

나 도심에서 회차하는 버스노선의 경우 도심방향의 승객수는 외광방향의 숭객수보다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의 적용은 도심방향의 버스서비스 생산비용을 과소추정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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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CRF , {PP,n + VAT，n-Sκn . (1 + r)-n",) + VO낀n +IP,n]/ 

여기서 자본회수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 r)nm 
CRF= . ,- .• , 

(1 +r)n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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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 

그리고 PPIIJ은 交通手段 m 차량의 세전공장도가격 VAT，，，은 차량의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sκ1은 잔존가액 ， r은 실질할인율 VOT，n은 차량의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IPm은 연간 책 

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의 합이며 ， YUHIIJ은 연간 차량가동시간이다. 

식 (21) 에서 보이는 모수 OζnH은 총차량가동시간(시발 및 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포함함)에 

비례하는 운행비용을 나타내며，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모든 일반관리비를 포함 

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반면 모수 OCmK은 차량운행거리에 비례하는 운행비용을 나타내며， 정 

비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류비를 포항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14) 모수 

OCn，v은 승객수에 비례하는 운행비용을 포함하며， 요금징수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식 (2낀1)에서 보아는 交通地區 j와 j간 편도운행거리를 나타내는 κ긴과 편도운행소요시간을 나 

타내는 H서l”J’ 

지인 交通地區 i에서 직장소재지가 交通地區 j로 동일한 승객들을 승차시켜 하차시킬 때까지 지 

구내도로 및 幹線道路에서 운행해야 하는 거리는 LL~， + L, Ls 01 며， 소요되는 시간은 TRVS1nij + 

TLVslIJU이 된다. 이들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은 차고지로부터 시발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차고지 

까지의 공차운행거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1，/와 시발점 및 종점에서의 정비 및 대기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 j먼로 각각 곱해진다. 따라서 편도운행거리 κJ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l 

K“ =if -(LL% + ZLs), m=2,3,4 Q씨 
s=s 

그리고 편도운행소요시간 H，끼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껴 즉 경유와 잡유비를 포함하는 유류비는 운행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다. 이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시내도로에서 버스 및 택시에 대한 연료소모량과 운행속도간 

관계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거의 없기 때분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유류비가 운행속도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현재의 가정 하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크게 다 

를 것 같지 않다. 이는 유류비가 버스 및 택시의 총운행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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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1. 1'. rK /rrnt ,ÌÎ . "TfJ' "ÌÎ IcH E''02 .TAV+ ff(TR캔 +TL캔) 
112 . ’ m=2 

H%={ 
I _1-1 _" T.Rψ~" +TRV"~" 11;:; . J，~' . ~… J… m=3,4 
,"'" .", 60 (25) 

여기서 E02는 택시의 평균재차인원이며 ， TAV는 통근통행의 기 • 종점인 交通地區 i와 j의 지 

구내도로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같은 통근자를 탐색해 태우고 내리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운행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승객 1인당 車內時間이다. 

반면 연구대상교통축에 포함되는 交通地區들을 기 • 종점으로 하는 통근자들이 지하철을 선 

택하는 경우 연구대상인 幹線道路의 지하에 위치한 하나의 지하철노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지 

하철서비스 공급자는 그 노선의 차량기지로부터 종착역까지 전체구간에 걸쳐 각 交通地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차량수를 운행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交通地區 i와 j를 기 • 총점 

으로 하는 통근자들의 지하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행해야 하는 거리 K5lj와 운행 

소요시간 f간V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kg =ff ZLJ5 , 

ii _ cH ck TLv..~ Hr = ff . fs^ . --:~IJ 
60 

α이 

@끼 

여기서 TLV15 1는 연구대상교통축에 위치한 양 꿀단의 지하철역간 운행소요시간이며， 일정한 

地下鐵運行速度 S5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대상인 幹線道路의 지하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계수단인 도시형 

버스 또는 다른 노선의 지하철을 먼저 탑숭한 후 환승해야 하는 交通地區도 있다. 먼저 각 交

通地區마다 칸선노선과는 다른 별도의 인접한 지하철역을 연계운행하는 지선노선이 었다는 가 

정 하에서 지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버스 운수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운행비용이 추 

정된다. 식 (21) - (25) 로부터 交通地區 i내에서 도시형버스로 주택지(또는 직장)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fL.;1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적비용 sC31는 다음과 같이 도출 

된다. 

sc삼 =f{ 따F .[램(ccf +0댐) 꿇+0양]+0갱 없 잉8) 

여기셔 S~는 처구내도로에서의 도사형버스 運行速度이다. 또한 식 (21) , (2기， (23) , (2이 

및 (27) 로부터 지하철로 지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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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출된다. 

SC삼 =fl 파 ut 원+앙) Q이 

운수업체가 각각의 버스 또는 지하철노선에서 운행해야 하는 차량대수는 다음의 세 가지 가 

청 하에서 산청된다. 첫째， 차종별 채차인원 EOm은 아침똥頭時間동안 幹線道路의 도성진입지 

점에서 관찰되는 차종별 탑승객수로 정해지며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각 차량의 차종별 탑승율 

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차종별 소요대수가 결정된다. 둘째， 배차간격은 수요부문에서 

대표적 통근자들이 수단선택시 직면하는 배차간격과 동일하며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교통정책 

의 변화에 따른 수단분담율의 변화에 기언한 배차간격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차량 

대수는 連續變數(a∞ntinuous variable)로 다루어진다. 즉 차량대수는 정수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및 택시 운수업체의 사적 비용 총변화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4 
LlTSC2,3,4 = I, I，I，[(CC，~ +OC，~).H“ +OC,! .K싱 +OC，~ .EOml.(N채~， -N써b) 

m=2 i j 
(3이 

반면 지하철 운수업체는 연구대상인 지하철노선의 전체 구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해야 하므 

로 사적 비용의 총변화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1 .. 1-1 ccf • 

L1TSC5 =ul. I， Ls5)'(셈 --」-+Ocf) (NVF - NV5) 
s=1 S5 

씨
 

/ 
l 
、

여기서 세 번째 팔호항은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 지하철차량소요대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지하철의 지선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사적 비용의 총변화액은 식 (28) 과 (29) 를 이용 

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LlTSCmF = I,I,I, SC::,F .(N끼쐐 -N끼뿜)， m =3,5 
m 1 } 

(32) 

결과적으로 어떤 교통정책에 기언하는 통근교통서비스 공급자의 사적 비용 총변화액은 식 

(2이， (3이， β I) 및 (32) 의 합으로 식 (33) 과 같이 계산된다. 

MSC = LlTPCE1 + LlTSC2,3,4 + LlTSC 5 + L1TSC3F.5F (33) 

자가용승용차 운행비용의 변화액은 통근자의 관점에서 식 (19) 에 의해 추정되는 原生變化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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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식 (33) 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外部 費用의 變化願

연구대상인 교통축을 이용하는 통근자는 모든 다른 도로이용자와 사회 전체에 대해 비용을 

유발한다. 도로흔참으로 인해 通行時間 및 차량운행비용이 증가하므로 도로혼잡도의 변화에 

기인한 외부 비용(또는 혼잡비용)의 변화액은 통근자의 관점에서 탤生變化賴을 추정하는 식과 

통근교통서비스 공급자의 私的 費用 총변화액을 추정하는 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혼잡비용의 변화액과는 달려 자가용승용차 이용자가 불법주차 또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유발되는 외부 비용， 정부기관이 부담하는 도로유지 보수 및 교통경찰비용 그리고 차량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대기오염비용 퉁의 변화액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 自家用乘用車 利用에 따르는 外部 費用의 變化賴

먼저 서울의 실제를 반영해 자가용승용차 이용자의 불법 노상주차로 발생하는 외부 비용을 

추정한다. 서울에서의 불법주차는 주로 주요 幹線道路의 街路邊車線이 아니라 슈퍼블럭 

(superbloc셔 내의 보차분리가 안된 좁은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이 

면도로를 차량과 함께 이용하게 되므로 불법주차된 자가용승용차는 보행흐름에 지장을 초래하 

며， 주차를 위한 유 출입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불법주차를 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발되는 주된 외부 비 

용은 보도로 이용가능한 이면도로의 공간이 좁아짐에 따라 보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혼잡비용 

이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혼잡비용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료노외 

주차장의 주차료를 경쟁적 주차시장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으로 가정해 이 값을 보행자가 부담 

하는 혼잡비용으로 사용한다치 

交通地區 j에서 불법주차된 자가용승용차가 유발하는 限界混雜費用은 그 交通地區 내에 있는 

주차장들의 주차료 가중평균치를 나타내는 P~와 같으며 이러한 비용 중 단지 일부만을 불법주 

차과태료의 형태로 부담한다는 가정 하에서 불법주차된 자가용승용차 대수의 변화에 기인한 

외부 비용의 총변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TEcfp = ZZA3 (PRJ - PDI PPI PFI) (N끼ijp-N씨ijb) 
(3씨 

여기서 ， A3, PDI, PPI 및 PFl는 앞의 식 (\1) 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다음으로 자가용승용차 이용자는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외부 비용 전부를 책임 및 종합보험 

15) 이러한 간접 측정치의 적용은 슈퍼블럭 내에 있는 보행자용 이면도로에 대한 토지배분이 경제적으로 

최척이라는 가정 하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한 대의 불법주차된 자가용승용 

차가 보행속도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이면도로의 보행자에게 입히는 혼잡비용은 한 대의 승용차를 추 

가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용지 공급에 소요되는 장기적 비용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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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자가용승용차의 사고비용을 추정한다에 자가용승용차는 

km당 EAC1만큼의 기대사고비용 (expec때 accident cost) 을 유발한다는 가정 하에서 사고비용의 총 

변화액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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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기서 t1VKI/j는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交通地區 i와 j간 자가용숭용차의 운행거 

리 차이이다. 

g 기타 外部 費用의 變化賴

幹線道路의 교통혼잡아 심해지면 공공서비스비용(도로유지 보수비용， 교통경찰비용 등)이 

더 소요되며，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외부 비용도 증가한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총공공서비스비용중 교통량의 증감에 따라 변하는 가변비용과 대기오염 

비용도 고려해야 하나， 이들 비용을 추정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총공공서비스비용중 幹線道路를 이용하는 교통량에 관계없이 일 

정하게 소요되는 固定費用을 제외한 나머지인 가변비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mall& 

Kazimi (1995) 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화물트럭을 제외한 승객수송용 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비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비용을 사회적 순편익 추정시 제외하더라 

도 본 연구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교통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유발되는 외부 비용의 총변화액은 식 (34) 로 표 

시되는 불법주차된 자가용승용차가 유발하는 외부 비용의 변화액과 식 (35) 로 표시되는 자가용 

승용차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외부 비용 변화액의 합으로 계산된다. 

IP . A ...,.,.,..,,...A MEC = t1TECí' + t1TECî (36) 

@ 政府의 通?캔파 收入， 鏡收 및 大聚交通運輸業體의 運貨收入 變化賴

통근자가 交通手段 이용시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과 대중교통운수업체가 부담하는 私的 費用

의 변화액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자원비용의 변화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교통정책의 시행에 따른 社會的 훔生의 총변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전 (transfer)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의 교통시설 통행료수입， 자동차관련 

세수 및 대중교통운수업체의 운임수입 변화액을 앞에서 추정된 금전적 비용 및 私的 費用의 변 

l이 대중교통수단(택시， 좌석버스， 도시형버스 및 지하철)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비용은 
앞의 식 (22) 에서 보인 것처럼 차량의 시간당 자본비용， 0α'c.ζι-u’”꺼l 

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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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액에서 제해야한다. 

@ 交通施設의 通4球}收入 變化題

정부가 기존 유료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고 있는 通f행t， 

행료의 명목으로 漢江橋梁通4행}와 같이 추가로 징수할 通↑캠， Aτ，F으로부터 

E1'，1It} 또는 혼잡통 

얻는 수입은 사 

회적 비용 또는 편익이 아니라 그 교통시설 이용자로부터 정부(또는 일반적 납세자)로 이전될 

뿐이므로 사회적 순면악의 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통행료징수비용은 무시할 만큼 작다는 

가정 하에서 通4퓨씨k入의 총변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7) 

5 
,1ITO = L LL(E채 +A패).(N새P=N쩌‘:b) 

g 自動車關聯 鏡~5c 變化願

자가용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운수업체는 차량취득，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 각각 별도의 

세금을 납부한다. 앞에서 자가용승용차 이용자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때문에 通動交通手段

을 변경하더라도 자가용승용차를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자가용승용차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정수되는 세금으로부터 정부가 얻는 수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대중교통운수 

업체가 차량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자본비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차량 

운행과 관련된 세금도 유류가격 또는 (차량운행거리에 비례하는) 운행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어떤 교통정책이 새로 시행된다면 이들 세금의 수입규모는 달라지게 된다. 이들 자동차관 

련 세수 변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F -ocf -ZZAVKTf +tr -FFi -ZZATFc? 

Aπ'Rm =~t~ .CC，~， LL，1VTH，쇄 +t~ .OC/~ . LL，1VK캠 m = 2,3,4,3F,5F, 
, j , j 

tf .cc!/ .L1VTH5 +tf .ocf .L1VK자 (38) 

여기서 ， L1TFC1ÿ은 交通地區 i와 j간을 통행하는 자가용승용차가 소비하는 휘발유의 변화량이 

고， L1VK1파은 交通手段 m의 차량운행거리 차이이며 ， L1VTHIIJt}은 交通手段 m의 차량운행시간 차 

이이다. 그리고 tmC는 자본비용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 {n/'는 운행거리에 비례하는 

운행비용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運貨收入變化賴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또는 택시를 통근수단으로 이용할 때 지불하는 운엄인 

재REJ은 운수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대중교통운수업체의 私的 費用 또는 사회적 비용 

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통근교통서비스 공급량의 변화에 기언한 대중교통운수업체의 私的 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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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변화액은 이미 앞에서 반영되었으므로 社會的 훔生의 총변화액 (또는 사회적 순편익) 추정시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운수업체의 運負收入 변화액 ， ，1TFR은 私的 費用 변화액과 차 

감계산을해야한다. 

(39) ATFR= i zZFARE% (N암-페)+LL얘R터 (N뿜-많) 
m=2 i j j 

결과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정부의 通fj料 수입， 세수 및 대중교통운수업체 

의 運質收入 총변화액은 식 (37) , (38) 및 (3이의 합으로 계산된다. 

M.PT = ,1TTO + ,1TTR + ,1TFR (때) 

(2) 通動버스만을 利用하는 通動者의 庫生變化願

지금까지는 交通手段의 선택이 가능한 통근자들17) 에 의해 발생하는 庫生變化銀을 추정하였 

다. 연구대상 교통축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이들 이외에도 통근버스만을 이용한다고 가정된 

依存的 通行者들도 있다. 앞에서 셜정된 식 (1 3) 의 個別로짓手段選鐵莫型은 통근버스만을 이용 

하는 통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層生變化賴은 여기서 별도로 추정된다. 

식 (13) 의 개별로짓모형은 통근버스를 수단선택대안의 집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통근버 

스 이용자의 보상변화를 앞의 식 (17)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추정할 수는 없다. 대신에 이들의 

摩生變化銀은 交通地區 t에서 j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의 통근버스 分擔率인 I힘는 불변이며 통근 

버스 이용자의 차내通行時間價{直는 거주지가 같은 경우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통근자들과 같 

다는 가정 하에서 通行時間 김소분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계산된다써 

어떤 교통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통근버스가 幹線道路區間 S를 통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시행 전에 비헤 L1TLV，6만큼 달라진다고 가정하자. 통근자가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할 때 간선 

도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인 TLV6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간요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 交通地區 i와 j를 기 • 종점으로 하는 통근버스 이용자의 原生變化顆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 

된다. 

” 
F! 

” δ~ .INC' 
.1e~ = 2.，L1TLV;~ .(-=-*-궁=--=-) (41) 

l끼 이들의 수단분담율은 앞에서 셜정된 공급 및 수요부문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 

정된다. 

l 히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면 통근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통근버스 이용자들의 통근소 

요시간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근버스의 분담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통근버스 운행비용은 이 방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근 
버스 이용자의 후생변화액으로 차내통행시간의 감소에 따른 연익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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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괄호항은 앞에서 설청된 식 (13) 으로부터 도출되는 車內時間價植를 나타낸다. 

통근버스만을 이용하는 모든 통근자들의 原生變化顆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4E6 =LL썩 따 NIJ 

(3) 總社會的 層生 變化짧 

(4깅 

새로운 교통정책의 시행에 기인한 총 社會的 庫生 變化賴， L1TSW는 연구대상 교통축을 이용 

하는 모든 통근자들(즉， 대다수의 수단선택이 가능한 통근자들과 극소수의 통근버스만을 이용 

하는 통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총 社會的 原生

變化銀은 식 (1 9) , (40) 및 (42) 의 합으로부터 식 (33)과 (3이의 합을 빼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1TSW = 4E + MPT + 4E6 - MSC - MEC (43) 

111. 資料 및 模型의 精算

이 절에서는 서울의 한 h쨌f型 幹線道路 交通輔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정립 

된 교통축모형을 精算한다. 먼저 연구대상지역과 연구년도를 선정한 후 교통축모형을 精算하 

는데 사용된 자료에 대해 서술한 다음 이들 자료를 이용해 교통축모형이 연구대상지역의 교통 

여건을 보다 잘 模寫 (replication) 할 수 있도록 일부 모수의 값을 精算한다. 마지막으로 精算된 

교통축모형의 수단분담율 추정치를 연구대상지역의 수단분담율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 

구에서 정립된 교통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1. 隔究對象 交通轉과 맑究年度의 選定

앞에서 설정된 交通輔 시율레이션모형의 매개변수값들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의 강남대로 도 

심 통일로를 연결하는 h娘#型 幹線道路노선과 이 노선의 주변에 위치한 서초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및 은평구를 연구대상인 交通輔으로 선정한다. 연구대상지역으로 이 축을 선 

정한 이유는 서울의 다른 h썼f型 幹線道路축에 비해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비교적 많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울의 여러 漢江橋梁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즉 가 

장 교통혼잡이 심한 한남대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交通輔에서 지하철 3호선이 운행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交通輔의 도심과 한남대교 북단 사이에는 남산이 위치하고 있어 주요 

추거지 및 취업지가 없으므로 交通輔模型을 단순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년도는 인구주택총조사시 통근자의 ‘출발시각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던 유일한 해인 



시율례이션模型에 의한 버스專用車路制의 評價 87 

1990년으로 한다. 연구년도로 이 해를 선정한 이유는 1992년 말에 발간된 이 조사의 보고서로 

부터 交通地區間 통근자수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交通地區로 

출근하는 경우의 手段分擔率과 교통지구별 통근자의 출발시각대 分布比E흙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2. 資 料

(l)1i쨌r型 幹線道路 및 地下鐵路線

1) 1i쨌f型 幹線道路의 路線構造와 車種別 運行速度

연구의 대상인 幹線道路노선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심과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두 노선의 방사형 도로， 즉 강남대로와 통일로의 대부분 구간과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흉W心 幹

線道路區間을 서로 연결해 셜정한다. 이 노선의 총연장은 남"-북방향의 경우 16.09km, 북 • 

남방향의 경우 18.71km이며 두 방향 모두 6개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평일의 아침첨두시간 동 

안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한남대교(연장은 1. lOkm) 와 남산 1호터널(연장은 1. 58km)은 각각 

제2구간과 제3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년도인 1990년의 평일 아침失頭時間 동안 남산 1호터 

널의 2개 차선 모두는 도심진입 차량만이 이용하고， 외곽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남산우회 

도로뜰 이용하도록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남산 l호터널이 위치하고 있는 제3구간의 남 • 

북방향과 북 • 남방향의 구간연장은 다르게 셜정된다. 

이와 같이 설정되는 幹線道路의 전체 구간은 통근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지가 서초구이며 직장소재지가 서대문구 또는 은평구인 통근자가 자가용승용차 

로 출근하는 경우 강남역교차로를 거쳐 직장소재지까지 가게 된다. 반면 거주지가 은평구 또는 

서대문구이며 직장소재지가 강남구인 통근자가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는 경우 불광역교차로를 

경유해 幹線道路에 진입하여 북 • 남방향으로 5개 구간을 거쳐 신사역교차로까지 온 후 지구 

내도로를 통행하게 된다. 

幹線道路의 구간별 오전첨두시간대 승용차 運行速度는 교통관리사업소(1990) 의 오전 ω'7:30-

10:00) 運行速度 자료를 이용해 산정한 값을 사용한다 〈表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幹線道路의 

구간별 運行速度는 방향별로 다르기 때문에 6개 구간 전체의 평균運行速度도 남 • 북방향의 

경우 20. 75km/h, 북→남방향의 경우 23.0km/h로 다르게 산정된다. 강남대로에 속하는 제 1 ， 2, 

3구간과 통일로에 속하는 제6구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사업소(1990) 에 실린 이들 방사형 도로 

의 구간별 오전 運行速度 실측치를 이용해 산정한 반면， 도심 幹線道路區間인 제4구간과 제5구 

간에 대해서는 者뻐、 南北間 및 東西間 幹線道路(청계고가도로 제외)의 午前 平均運行速度를 각 

각 그대로 적용한다. 

1아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행정단위인 구 하나가 교통지구로 설정되므로 교통지구와 구는 동의어로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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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역 

〈그림 3> 陽究對象 交通輔의 模型圖

〈表 3> 幹線道路의 區間別 延長 및 乘用車 運行速度

구간 승용차 운행속도(kmJh) 
구간 

구간 연장 남→북 북→남 번호 (때) 
방향 방향 

강남역~신사역 2~ I3 22 IO 28~96 

2 신사역~남산l호터널남단 2.56 12~47 21.65 
3 남산l호터널남단~세종호텔앞 2.38(5.0이 1) 29~96 28~48 

4 도심중앙~독립문 154 16.21 16.20 

5 독립문~불광역 L58 21.30 18.97 

490 33~ 79 22~ 13 

註: 1) ( ) 안의 값은 제3구간의 륙→남방향 연장임. 연구년도인 1990년의 아침첨두시간동안 행해졌던 남 

산l호 터널에 대한 방향별 교통통제를 반영해 도심으로부터 외곽방향인 북→남 방향의 이 구간 연장은 

도심방향인 남.---+북방향보다 더 길게 셜청됩. 

資料: 교통관리사업소 (199이， p.12, p.lκ p.68,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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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車種別 運行速度에 대한 乘用車 運行速度의 비율 (dm)과 車種別 乘用車 換算係數여m) 

싫따f 자가용승용차 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통근버스 

(m=1) (m=2) (m=3) (m=4) (m=6) 

dm 125 L1 1 L1 1 

qm 2 3 2 2 

資料: 교통관리사업소 (199이의 pp.36-41에 실린 도시형 및 座席버스와 승용차 중복구간에서의 각 車種別

運行速f뚱 및 pp.l04-124에 실린 도시형 및 座席버스의 連行速훌로부터 도시형 및 座席버스 運行速

度에 대한 乘用車 運1n훨度의 비율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택시， 都市型버스， 座席버스 및 통근버스의 運行速度는 승용차 運行速度를 〈表 4>에 보이는 

交通手段 m의 運行速度에 대한 승용차 운행속도의 비율인 dm의 값으로 각각 나누어 산정한다. 

車種別 乘用車換算係數 또한 〈表 4>에 나와 있는 값을 적용한다. 

2) 地下鐵의 路線構造

본 연구에서 셜정되는 지하철노선은 지하철 3호선의 교대역으로부터 불광역까지의 20.4km구 

간과 지하철 2호선의 을지3가역으로부터 시청역까지의 1.5km구간 및 강남역과 교대역간의 

1.2km구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지하철노선은 앞의 〈그림 3>에서 보이는 幹線道路노선과 

비교하면 굴독이 심한 편이므로 이 지하철노선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직선화된 노선을 이용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車內時間이 소요된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본 연구에서 도심중앙으 

로 가정되는) 시청역과 강남역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도심 또는 서초구가 주거지이거나 직장소 

재지인 통근자들이 지하철로 출근하려면 을지3가역 또는 교대역에서 2호선과 3호선간 환숭이 

필요하다. <表 5>는 이와 같이 설정된 지하철노선의 구간거리와 운행소요시간을 보인다. 

(2) 通動費用

1) 自家用乘用車 利用에 따른 通動費用

자가용승용차 이용에 따른 通動費用은 엑셀GLSi(배기량이 1 ， 468cc) 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다. 이 차종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1 , 000 1, 500cc급 소형승용차가 1991년말 현재 전국에서 

운행중인 승용차 가운데 대부분(71.0%) 을 차지하기 때문이다.20) <表 6>은 자가용승용차 이용 

〈表 5> 地下鐵 路線의 區間別 距離 및 運行所要時間

구간번호 지하철구간 구간거리 (km) 운행소요시 간(초)1} 환숭소요횟수 

강남역~교대역~신사역 4.9 504 

2-4 신사역 ~을-^137r역 ~시청 역 9.0 926 

5 시청역~을지3가역~독립문역 5.8 597 

6 독립문역~불광역 4.9 504 0 

註: 1) 서울특별시(l99Ob)의 p. 19에 나와 있는 地下鐵 3호션의 표정속도인 35k때h로 운행된다고 가정함. 

資料: 국토개발연구원(1987) ，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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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自家用乘用車 通動通行의 私的 및 社會的 費用 1990年

(單位· 원) 

비용항목 사적 비용 세금액 사회적 비용 

금전적 비용 운행비용(/km) 

유지정비비 3.30 030 3.00 

타이어비 L 97 O. 18 L79 

잡유비 0.86 0.08 O. 78 

소계 (OCIK=)6. 13 0.56 5.57 

(tIO'킨.09 1) 

연료비(/1) 1) (FPI=) 373. 0 158.3 214.7 

(tIF=O.424) 

주차료V편도통행)긴 

주차보조금(기업체부담) 0 0 65α4(1 ， 42이 

주차료(통근자부담) 88.7(193.7) 0 88.7 (193. 7) 

불법주차기대벌금액 100.3 0 100.3 

소계 (EPC=) 0 839.4 (1， 71껴 

189.0(294. 이 

외부비용 불법주차로 인한 0 0 84.6β03. 이 

외부비용 

사고비용 18. 72 0 18. 72 (=EAC I) , 

註: 1) 부록 참조. 

2) ( )안의 값은 본 연구에서 도심지로 셜정된 총로구 및 중구에 적용됨. 

資料: 自家用乘用車의 km당 운행비용에 대한 연구년도(1990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국생산성본부 

(1990) 의 p. 130에 실린 자료로부터 추정된 택시의 km당 운행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에 따른 通動費用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 -km당 또는 편도통행당) 모수값들을 보인다. 

個別로짓手段選擇模型의 獨立變數값으로는 대당 금전적 비용을 자가용승용차의 평균재차인원 

인 1.431명으로 나누어 인당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한다 21) 

@ 自家用乘用車 利用者의 金훌훌的 費用

통근자가 交通手段을 선택할 때 自家用乘用車 이용과 관련해 인지하는 금전적 비용은 통행 

거리에 비례하는 운행비용， 연료비， 기존 유료터널 이용시 지불하는 避캠 및 기대주차료를 

포함한다. 여기서 기대주차료인 EPC는 自家用乘用車 이용자의 부담액과 불법주차에 따른 기대 

벌금액의 두 요소비용으로 구분된다. 첫째 要素費用인 自家用乘用車 이용자의 주차료 부담액 

은 직장소재지인 交通地區 내에 있는 주차장들의 평균주차료 (PR) 에 통근자 자신이 주차료를 

2이 셜재훈 (1995) ， p.25. 

21) 자가용승용차의 평균재차인원은 교통개발연구원(1994， p.21) 에 실린 출근시 재차인원 분포버융을 이용 
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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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비율 (A;ù을 곱해 산정된다. 서울의 도심지(종로구와 중구)와 기타 지역에서의 월 정 

기주차료강)를 26일로 나누면 l일 평균주차료는 도심지에서 4， 034원， 기타지역에서 1 ， 848원으로 

계산되며 A2는 교통개발연구원 (1994， pp.24-25) 의 자료로부터 9.6%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와 중구인 自家用乘用車 이용자는 편도통행당 주차료로 193.7원을 부담하 

며， 직장소재지가 기타지역인 경우 88. 7원을 부담한다. 

기대주차료의 일부를 차지하는 불법주차에 따른 기대벌금액은 불법주차시 기대되는 벌금액 

에 불법주차비율 (A3) 을 곱해 산정된다. 불법주차를 할 때 기대되는 벌금액은 대당 불법주차과 

태료 (PFI) 에 불법주차시 단속에 걸릴 확률 (PDI) 과 과태료징수율 (PPI) 을 곱해 산정된다. PFI의 

값으로 35， 800원， PDI의 값으로 0.05, 그리고 PPI의 값으로 0.56을 적용하면때 기대벌금액은 

1 ， 002.5원으로 추정된다. 自家用乘用車로 출근하는 통근자 중 20%가 불법으로 주차하므로갱) 

편도통행당 기대벌금액은 100.3원으로 추정된다. 

@社會的費用

自家用乘用車 이용에 따른 社會的 費用은 앞에서 설명된 金錢的 費用에 自家用乘用車 이용 

자가 부담하지 않는 기업체의 주차보조금과 불법주차로 인한 外部 費用 및 自家用乘用車 이용 

자가 보험료의 형태로 부담하나 金錢的 費用으로 인지하지 않는 비용인 사고비용을 더한 다음 

通行料와 세금을 빼줌으로써 산정된다. 먼저 기업체가 부담하는 주차보조금은 PR에 직장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율 (A]) 을 곱해 추정된다. 교통개발연구원 (1994, pp.24-25) 으로부터 추정 

되는 A]=O.704를 적용하면 주차보조금은 도심지에서는 1 ， 420원， 기타 지역에서는 650.4원으로 

계산된다. 불법주차에 따른 기대벌금액을 초과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外部 費用은 (PR-PFIX 

PDl XPPI)에 교통개발연구원 (1994， pp. 24-25)으로부터 추정되는 불법주차비율(A3) 을 곱하면 

도심지에서는 303.0원， 기타지역에서는 84.6원으로 계산된다. 自家用乘用車의 km당 사고비용， 

EAC]은 연간 책임보험 기본보험료와 종합보험료의 합인 430， 630원 25)과 연간 주행거리 

23， α)()km2ó)로부터 18.72원으로 추정된다. 

출근시 自家用乘用車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부담하는 金錢的 費用에는 세금과 幹線道路의 

제3구간에 위치한 남산l호 터널 통과시 징수되는 100원의 通?행}가 포함된다. 이들은 실질적인 

資源費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출에 해당되므로 社會的 費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私的 費用으로부터 이들 세금과 通q'ÿ料를 빼주야야 한다.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 p.82. 

2기 김강수 (1995， pp.29-3이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24) 교통개발연구원 (1994, pp.24-25) 의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 

25) 부록 참조. 

26) 교통개발연구원(1987， p.29) 과 교통개발연구원 (1994， p. 37) 에서 제시하는 2개년도의 일평균주행거리를 

평균한 값에 365일을 곱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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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大聚交通手段 利用에 따른 通動費用

통근자가 택시， 都市型버스， 座席버스 또는 地下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서울의 이 

들 운수업체에 대한 운행비용 자료로부터 추정된다. Annstrong싸ight & Thiriez (I987, pp.79-80) 

가 밝혔던 것처럼 서울의 버스체계는 외국 도시들의 버스체계와 벼교하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alcrow Fox & AssocÎates (I 989) 는 서울의 地下鐵體系에 대해 

서도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大聚交通手段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의 비 

용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 大覆交通手段 利用者의 金錢的 費用

통근자가 택시， 都市型버스， 座席버스 및 地下鐵을 이용할 때 인지하는 金錢的 費用은 각 交

通手段의 운임과 같다. 택시운임은 연구년도인 1990년의 실제 운임구조를 적용해 추정된다. 즉 

2km 이내의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8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15km/h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 

하는 추가거리 483m 또는 15km/h 이하로 운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116초마다 100원의 이후 운 

임이 가산된다 27) 그리고 연구의 대상인 幹線道路의 제3구간에 위치한 남산1호 터널 통과시 징 

수되는 100원의 通行料가 택시운임에 가산된다. 都市型버스， 座席버스 및 地下鐵 운임으로는 

〈表 7)에 보이는 각 交通手段의 가중평균운임이 적용된다. 편도통챙당 가중평균운임은 지불방 

법별 운임수준과 현금(또는 보통권) 또는 할인권(토큰， 회수권 또는 일반정기권)을 이용하는 

승객비율을 이용해 추정된다. 

〈表 7> 交通手段別 -般乘客의 加重平均運負 1990年

펴밥--각한돈~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운임구조 균일요금제 균일요금제 구간요금제 

지불방법벌 일반운임 (원/통행) 

현금(또는 보통권) 150 500 200(300)' 

토콘(또는 회수권， 일반정기권) 140 470 140(21이* 

지불방법별 숭객비율(%) 

현금〈또는 보통권) 211 79.2 80.4 

토큰(또는 회수권， 일반정기권) 78.9 20.8 19.6 

가중평균운엄 (FAREm) 1422 493.8 188(282) * 

註: ‘ ( )안의 랐은 地.r鐵의 (기본요금이 아닌) 3개구역 운입임. 
寶料: 都市型벼스와 座席버스의 가중평균운입은 한국생산성본부(1991 ， pp. 1l0-1 1l)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 

했읍. 地下鐵의 가중평균운임은 국토개발연구원(1987， p. 165) 및 서울특별시 (1994， pp.248-249)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했음. 

27) 서울시청개발연구원 (1993)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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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樂交通運輸業體의 運行費用

대중교통운수업체의 운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失頭時間當 資本費用 (CζnIf), 차량-시간 

당 운행비용(0ι，센， 차량-krn당 운행비용(0ζ，꺼 및 승객당 운행비용(0끽p) 에 관한 자료가 필 

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기존 문헌에 나와 있는 분석결과를 이용해 추정되며 다음의 수단 

별 표에 수록되어 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수단별로 차량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차종과 재 

차인원 (EOnJ 빛 空車運行距離를 반명하는 계수(f，찌와 총점(또는 시발정)에서의 정비 빛 대기 

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ι，If) 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차량취득가격과 취득단계시 부과되 

는 세금액의 합인 자본비용으로부터 연간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10%의 실질할인율을 적용한 

다.갱) 

@ 택시業體의 運行費用

〈表 8>에 보이는 택시업체의 운행비용은 소형택시로 분류되는 엑셀 GL을 기준으로 해서 추 

정된 것이다. 택시의 평균재차인원은 서울特別市 (1 99Oc， p.56) 에서 제시된 1.70명을 사용하며， 

합승으로 인한 車內運澤時間 (TAV) 은 다소 임의적으로 숭객 I인당 1.76분 또는 택시 1통행당 3 

분으로 가정한다. 서울에서는 아침 첨두시간 동안 택시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으므로 fl와 f2H 

는 모두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g 버스業體의 運行費用

〈表 9>와 〈表 10>에 보이는 버스업체의 운행비용은 각각 87인승(좌석수 22, 입석수 65) 都市

型벼스와 45인숭(좌석수 45) 座席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것이다. 都市型버스와 座席버스 

의 평균재차인원은 交通輔별 버스재차인원 평균치로 서울特別市(I990a， p. 158) 에서 제시된 

34.4명과 30.8명을 각각 그대로 적용한다. 서울에서는 보편적으로 각 버스업체가 자체노선만을 

운행하기 때문에 空車運行야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fl와 껴K의 값은 모두 l로 가정된다. 반 

면 운전기사는 1일 9시간의 근무중 l시간의 휴식을 취한다는 가정 하에서 f/와 f4H에 대해 모 

두 1.125의 값을 적용한다. 

@ 地下鐵公社의 運行費用

〈表 11)에 보이는 地下鐵公社의 運行費用은 156인승 전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것이다. 

이 표에 수록된 차량 krn당 運行費用은 서울特別市(1991 ， pp.83-85) 에 수록된 영업비용 중 減

價慣去P費를 제외한 금액인 1 ， 650억원을 연차량주행거리인 118，0I 5， OOOkm로 나누어서 얻은 값 

이다. 

전동차 l량의 평균재차인원으로 지하철 3호선의 첨두시 구간별 평균재차인원에 대한 서울特 

別市(I99Gb， pp. 34-37) 의 자료로부터 추정된 264명을 적용한다. f{에 대해서는 지하철 3호선 

의 전체구간 연장 (28.9km) 을 영업구간연장 (26.2km)으로 나누어 얻은 값인 1.103을 적용한 

28) 한국개발연구원(1987) 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상 • 하한으로 제시한 \3.5%와 

7%를 평균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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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택시의 私的 및 社會的 運行費用 1990年

(單位: 원) 

비용항목 사적 비용 세금액 사회적 비용 

차량비용 취득가격 4,533,300 VÞ:η=153， 300 PP2=4, 380, αm 
잔존가액 0 0 SV2=O 

연칸 자본비용V대) 연간차량비용” 1,597,988 54,038 1,543,950 

( 연간 차량잔존가액) 0 0 0 

연간보유세금 36,800 V0T2=36,800 0 

연간보험료 3,090, 291 0 IP2=3,090,291 

소계 4,725,079 90,838 4,634,241 

(αc=O.019) 

운행비용 자본비용V샤간)2) CC2H=777.8 15_0 762_8 

운행비용V시간) 

인건비 3,017.1 0 3,017.1 

일반관리바 583.3 0 583.3 

소계 OC2H=3‘ 600.4 0 3,600.4 

운행비용(jkm) 유지정비비 3.30 0.30 3.00 

타이어비 L97 0_18 L 79 

잡유비 α86 α08 0_78 

연료비 3) 18_59 2_80 15_79 

부가가치세 16.63 16.63 0 

소=계 OC2K=4 I.35 19.99 21.36 

(t20=킨'.483) 

운행비용V숭객) OC2D밍 0 0 

註 1) 돼시의 내용년수를 3.5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2) 택시 보유대당 연간 영업시간을 6， 075.25시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3) 택시의 연비를 9. 25kmJI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資料: 차량비용 및 LPG가격 (jI)은 부록 참조. 차량-시간당 連行費用 및 차량 km당 運行費用은 한국생산성 

본부(1990) 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음. 

다 29) 반면 차량의 fsH는 l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社會的費用

통근자가 大覆交通手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社會的 費用은 앞에서 설명된 대중교통운수업 

체의 私的 運行費用에서 세금을 빼줌으로써 산정된다. 

29) 국토개발연구원(1987， p. \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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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9) 都市型버스의 私的 및 社會的 運行費用 1990年

(單位: 원) 

비용항목 사적 비용 세금액 사회적 비용 

차량비용 취득가격 38, 936, 700 VAT3=976, 700 PP3=37, 960, αm 

잔존가액 489, 184 0 SV3=489, 184 

연간 자본비용V대) 연간차량비용1) 8, 939, 866 224, 250 8, 715, 616 

( 연간 차량잔존가액) (-63，뼈) 0 (-63，뼈) 

연간보유세금 45, 800 vaη=45， 800 0 

연간보험료 5, 379, 178 0 IP3=5, 379, 178 

소계 14， 301 ， μ4 270, 050 14, 031, 394 

(t3c예.뼈 

운행비용 자본비용U시간)징 CC3H=2, 087. 3 39A 2,047.9 

운행비용V시간) 
인건비 5, 014.5 0 5, 104.5 

일반관리비 940_4 0 940.4 

소계 OC3H얘， 044.9 0 6，여4.9 

운행비용(jkm) 유지정비비 39_4 3.6 35_8 

타야어비 13_3 12 12_1 

잡유비 3.9 OA 3.5 
연료비 3) 64_6 10_ 5 54_1 

부가가치세 0 0 0 

소=계 OC3K=12L2 15.7 105_ 5 

(t30예.13이 

운행비용U승객) OC3D=2_5 0 2_5 

註 1) 都市型버스의 내용년수를 6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2) 都市型버스 보유대당 연칸 영업시간을 6， 851.6시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3) 都市型버스의 연비를 2.59km/1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 ./ 
윷料: 차량비용 및 경유가격이)은 부록 참조. 차량-시간당 違行費用 및 차량-km당 運行費用은 한국생산성 

본부(1991) 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읍. 

(3) 交通地區間 通動者의 通行特性， 數 및 手段分擔率

1) 交通地區間 代表的 通動者의 通4검좀性 

交通地區間 대표적 통근자들의 통행거리와 통행소요시간이 〈表 12)와 〈表 13)에 나타나 있 

다. <表 12)는 起 · 終點인 交通地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적용되는 交通手段별 도보소요시 

간(n얘LJ(IIJ ， 대기시간(η>\IAl낀，，) 및 지구내도로에서의 運行速度 (S，ιJ 를 수록한 것이다. 다만 

地下鐵에 대한 접근성은 交通地區별로 다르므로 地下鐵 이용시 소요되는 도보시간은 交通地區

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또한 自家用乘用車 이용자가 빈 주차공간을 찾고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r.쩌RK)도 交通地區에 관계없이 3분으로 가정되며， 都市型버스와 地下鐵간 또는 地下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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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座席버스의 私的 및 社會的 運行費用: 1990年

(單位: 원) 

비용항목 사척 비용 세금액 사회적 비용 

차량비용 취득가격 48, 311 , 500 VAT4= I, 160, 500 pp.←47， 151 ， αm 

잔존가액 555, 479 0 SV4=555,479 

연간자본비용V대) 연간차량비용1) 11 ,092, 320 266, 451 10, 825, 869 

( -연간 차량잔존가액) (-71 ,992) 0 (-71 , 992) 

연간보유세금 45, 800 VOT<쑤45， 800 0 

연간보험료 5, 598, 166 0 \P4=5, 598, 166 

소계 16, 664, 294 312, 251 16, 352,043 

(t4c=O.019) 

운행비용 자본비용V시간)기 CC4H=2, 432. 2 45.6 2, 386.6 

운행비용U시간) 

인건비 5, 104.5 0 5, 104.5 

일반관리비 940_4 0 940_4 

소계 OC4H=6, 044. 9 0 6， 0얘.9 

운행비용“an) 유지정비비 39_2 3.6 35.6 

타이어비 8_9 0.8 8_1 

잡유비 3_5 0.3 3_2 

연료비 3) 67.1 m9 56.2 

부가가치세 0 0 0 

소:계 OC4K=1\8.7 156 103_1 

(t때=0.131) 

운행비용V숭객) OC4D=2.5 0 2_ 5 

註 1) 座席버스의 내용년수를 6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2) 座席버스 보유대당 연간 영업시간올 6， 851.6시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3) 坐席버스의 연비를 2. 49km/l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資料: 차량비용 및 경유가격(jI)은 부록 참조. 차량-시간당 運行費用 및 차량-km당 運行費用은 한국생산성 

본부 (1991)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읍. 

선간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으로 가정된다. 

〈表 13)은 1990년 현재 交通地區간 대표적 통근자들이 각 交通手段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通

行時間과 金錢的 費用 및 통행거리를 수록한 것으로， 이 값은 앞에서 셜명된 個別로짓手段選擇 

模型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기 전) 獨立變數값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片道通行距離

(DlSmij) 는 도보거리와 지구내도로 및 幹線道路에서의 차량통행거리의 합이며， 車外時間

(Ovn;씨은 도보시간과 대기시간 및 환승시간의 합으로 계산된다. 交通地區別 가구당 월평균 

소득 (INC) 은 서울特別市(1 990d , pp. 130-131)로부터 추정한 1989년의 구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과 통계청 (1994, p. 52) 으로부터 추정한 1989년 대비 1990년의 소득증가율인 13.9%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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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地下鐵의 私的 및 社會的 運行費用 1990年

(單位: 원) 

비용항목 사적 비용 세금액 사회적 비용 

차량비용 취득가격 567, 142,860 VAT5~ PP5=567, 142,860 

잔존가액 56,714,286 0 SV5=56, 714, 286 

연간 자본비용V대) 연간차량비용I) 66,616,600 0 66,616,600 
(-연간 차량잔존가액) (-990,213) 0 (• 990,213) 

연간보유세금 0 VOT5~ 0 
연간보험료 0 0 IP5~ 

소계 65,626,387 0 65,626,387 

(t5c~. 이 

운행비용 자본비용V시간)지 CC5H=20, 951. 0 0 20,951.0 

운행비용V시간) OC5H밍 0 0 

운행비용아an) OC5K=I ,398.1 0 1,398.1 
(L'io킥).0) 

운행비용V승객) OC5D컨 0 0 

註 1) 地下鐵 전동차의 내용년수를 20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2) 地下鐵 전동차 보유량당 연칸 운행시간을 3， 430.7시간으로 가정해 추정하였음. 

資料: 차량비용은 부록 참조. 

〈表 12) 交通手F웠IJ 徒步所要時間， 待機時間 및 地區內道路에서의 運行速度

뚫밥각한느 자가용승용차 택시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지하철 

m=1 m=2 m=3 m=4 m=5 

도보소요시간(분)1} L2 4.2 7.8 9.0 8.4-13.2 

도보거리(때) 0.1 0.35 065 O. 75 07-11 

대기시간(분)긴 0 3 3.5 3.5 1.65 

운행간격(분) 7 7 3.3 

지구내도로에서의 운행속도 (k때h) 25 25 20 22.5 35 

註: 1) 보행속도를 Skn비1로 가정해 계산하였음. 

2) 운행간격의 1/2로 가정하였음. 

資料: 都市型 및 座席버스의 첨두시 운행칸격은 서울特別市(l99Oa， p. 38) 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地下

鐵의 첨두시 운행간격은 서울特別市 (1 99Ob， p. 19) 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된 서울地下鐵 4개 노선의 

운행간격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산정된다. 

2) 交通地區間 通動者數와 手段分擔率

〈表 14)는 아침첨두시간대 (07:00-09:00) 의 交通地區간(또는 기 · 종점별) 통근자수 추정치 

(깨#J) 를 보인다. 이 추정치는 줬훤地區간 통근자 총수에 첨두시간대인 2시간 집중율을 곱해 산 

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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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交通地區間 代表的 通動者의 手F웠Ij 通行特性 및 所得: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 

수흥 \안i\쩡특영생 \\ 7 종 、\정 
남→북방향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종로·중구→ 

강남구 종로·중구 서대문· 종로·중구 서대문· 서대문·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 

지구내도로에서의 통행거리 (km) 

m=1 L5 1.5 L5 2_5 2_5 0_6 

m=2 L3 L3 1.3 2 3 2_3 0.4 

m=3 '-15 '-1 5 '-15 2_15 2_15 0_25 

m=4 105 105 1.05 2_05 2.05 o 15 

m=5 0 0 0 2_15 2_15 0 

지하철의 연계수단과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도시형버스， 도시형버스 지하철 

환숭횟수 연계수단 지하철 

도시형버스.지하철간 환숭횟수 0 0 0 0 

지하철.지하철노선간 환숭횟수 2 0 

통행거리 (km) 

m=1 3. 73 11.21 17_69 lü08 16_56 7_ 18 

m=2 3_ 78 11.26 17.74 10.13 16.61 7.23 

m=3 3.93 1141 17.89 10_28 16 .. 76 7.38 

m=4 3_93 1141 17.89 lα28 16.76 7.38 

m=5 6_0 15_0 22.7 11.85 19.55 11.65 

차와시간(분) 

m=l L2 12 1.2 12 1.2 1.2 

m=2 7_2 7_2 7‘ 2 7_2 7.2 7.2 

m=3 1'-3 11.3 15.8 1l.3 15.8 11.3 

m=4 12_5 12_5 17.0 19.4 17.0 12.5 

m=5 18.85 n85 18, 85 12_5 15.4 17_ 05 

차내시간(분) 

m=1 12_39 39.95 53_ 1 36.6 49_ 76 17_59 

m=2 1191 39.47 52_62 36_ 12 49_28 17_ 11 

m=3 10_69 45_14 61.58 40_95 57_4 17_19 

m=4 9_24 39.85 54_47 36_14 50.76 15_01 

m=5 8.4 n83 37.03 2188 35.08 18.34 

숭객 I인당 금전적 비용(원) 

m=1 254. 7 685 1, 163 645 1, 106 354 

m=2 950 2, 659 3, 600 2, 509 3, 450 1,400 

m=3 142_2 142_2 284.4 142_2 284.4 142_2 

m=4 493.8 493_8 987.6 493_8 987.6 493.8 

m=5 188 188 282 330.2 424_2 188 

소득(만원) 130.8 130.8 130_ 8 135_ 5 135_ 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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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3) 계속 

수통 \단앵\영특성 、\기 종 \정\ 
북→남방향 

강남구→ 종로·중구 서대문· 종로·중구 서대문· 서대문· 

서초구 • 서초구 은평구 • 강남구 은평구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종로·중구 

지구내도로에서의 통행거리 (km 
m=l 2.5 0.6 2.5 0.6 2.5 2.5 

m=2 2.3 0.4 2.3 0.4 2.3 2, 3 

m=3 2. 15 0.25 2. 15 0.25 2. 15 2.15 

m=4 2.13 O. 15 2.05 O. 15 2.05 2, 05 

m=5 2.15 0 2. 15 0 2.15 2. 15 

지하철의 연계수단과 도시형버스， 지하철 도시형버스， 지하철 도시형버스 도시형버스， 

환숭횟수연계수단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도시형버스.지하철간 환승횟수 0 0 

지하철.지하철노선간 환숭횟수 2 0 

통행거리 (km) 

m=1 4.73 12, 93 21. 31 10.8 19.18 9, 08 

m=2 4, 78 12.98 21 , 36 10, 85 19, 23 9, 13 

m=3 4, 93 13.13 21 , 51 11 , 0 19.38 9, 28 

m=4 4, 93 13.13 21.51 11, 0 19, 38 9, 28 

m=5 7, 75 14, 85 24, 45 9, 95 19.55 13, 55 

차외시간(분) 

m=1 L2 L2 L2 L2 L2 1, 2 

m=2 7, 2 7, 2 7, 2 7, 2 7.2 7.2 

m=3 lL 3 11.3 15.8 11.3 15, 8 11, 3 

m=4 12.5 12.5 17.0 12.5 17, 0 12, 5 

m=5 19.4 2L05 19.4 17, 05 15.4 19.4 

차내시간(분) 

m=1 13, 41 35, 02 57, 83 30, 59 53.43 27.27 

m=2 12.93 34.54 57.35 30, 11 52, 95 26, 79 

m=3 1L 96 38. 97 67.49 33, 44 61. 99 29, 29 

m=4 10.37 34.37 59.73 29.46 54, 84 25. 77 

m=5 14, 85 23, 83 43.48 15.43 35, 08 24. 79 

승객 l인당 금전적 비용(원) 

m=1 282 560 848 493 781 513 

m=2 1, 050 2, 250 3, 400 1, 950 3, 100 1, 700 

m=3 142.2 142, 2 284.4 142.2 284, 4 142.2 

m=4 493.8 493.8 987.6 493.8 987, 6 493, 8 

m=5 330.2 188 4242 188 424.2 330.2 

소득(만원) 135, 5 91. 4 97.2 9L4 97.2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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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아침失頭時間帶(07:00-09:0이 交通地區間 通動者數: 1990年

거주지 →목적지 
통근자 첨두시간대 첨두시칸대 

총수 집중율 통근^t수 (TNiJ) 

남→북방향 서초구→강남구 9, 792 o 7836 7,673 

서초구→종로·중구 20,278 O. 7836 15,890 

서초구 • 서대문 · 은명구 1,760 0.7836 1,379 

강남구→종로·중구 26,457 07836 20, 732 

강남구 • 서대문 · 은평구 2, 796 o 7836 2, 190 

종로·중구→서대문·은평구 3,454 O. 7590 2,622 

계 64,537 50,486 

북→남방향 서대문 • 은평구 • 종로 · 중구 56,285 0.76 42, 776 

서대문 · 은명구 • 강남구 12,402 O. 76 9,426 

서대문 • 은평구 • 서초구 6,298 O. 76 2, 786 

종로·중구→강남구 7,574 O. 7590 5,748 

종로·중구→서초구 1 2,742 07590 2,081 

강남구→서초구 5,457 O. 7836 4,276 

계 90, 758 69,093 
」

좁料 1990년 交通地區칸 통근자 총수는 대한통계협회 (1992， pp.373-382) 의 1990년 交通地區간 통근.통학 

자수로부터 교통개발연구원 (1989, pp.266-26에 의 1987년 交通地區간 통학자수에 (I + 3년간 통학자 

수 증가율인 0.104) 를 곱해 얻은 1990년 交通地區간 통학자수를 뼈줌으로써 추정됩. 첨두시간대 2시 

간 집중율은 조혜진 (1995， p.21) 으로부터 추정됩. 

〈表 15) 區別 交通手段 分擔率: 서울市內 다른 區로 出動하는 경우 (1990년) 

(單位: %) 

펴간r 한강이남 한강이북 

서초구 캉남구 종로·중구 서대문·은평구 

자가용승용차 42. 1 41.0 10.8 15.7 

택시 2. 1 2.1 1. 6 1.3 
도시형 버스 20.8 23.7 53 1 46.9 

좌석 버스 6.3 6.8 2.0 3. 7 

지하철 25.9 15.7 31.1 29.4 

통근버스 2.8 4. 7 1. 4 3.0 

계 100.0 100. 0 100.0 100.0 

훌料: 대한통계협회 (1992, pp.132-195)로부터 추정됩. 

〈表 15)는 鼎究對象 交通轉에 포함되는 각 交通地區로부터 서울시내 다른 구로 출근하는 경 

우에 한해 추정된 6개 交通手段의 手段分擔率을 보인다 30) 본 연구에서는 출발지가 같다면 목 

3이 대한통계협회 (1992) 는 거주지 기준의 구별 수단분담율을 추정하고 있을 뿐， 구간 수단분담율을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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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가 다르더라도 交通地區간 手段分擔率은 같다는 가정 하에서 이 표에 실린 手段分擔率 추 

정치를 앞에서 설명한 원제무 (1984) 의 個別로짓手짧앓擇模型을 수정하는데 사용한다. 

3. 模型의 精算

앞에서 정립된 交通輔模型이 연구대상지역의 교통여건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個別로 

짓模型의 手段特定的 常數를 조정함파 동시에 구간별 도로용량을 추정함으로써 精算된다. 원 

제무 (1984) 가 제시한 個別로짓手段選擇模型의 手段特定的 常數 추정치는 앞에서 설명된 방법에 

따라 〈表 13>에 수록된 수단별 통행특성과 소득을 갖는 交通地區간 대표적 통근자가 수단을 선 

택하는 확률이 〈表 15>에 제시된 (거주지 기준의) 交通地區별 手段分擔率 추정치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앞의 〈表 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주지가 강남 또는 강북지역인 지에 따라 통 

근자가 自家用乘用車를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다르므로 서초 및 강남구와 종로， 중구 및 서대 

문， 은평구를 거주지로 하는 통근자에 대해 적용되는 手￥웠총定的 常數의 수정치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쳐 산출된 手탕游定的 常數의 수정치는 〈表 lφ에 수록되어 있 

으며， 원제무 (1984) 의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幹線道路의 구간별 도로용량은 앞의 〈表 3>에 수록된 구간별 승용차 運行速度 추정치와 交通

輔모형에 의한 예측치가 일치하도록 다음 세 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첫째， 앞의 〈表 3>에 나와 

있는 구간별 運行速度에 대응하는 구간별 교통량-용량비를 앞 절에서 제시된 通行時間 交通量

관계식인 식 (1)을 이용해 구한다. 둘째， 앞 절에서 제시된 식 (1 3) 의 수정된 個別로짓手段選 

擇模型과 앞의 〈表 13>에 수록된 交通地區間 대표적 통근자의 이용수단별 특성과 소득을 이용 

해 추정되는 교통지구간 5개 交通手段의 분담율과 통근버스분담율에 앞의 〈表 14>에 나와 있는 

交通地區간 통근자수를 곱해 교통지구간 교통수단별 통근자수를 구한 다음， 이로부터 도로구 

간별 교통량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구간별 교통량 용량비와 교통량을 이용해 구간별 

도로용량을 산정한다. <表 17>은 이와 같은 세 단계의 산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表 16> 個別로짓手段選擇模型의 手段特定的 常數: 원제무 (1984) 의 推定f直 대 修jH直‘

수정치 
교통수단 원제무 (1984) 의 추정치 

강남지역의 구 캉북지역의 구 

자가용승용차 2.520 L391 0280 
택시 5.660 0.322 L 127 
도시형 버스 4650 0650 o 731 
좌석 버스 5.300 0.465 •1. 666 

지하철 0 0 0 

註 원제푸(1984) 는 1980년에 실시된 종로交通輪 거주자들에 대한 셜문조사자료를 이용해 로짓모형을 추 

정한 반면， 본 연구는 \990년의 강남대로 도심 통일로 交通轉을 연구대상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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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7) 道路區間別 交通量-容量比， 交通量 및 道路容量: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전 

남→북방향 우→남방향 
구간번호 

교통량/용량 교통량(pcu/hr) 도로용량 (pcu/hr) 교통량/용량 교통량 (pcu/hr) 도로용량 (PCulhr) 

0766 4, 356.4 5, 687.2 0.558 1, 333.8 2, 930.3 
2 1080 6, 624.6 6, 133.9 0779 1, 392.7 1, 787.0 

3 0.524 6, 624.6 12, 642.3 0.574 1, 392.7 2, 427.8 

4 0833 6, 624.6 7, 956.5 0.833 1, 392.7 1, 671.6 
5 0.597 829. 7 1, 390.2 0.718 4, 479.0 6, 241.6 
6 0360 829.7 2, 304.6 O. 765 4,479.0 5, 854.9 

〈表 18) 交通輔模型에 의한 區別 交通手段 分擔率線뼈%直: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 전 

(單位: %) 

펴3r 한강이남 한강이북 

서초구 강남구 종로·중구 서대문·은평구 

자가용승용차 44.3 44.4 13.9 14.7 
택시 2.5 2.2 13 1. 5 
도시형버스 218 22.4 45. 1 47.9 
좌석버스 6.3 6.6 33 3.4 

지하철 22. 3 19.7 35.0 29.5 
통근버스 2.8 4. 7 1.4 3.0 

계 100.0 100. 0 100.0 100.0 

4. 模型의 쫓當性 檢證

交通輔模型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 

해 연구대상지역에 거주하는 통근자들에 대한 본 모형의 수단분담율 예측치와 수단분담율 실 

측치를 비교한다. <表 18)에서 보이는 交通轉模型에 의한 수단분담율 예측치와 앞의 〈表 15)에 

수록된 수단분담율 실측치는 거의 일치하므로， 다읍 장에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효과를 추 

정하기 위해 交通輔莫型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V. 버스전용차로제의 效果 分析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정산된 교통축모형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를 추정한다. 먼저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제 효과를 반영해 분석하고자 하는 버스전용차로 

제를 교통축모형에서 설정한 다음， 이 방안의 시행에 따르는 교통측면의 효과 및 후생효과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제의 후생효과와 김황배 • 김성수 · 임재경 (199이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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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숭용차에 적정한강교량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후생효과를 비교한다. 

1. 분석대상의 버스전용차로제 설정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는 거의 대부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31) 이 

며， 양방향전일제이다. 1997년 현재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총 61개 구간의 218.5km 

가운데 중앙버스전용차로제3잉가 시행되고 있는 1개 구간(천호대로)의 4.5km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구간에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출근시갇제 (07:00-10:00) , 출근전일 

제 또는 출퇴근시간제(도섬방향 07:00-10:00, 외곽방향 17:00-21 :(0)가 시행되고 있는 5개 

구간의 11.5km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구간에서 양방향전일제가 시행되고 있다커 

본 연구는 3장에서 제시된 방사형 간선도로노선의 6개 구간 중 3개 구간， 즉 제 1 ， 2 및 6구 

간에서 아침첨두시간 동안 양방향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들 3개 구간의 대부분에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가 양방향전일제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구칸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방사형 간선도로노선의 제 1 ， 2 및 6구간에서 노선버스인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 및 통근버스 

에게 제공되는 버스전용차로의 도로용량은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로 

구간에서의 승용차의 일평균 운행속도 (21.28k때h) 에 대한 도시형버스의 일평균 운행속도 

(19.87k찌h) 비율인 0.934를 반영해 결정된다 34) 즉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구간의 경 

우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자가용승용차와 택시의 운행속도에 대한 도시형버스의 전용차로내 운 

행속도의 비율은 3장에서 설정되었던 0.8에서 0.934로 변경된다는 가정 35) 하에서 노선버스의 

운행속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들 버스의 이용자수 및 운행대수가 증가하더라도 변경된 속도비 

율인 0.934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도로용량이 결정된다. 

3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는 기존 도로의 가로변쪽 차선을 버스에게 제공해주는 방안으로， 버스는 일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한다. 이 방안은 기존 가로망형태의 변경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구간 내에 있는 세가로의 

유출입부분 및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유출입차량 또는 우회전차량과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에 버스운행속도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32)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에 전용차로를 제공하고 버스 이외의 차량 진업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과 같은 물리적 시셜을 셜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에 비해 비용은 많이 드나， 버스운행속도의 개선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다. 

33)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 설치기준， 관련법규， 시설현황 및 시행현황에 대해서는 김순관(1997， pp. 18-

3야 참조. 

34) 김순관 (1997， pp.49-5 1)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구간애서의 도시형버스의 일평균 운행속도 

만을 밝히고 있을 뿐 좌석버스의 일평균 운행속도는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35)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형버스의 운행속도에 대한 좌석버스의 운행속도 비율은 

1.125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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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9> 도로구간별 교통량 용량비， 교통량 및 도로용량: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후 

교통량/용량 교통량 (pcu/hr) 도로용량(pc빠If) 

구간 일반 버스 자가용 버스* 계 일반 버스 계 

번호 차로 전용 숭용차와 차로 전용 

차로 택시 차로 

남 0.754 o. 754 3, 947.0 얘D.6 4, 287.6 5, 235.2 452.0 5, 687.2 
2 1.063 L061 5, 945.5 572. 9 6, 518.4 5, 593.9 540.0 6, 133.9 

북 3 0.515 5, 945.5 572.9 6, 518.4 12, 642.3 OD 12, 642.3 
방 4 0.819 5, 945.5 572. 9 6, 518.4 7,956.5 00 7, 956.5 
향 5 0.503 699.2 113.7 812.9 1, 390.2 00 1, 390.2 

6 0.353 0.353 699.2 1\3.7 812.9 1, 982.6 322.0 2, 304.6 

북 6 0.747 o 750 3 ， α)6.3 1, 374.8 4, 381.1 4, 021.9 1, 833.0 5, 854.9 
5 O. 702 3， αl6.3 1, 374.8 4, 381.1 6, 241.6 00 6, 241.6 

남 4 0.826 942.8 440.4 1, 383.2 1, 671.6 0.0 1, 671.6 
방 3 0569 942.8 440.4 1, 383.2 2,427.8 00 2, 427.8 
향 2 0.774 O. 770 942.8 440.4 1, 383.2 1, 215.0 572. 0 1, 787.0 

0.552 0.554 1, 117.2 202.8 1, 320.0 2, 024.3 366.0 2, 390.3 

註 도시형， 좌석 및 통근버스의 합입. 

〈표 19)는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경우 방향 및 도로구간별 일반차로와 버스전용 

차로의 도로용량， 교통량 및 교통량-용량비를 보이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구간에서의 일반차로와 버스전용차로의 교통량-용량비는 거의 같 

게 나타난다. 또한 이 표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기 전의 이들 값을 보이는 〈표 17)의 비교 

를 통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모든 도로구간에서 교통량이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 

량-용량비도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설정된 버스전용차로제의 

이와 같은 특정은 김순관 (1997， p.49) 의 실제 결과， 즉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로구간에 

서의 승용차와 도시형버스의 일평균속도는 서울시 전체에서의 승용차와 도시형버스의 일평균 

속도보다 각각 2% 및 8% 정도 높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2. 버스전용차로제의 效果 分析

(1) 交通뼈面의 效果3히 

〈表 20)은 〈表 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선도로노선의 6개 구간 중 3개 구간에서 전체 

3이 앞에 설정된 교통축모형을 이용해 아침첨두시간동안 양방향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교 

통측면의 효과흘 분석할 때 통근자의 수단선택을 제외한 다른 측면의 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 즉 버 

스전용차로재가 시행되지 않는 도로로 경로를 변경하는데 따른 효과 동은 무시된다. 이러한 효과들을 

다 고려해서 버스전용차로체의 시행시 기대효과를 추정한다면 이에 따른 교통혼잡의 완화 청도는 여 

기서 제시되는 수준보다 약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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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0>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交通測面의 效果1)(오전첨두 I시간) 

룹숭각f 남→북방향 북→남방향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 시행 후 

통근자의 수단분담율(%) : 

도시형버스 23.5 26.2(+11.5) 45.8 48.7 (+6.3) 

지하철 22.1 19.8(-10.4) 29.3 27.1(-7.5) 

좌석버스 6.4 7.0(+9.4) 3.5 3.7(+5.7) 

택시 2.1 2.2(+4.8) 1.6 1.6φ. 이 

자가용승용차 42.3 41.2(-2.6) 16.9 16.0(-5.3) 

통근버스 3.6 3.6(0. 이 2.9 2.9(0.0) 

한남대교통과 차량대수: 

도시형버스 127.2 145.7 (+14. 5) 1226 135.3(+10.4) 

지하철 (18. 기 16.1 (-11.5) (18.3) 16.8(-8.2) 

좌석버스 43.3 48.3(+1 1.5) 9.1 9.6(+5.5) 

택시 194.7 200.6(+3. 이 42.4 37.1 (-12.5) 

자가용승용차 5, 923.1 5, 744. 8 (-3.0) 95 1. 1 907.7(-4. 이 

통근버스 19.2 19.2(0. 이 6.6 6.6(0.0) 

합계@삐lf)2) 6, 624.6 6， 517.5(-1. 이 1, 392.7 1, 383. 1 (-0. 7) 

전구간 평균속도 (kn배r) : 

도시형버스 16.60 19.32(+16. 쇠 18.40 20.30(+10.3) 

좌석 및 통근버스 18.68 21.74(+16.4) 20.70 22.84(+10.3) 

태시 및 자가용승용차 O. 75 21.76(+4.이 23.00 23.31 (+1 .3) 

註: I) ( )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 대비 %변화임 
2) 한강교량(여기서는 한남대교)을 통과하는 총교통량은 乘用車換算係數(pc터를 사용해서 시간당 숭용 

차대수로 환산됩. 본 연구에서는 車種別 pce값으로 都市型버스 3, 座席버스는 2, 통근버스는 2를 

적용하였음 

도로용량 중 일부가 버스전용차로로 사용될 때 통근자의 수단선택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경우 통근자의 수단선택행태는 시행 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연구대상인 간선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행하는 통근자들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및 택시의 분담율은 각각 11.5% , 9.4% 및 4.8% 증가하는 반면， 자가용승용차와 지 

하철의 분담율은 각각 2.6% 및 1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경우 노선버스인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분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 지하철과 자가용승용차의 분담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노선버스의 운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통행소요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의 분담율은 다음 두 가 

지 이유로 자가용승용차의 분담율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먼저 노선버스와 지하철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노선버스의 운행속도가 증가하면 자가용송용차보다 지 

하철을 이용하던 통근자들이 더 많이 노선버스로 교통수단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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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로제가 시행되면 노선버스보다는 증가율이 작다고 하더라고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속도도 

약간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대상인 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 

행되는 경우 버스와 승용차의 전 구간 평균통행속도 증가율은 남 • 북 방향인 경우 16.4%와 

4.9%이며， 북 • 남 방향인 경우 10.3%와 1.3%이다. 이와 같이 노선버스 뿐만 아니라 승용 

차의 통행속도도 증가하는 이유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운행되는 버스대수가 증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승용차대수가 더 크게 감소하므로 전 구간에 걸쳐 교통량이 약간 감소 

하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교통측면(수단분답율， 교량통과차량대수 및 평균통행속도)의 

효과는 간선도로의 방향별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옷頭時間 동안 강남(서초구 및 강남 

구)에서 강북(종로 · 중구 및 서대문 · 은평구)으로 출근하는 자가용숭용차 이용자 중 많은 수가 

노선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강북에서 도심 (종로 · 중 

구) 및 강남으로 출근하는 통근자의 자가용숭용차 분담율은 낮으므로 자가용승용차 이용자 중 

적은 수가 노선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잉 層生效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발되는 후생효과(또는 순편익)는 다음의 두 가정 하에서 

추정된다. 첫째 자가용승용차 이용자가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 때문에 통근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노선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승용차를 계속 보유 

한다. 둘째， 버스전용차로를 셜치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드는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37) 

〈表 21)은 연구대상인 간선도로노선의 일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때 交通輔模

型에 의해 추정되는 후생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표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면 사회후생은 상당히 증가한다(또는 상당히 큰 사회적 순편 

익을 얻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앞에서 셜정된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할 경우 사회후 

생은 (아침첨두) 시간당 612만원， 즉 남 • 북 방향과 북 • 남 방향에서 각각 312만원과 300 

만원만람증가한다. 

둘째，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편익의 대부분은 도시형， 좌석 및 통근버스 승객들의 

통행시간 절감에 기인해 발생한다. 반면 고용주(또는 기업)가 부담하는 주차비용의 절감 및 불 

법주차로 인해 유발되는 外部 費用의 감소에 기언한 편익은 버교적 작은 편이다. 한편 비용， 

37)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 비용도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먼저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 

로와 달리 설치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위반차량 단속비용은 설치비용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추정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비용을 고려한다면 버스전용차로제의 후 

생효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준보다 약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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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原生效果: 시행前 對比 時間當 變化類， 1990年 價格

(單位: 천원/시간) 

뚫밥-----편쏟 남→북방향 북→남방향 양방향계 

〈수단선택이 가능한 통근자〉 

- 통근자의 후생증가분 2,413 2, 463 4, 876 

-사회후생증가분 계산을 위한 조청 

a. 통근교통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절감분 370 439 809 

· 고용주부담주차비용 (253) (219) (47깅 

도시형버스 운행비용 (-7) (19) (1낀 

지하철 운행비용 (108) (132) (2째) 

· 좌석버스 운행비용 (4) (5) θ) 

택시 운행비용 (1기 (64) (76) 

b. 외부비용감소분 91 81 172 

C. 현행터널통행료 수입증가분 -17 0 -17 

d. 대중교통운입 수입증가분 47 -62 15 

e. 자동차관련 세입증가분 63 40 -103 

소계 2, 841 2, 881 5, 722 

〈통근버스만을 이용하는 통근자〉 277 120 397 

후생증가분(시간절약분) 

사회후생증가분 3, 118 3, 001 6, 119 

즉 자가용승용차와 지하철에서 버스 등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하는 통근자들의 후생감소분은 편 

익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증가분， 즉 순편익은 방 

향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 • 북 방향 

보다 북→ 남 방향 통근자들의 버스분답융이 1.5배 정도로 높은데 주로 기인한다. 

3. 버스전용차로제와 漢江橋梁通行料 願課方案의 l흘生效果 比較

앞에서 추정된 버스전용차로제의 후생효과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제 

시되어 왔던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후생효과를 비교한다. 여기서 비교대상이 되는 혼잡통행 

료 부과방안은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적정수준， 즉 교통혼잡 둥 승용차 이 

용에 따르는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통행료수입액을 극대화하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후생효과는 본 연구와 같은 교통축 모형을 사용한 김황배 · 김성수 · 엄재 

경 (1996, p.165) 에서 〈表 22>와 같이 추정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한다. 

〈表 21>과 〈表 22>를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버스전용차로 

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증가분은 적정 한강교량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증가분보다 상당히 작다. 두 표에서 각각 볼 수 있는 것처럼 양방향 버스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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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 自家用乘用車에 대한 適正 漢江橋梁適行料 眼課에 따른 庫生效果: 願課 前 對比 時間當 變化願，
1990年 價格

(單位: 천원/시간) 

륙륙~낙헨흔l챔 남→북방향 북→남방향 

양방향계 
2， 4α) 1, 600 

〈수단선택이 가능한 통근자〉 

통근자의 후생증가분 1, 274 2, 018 3, 292 

-사회후생증가분 계산을 위한 조정 

a. 통근교통서비스 공급자의 비용절감분 3, 444 388 3, 832 

·고용주부담주차비용 μ， 31이 (35잉 (뼈아 

·도시형버스 운행비용 (-29이 (-100) (-399) 

·지하철 운행비용 6껴 (119) (17커 

·좌석버스 운행비용 -6η (- I) (-6에 

·택시 운행비용 (-55씨 (1기 (-542) 

b. 외부비용감소분 1, 563 222 1, 785 

C. 현행터널통행료 수입증가분 290 0 290 

d. 한강교량통행료 수입증가분 6, 559 587 7, 146 

e. 대중교통운임 수입증가분 1, 705 218 , 923 

[ 자동차관련 세입증가분 710 176 886 

소계 13, 545 3, 257 6, 802 

〈통근버스만을 이용하는 통근자〉 663 130 793 

-후생증가분(시간절약분) 

사회후생증가분 4, 208 3, 387 17, 595 

차로제의 시행에 따를 시간당 순편익은 612만원인데 비해 적정 한강교량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순편익은 1 ， 760만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편익의 대부분은 통근자들의 통행시간 절감에 기인하 

는 후생증가분인 반면 한강교량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연익의 대부분은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후생증가분과 자가용승용차를 적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차비용과 외부비용의 감소분 등 

으로 구성된다. 한강교량통행료 부과방안의 경우 통근자들의 통행시간 절감에 기인하는 후생 

증가분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통행료가 부과되더라도 전과 같이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통행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후생이 증가하더라도 통행료를 지불하는 만큼， 즉 〈表 22)의 715만원/시간만큼 후생이 감 

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료가 부과됨에 따라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을 포기하고 다른 교통수 

단을 이용하는 많은 통근자들은 후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노선의 남 • 북 방향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이 한강교량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사회후생증가분보다 대단히 큰 반면 북 • 남 방향에 

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교통수요관리방안별 사회후생증가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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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통근자들의 수단분담율이 방향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앞 

의 〈表 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 • 북 방향의 경우 통근자들의 자가용승용차 분담율 

이 42.3%로 높고 버스의 분담율이 33.5%로 낮기 때문에 한강교량통행료 부과방안의 사회후생 

증가분이 버스전용차로제에 비해 큰 반면， 북 • 남 방향의 경우 자가용승용차 분담율이 

16.9%로 낮고 버스의 분담율이 52.2%로 높기 때문에 두 방안의 사회후생증가분이 비슷한 것 

으로 추정된다. 

V. 結 論

본 연구는 방사형 간선도로 교통축에 대한 정태적 시율레이션모형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제 

의 시행효과를 추정하였다. 2장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될 때 일어날 단기적 효과를 수 

요-공급 균형의 틀로 분석할 수 있는 교통축모형을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서울의 강남대로~ 

도심~통일로를 연결하는 방사형 간선도로노선과 이 노선의 주변에 위치한 서초구， 강남구， 중 

구， 종로구， 서대문구 및 은평구를 연구대상 교통축으로 선정한 다음 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교통축모형을 청산하였다. 

4장에서는 서울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양방향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의 실제 효과를 반 

영해 분석하고자 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교통축모형에서 설정한 다음， 이 방안의 시행에 따르 

는 교통측면의 효과 및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제의 후생효과와 혼잡통행 

료 개념에 가까운 한강교량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후생효과를 비교하였다. 

서울의 도심지향방사형 간선도로에서 아침첨두시간 동안 양방향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가 시 

행되는 경우 노선버스인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분담율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 지하철과 

자가용승용차의 분담율은 약간 감소하며， 노선버스보다는 증가율이 작지만 숭용차의 통행속도 

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버스(도시형， 좌석 및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의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후생증가분이 자가용승용차와 지하철 

에서 버스 등으로 교통수단을 변경하는 통근자들의 후생감소분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사회 

후생은 상당히 증가하는 (또는 상당히 큰 사회적 순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추정된 버스전용차로제의 후생효과를 본 연구와 같은 교통축모형을 사용한 김황 

배 · 김성수 • 임재경 (1996, p. 165) 에서 제시된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적정 한강교량통행료 부과 

방안의 후생효과와 비교한 결과 다음의 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버스의 분담율이 자 

가용승용차의 분담율보다 작은 경우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증 

가분은 적정 수준의 한강교량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증가분보다 상당히 

작다. 

둘째， 버스의 분담율이 자가용승용차의 분담율보다 상당히 큰 경우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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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사회후생증가분은 한강교량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사회후생증가분과 거의 같다. 마지막 

으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펀익의 대부분은 통근자들의 통행시간 절감에 기인하는 

후생증가분인 반면 한강교량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펀악의 대부분은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후생 

증가분과 자가용승용차의 이용 감소에 따른 주차비용과 외부비용의 감소분 등으로 구성된다. 

버스전용차로제에 관한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분석시 사용된 정태적 시율레이션모형의 단순 

성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여러 효과 

가운데 통근자의 교통수단선택행태에 미치는 효과만이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무 

시된 효과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도로 또는 시간대로 경로 또는 출근시간을 변 

경하는데 따른 효과， 버스의 재차인원 증가에 따른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무시된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서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통수단선택행 

태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효과들을 분석과정에서 고려했다면 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 따른 교통량의 감소효과는 본 연구에서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므로 사회후생 

증가분 또한 약간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고는 뒤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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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車種別 親金 및 保險料: 1990年

(單位: 원) 

꿇~각f 자가용승용차 돼시(소형)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지하철차량 

m=1 m=2 m=3 m=4 m=5 

세전 공장도가격 

차량가격 (P빼) 4， 626， αm 4， 380， αm 37， 960， αm 47， 151 ， αxl 567, 142, 860 

유류가격아) 214_ 7 146.1 140_0 140_0 

차량관련 세금 

취득단계시 세금 

특별소비세 462, 600 0 0 0 0 

특별소비세방위세 138, 780 0 0 0 0 

부가가치세 522, 738 0 0 0 0 

취득세 115， α)2 87, 600 759, 200 943， αm 0 

둥록세 287, 506 0 0 0 0 

둥록세방위세 57, 501 0 0 0 0 

지하철채권매입액 258, 755 65, 700 217, 500 17, 500 0 

소계 (VATm) 1, 842, 882 153, 300 976, 700 1, 160, 500 0 

보유단계시 세금U년) 

자동차세 225， αm 26， αm 35， αm 35， αxl 0 

자동차세방위세 67, 500 0 0 0 0 
면허세 16, 200 10, 800 10, 800 10, 800 0 
소계 (VOTm) 308, 700 36, 800 45, 800 45, 800 0 

유류세 UI) 

특별소비세 124A 10.3 12.0 12_0 

유류부가가치세 33_9 15.6 15_ 2 15.2 

소계 158.3 25.9 27.2 27.2 

연간보험료 

책임보험 기본보험료 78, 500 595, 400 1, 2\3, 900 1, 2\3, 900 0 
종합보험료 (352, \3이 (2, 494, 89 1) (4, 165, 278) (4, 384, 266) 에 
대인배상 132, 300 1, 351 , 731 2, 656, 336 2, 656, 336 0 

대물배상 46, 400 185, 345 579, 433 579, 433 0 
차량손해 140, 630 774, 722 904, 450 1, 123, 438 0 

자손사고 32, 800 183, 093 25, 059 25, 059 0 
소계 (IPm) 430, 630 3, 090, 291 5, 379, 178 5, 598, 166 0 

註: 신규 자가용승용차 둥록자는 자동차가격(공장도가격←특별소비세F특별소비세방위세F부가가치세)의 9% 
만큼 매입하게 되어 있는 채권을 매입 즉시 50% 할인하여 현금화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였읍. 

賢料: 자가용승용차와 택시의 기준차종으로 사용되는 엑셀 GLSi 4Dr와 엑젤 GL의 세전 공장도가격은 한국 
물가협회(1 991) 와 교통개발연구원 (1991 ， p.36)으로부터 각각 인용합. 자가용승용차와 택시의 취득 
및 보유단계시 부과되는 세금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과 교통개발연구원 (1993， pp_ 4-2 1)에 실 
린 자동차관련 세금의 세율을 적용해 추정함. 무연휘발유과 LI임의 세전공장도가격은 동력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1991 ， pp.124-125)의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며， 유류관련 세금액은 한국개발연구원 
(1991 , pp. 132-133) 에 실린 유류관련 세금의 세율을 적용해 추정함. 도시형 버스와 좌석버스의 세전 
공장도가격， 취득 및 보유단계시 부과되는 세금액과 경유가격 및 관련세금액은 주로 한국생산성본부 
(1991) 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지하철차량가격은 서울특별시 (1991 ， p_ 89) 에 실린 1991년의 전동차구 
입예산액을 서울특별시 (1992, p. 39) 로부터 계산된 1991년의 전동차증차대수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차종별 자동차보험료는 교통신문사 (1991 ， pp.993-1043) 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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