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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독신가구, 이혼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구조의 변화

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가구의 일원으로써 가구구성원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음을 고

려하면 이러한 가구구조의 변화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조를 

고려한 통행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가구구조를 5개 유형으로 분

류하여 가구구조별 공간적 거주분포를 살펴보고 가구구조 유형에 따른 통행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구구조 유형별로 개인의 통행발생에 관한 포아송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통행의 영향요인을 비교분

석한다. 

분석자료는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제공하는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중 서울시에 해당되는 

자료이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구조별 분포를 보면, 주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교육시설이 밀집되

어 있는 곳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신가구의 경우 도심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행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가구구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원수,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고령화 비율 등이 있다. 반면, 자동차 보

급률, 3차 산업의 산업혼합도, 문화시설 건물연면적, 엔트로피지수 등은 통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가구구조, 가구통행실태조사, 공간분포, 통행특성, 포아송 회귀분석

As economic crisis continues and social structure changes in Korea, household types such as single households, 

divorced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etc. have been rapidly increased. Such trends may affect travel behavior,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making trips. Literature on travel behavior related 

to household structure is quit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five types of household structures and then 

comparatively analyzes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nd travel behavior. Poisson regression models for personal 

trip generation by household structure are developed to compare the factors influencing trips, using 2010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in the Seoul provided b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main results indicate that households with children tend to live in the regions where educational facilities 

are concentrated and single households prefer the downtown areas. The household size, access time to the bus 

stop, and elderly population rate have positive effects on travel, while car ownership, the degree of mixing of the 

tertiary industry, the total floor area of cultural facilities and entropy index shows negative effects.

￭ Keywords : Household Structure,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Spatial Distribution, Travel Characteristics, Poisson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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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산업화, 도

시화 및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 전

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사회의 구성단위

인 가구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 취업난으로 인

한 20~30대 독신,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이혼 중년,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빈둥지 가구(empty nest)1), 딩

크족(Double Income No Kides, DINK)2)에 의한 2인 

가구 및 사별 및 이혼가구의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

정(편부가구, 편모가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통계청(2012)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인 

이상 가구는 1995년 총 가구의 81.8%를 차지했지만 

2010년엔 48.2%로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51.8%

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이

처럼 1․2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

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어쩌면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가구구조의 형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측면 및 주택공급 측면에서 1․2인 가구 및 한부모가

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

면에 교통분야에서는 개인이 가구원의 일원으로써 

다른 가구 구성원들과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조의 형태를 고려한 통행 관련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구

구조의 유형을 분류한 후 이들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가구구조 유형별로 통행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회․경제적 특성

과 토지이용 특성을 이용한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

해 규명하고 주요 변수들을 이들 가구구조 유형간

에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제공하는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

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 표본자료로서, 가구

(가구원수, 주택의 종류, 점유형태, 월 소득 등), 개

인(가구원과의 관계, 출생연도, 성별, 직업 등), 통

행(목적, 수단,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과 관련된 데

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에 해당하는 

98,379가구(284,889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이용하

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통행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특성, 도시설계 특성, 교통시설 서

비스 특성과 관련된 변수설정 및 가구구조 유형분

류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구조 유형별 거주자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시 491개 동의 토지

이용 특성, 도시설계 특성, 교통서비스 시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해 가

구구조 유형별 개인통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서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구구조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

기 위해 ArcGIS 9.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포아송 회귀분석은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였다. 

1) 자녀들의 분가로 노부부만 남은 가구

2) 맞벌이 만혼 부부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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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흐름도

 
Ⅱ. 선행연구 검토

1. 가구구조 분류

일반적으로 가구구조는 생애주기(life cycle) 이론

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생애주기 가설은 Ando 

and Modigloani(1963)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가계저축

과 대출,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생

애주기란 연령대를 중심으로 특정 행위나 목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설

은 개별가계의 소비와 저축행동이 이들의 생애 효

용(lifetime utility)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안종현, 2010).

빈미영(2011)은 가구주의 연령대, 동거가족 중 자

녀의 연령과 경제활동 능력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6개(미혼청년기, 가족형성기, 자녀 교육기, 자녀청년

기, 자녀독립기, 노년기)로 분류하고 있다. 

박천규 외(2009)는 가구구성, 소득 및 주택 소비행

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가구구조를 

분류하여 1단계(30대 초혼으로 남자는 30.9세, 여자는 

27.8세), 2단계(40대 내집 마련 시기로 결혼 후 9.4년 정

도의 시기), 3단계(50대 주택의 교체 시기로 2단계 이

후 약 8.5년 경과시기), 4단계(60대)로 분류하고 있다.

조상규(2008)는 가구주의 혼인상태와 자녀의 유

무 및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1단계(미혼), 2단계

(부부), 3단계(자녀 미취학), 4단계(자녀 학령기), 5단

계(자녀 성인)로 분류하였다. 

이철주(2003)는 부부의 결혼 연령, 자녀의 출생시

기와 자녀수, 진학 상황, 수명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세대주의 나이 50세 미만), 2단계(첫 자녀의 나이 20

세 미만), 3단계(첫 자녀의 나이 20세 이상), 4단계

(세대주 나이 65세 이상, 결혼 자녀의 동거 포함)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혼인 여부와 자녀

들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가구구조를 분류하고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구구조가 존재하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분류기준인 가구주, 배우자, 자녀 유무의 특성을 이

용하여 <표 1>과 같이 가구구조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  류 가구주 배우자 자녀

독신 ○ × ×

부부(자녀有) ○ ○ ○

부부(자녀無) ○ ○ ×

한부모가정(편부) ○(남성) × ○

한부모가정(편모) ○(여성) × ○

<표 1> 가구구조 유형 분류

2. 가구구조와 통행

이종호(2011)는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의 조사내용을 이용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구

조로 분류하여 승용차 보유 여부, 가구소득, 주택의 

종류와 같은 가구 속성이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승용차 보유 여부의 경우 1

인 가구와 2인 가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의 경우 1인 가구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2인 이상의 가구에는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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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종류는 주

중통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말 통행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선 외(2008)는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남편

과 아내), 독신가구로 가구구조를 분류하여 1996년

과 2002년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시기별 

통근시간의 변화와 통근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경

우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맞벌이가구의 경

우 가구구성 및 자녀와 관련된 변수가 통근통행시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철주(2003)는 가구구조를 크게 4단계로 분류하

였으며, 1997년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 베이

스구축’ 자료 중 쇼핑통행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구조에 따른 쇼핑통

행발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나이가 

쇼핑통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주부나 무직

자에 의한 쇼핑통행이 많이 나타나고 성별과 자녀의 

나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Sun 외(1998)는 소득, 자동차 보유 여부, 가구유형, 

거주기간 등 가구와 관련된 변수 및 밀도, 토지개발

균형의 정도 등의 토지이용 변수들이 총 차량 주행

거리(VM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토지

이용이 거주지의 위치를 결정하므로 총 차량 주행

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Starnthman 외(1994)는 가구구조가 통행사슬(trip- 

chain)의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가구구성원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유

/무 및 자녀의 수, 맞벌이가구 등으로 가구구조를 

12개로 분류하여 이를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특성, 직장의 위치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이용

하여 통행수단선택 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추

정결과, 소득, 교외지역 거주 여부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두시 통근여부, 통근

거리 등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혼의 직업이 있는 가구가 통근 이외의 통행이 가장 

많은 반면, 전통적인 가구 형태인 기혼가구이며 학

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토지이용변수 

토지이용과 통행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며, 기존 연구에 이용된 토지이용변수들을 

<표 2>에 정리하였다. 

먼저 서종국(2012)은 통근행태와 도시공간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인구규모, 일자리수, 고령화율은 자동차 이용과 부(-)

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근소요시간의 설명에서 

인구밀도는 2000년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2005

년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서민호·김세용(2011)은 국내 도시를 규모 및 입지

별로 분류하여 도시형태와 통행행태의 연관성을 파

악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인구밀도의 경우 승용차 

통행을 감소시키는 반면, 대중교통 통행 증가의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주택

밀도 및 도로율이 낮을수록 승용차 의존도가 감소

하고 대중교통이용이 증가하며, 직주혼합과 도소매·

서비스업의 산업혼합은 승용차 통행 감소에 효과적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명진(1997)은 토지이용 패턴이 개인의 통행선

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항로짓모형을 구

축하였으며, 성현곤 외(2006)는 고밀화된 서울시 역

세권에서의 토지이용과 교통과의 연관성을 살펴봄

으로써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의 활용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오영택 외(2009)는 역세권 토지유

형별 이용자 및 대중교통 공급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교통관련 특성 및 토지이용 특성을 찾아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존 국내 연구의 경우 가구형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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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설정변수 분석방법

서민호·김세용
(2011)

종속변수 통행빈도, 통행량, 통행공간 부하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밀도 인구밀도, 고용밀도

다양성 직주혼합도, 혼합토지이용도, 산업혼합도, 도시압축도

공간계획 공동주택밀도, 유료주차장밀도, 도로율, 대중교통시설밀도

서종국
(2012)

종속변수 통근수단, 통행시간

이항프로빗모형,
다중회귀분석독립변수

인구 나이, 가구유형, 성별

사회경제 학력, 자동차보유, 직업, 주택유형

도시특성 인구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일자리수, 지역구분

전명진
(1997)

종속변수 수단선택확률
다중로짓모형

독립변수 주거밀도, 직장밀도, 통근시간, 전철역 유․ 무, 도심 혹은 부도심 여부 

성현곤 외
(2006)

종속변수 통행수단간 분담률의 비율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총 건축 연면적, 토지이용불균등지수, 직주균형지수

오영택 외
(2009)

종속변수 대중교통 이용수요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버스관련 환승거리, 단거리 노선수, 노선수, 배차간격, 정류장, 운영시간

도시철도 관련 역사 위치, 출입구수, 역간 거리, 자전거 면수, 환승역수, 주차면수

공통 버스와 지하철 역사와의 접근거리

<표 2> 토지이용 관련 선행연구 

는 가구속성, 개인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으며, 국외논

문의 경우도 가구유형과 관련된 변수들만을 통해 

가구와 통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형태, 가구속성, 개인속성뿐만 아니

라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이용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구구조 유형별 개

인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가구구조 유형별 공간적 분포 특성

1. 가구구조 유형별 가구원 분포 및 통행유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가구구조 유형의 분

포를 살펴본 결과, 기혼가구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

가 전체의 약 5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한부모 가정 중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한부모

가정이 전체의 2.9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분  류 가구 자료수 개인 자료수

독신 15,248(15.50%) 18,554(6.51%)

부부(자녀有) 53,702(54.59%) 199,852(70.15%) 

부부(자녀無) 20,475(20.81%) 42,545(14.93%)

한부모가정(편부) 2,888(2.94%) 7,867(2.76%)

한부모가정(편모) 6,066(6.17%) 16,071(5.64%) 

합계 98,379(100.0%) 284,889(100.0%)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2) 독신은 가구주의 배우자 및 자녀유무를 기준으로 한 것

이며, 부모나 형제와 동거하는 독신도 여기에 포함됨

<표 3> 가구구조 유형별 자료의 분포

가구구조 유형별 평균 가구원수는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의 구성원이 3.72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2.48명보다 1명 이상 많은 수

치이다. 이에 반해 기혼가구이며 자녀가 없는 가구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53.16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출가한 중년의 

기혼가구 구성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독신가구 구성원의 평균 나이가 45세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난 것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한부모 가정인 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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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자녀有) 부부(자녀 無)

독신 한부모가정(편부) 한부모가정(편모)

<그림 2> 가구구조별 서울시 구단위 공간적 분포

분  류
평균

가구원수

가구구성원의 평균 나이 통행
비율
(%)

가구구성원의 통행자수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계

독신 1.22 46.86 - - 69.15 34.05 86.09
13,701
(85.77%) 

- -
785

(4.91%) 
1,488
(9.32%) 

15,974
(100%)

부부(자녀有) 3.72 52.95 50.13 22.18 78.42 30.65 85.64
48,280
(28.21%)

39,052
(22.82%)

81,553
(47.65%)

985
(0.58%) 

1,279
(0.75%) 

171,149
(100%)

부부(자녀無) 2.08 52.74 50.06 - 74.92 32.11 78.82
18,361
(54.75%) 

14,301
(42.65%) 

-
364

(1.09%) 
508

(1.51%) 
33.534
(100%)

한부모가정(편부) 2.72 52.10 - 23.31 77.53 27.96 83.16
2,229

(34.07%) 
-

3,582
(54.75%) 

127
(1.94%) 

604
(9.23%) 

6,542
(100%)

한부모가정(편모) 2.65 52.65 - 23.91 76.41 30.59 85.36
4,883

(35.59%) 
-

8,574
(62.50%) 

72
(0.52%) 

190
(1.38%) 

13.719
(100%)

평균 2.48 51.46 50.09 23.13 75.29 31.07 84.57 87,454 53,353 93,709 2,333 4,069 240,918

  주: 괄호안의 숫자는 가구유형별 가족구성원의 통행비율을 의미함

<표 4> 가구구조 유형별 가구원 분포 및 통행유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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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명

독립
변수

가구특성

가구유형, 가구원수, 미취학 아동수, 미취학 아동 유/무, 차량 유/무, 주택의 종류(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기타), 주택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가족원전체의 월 소득(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승용차 보유여부, 승용차․승합차 보유대수, 오토바
이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대수, 지하철역 접근시간,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개인특성
연령대별 그룹(미성년자, 청년, 장년, 노년),성별,  운전면허증 유/무, 직업(학생, 전업주부/무직, 1․2차산
업 종사자, 3차산업 종사자, 기타), 고용형태(재택근무 여부), 근무형태(주5일 근무 여부)

토지이용
특성

도시설계특성 교차로수, 도로율, 도로연장

도시특성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고용밀도, 직주혼합도, 자동차보급률, 산업혼합도(3차 산업, 쇼핑관련 산업), 건축
물 연면적(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엔트로피지수3)

교통시설 
서비스 특성

대중교통시설 밀도, 버스정류장 밀도, 출입구수, 환승역수, 환승노선수, 역세권 내부 버스노선수, 
역세권 내부의 버스정류장수

종속변수 개인의 총 통행수

  주: 1) 산업혼합도는 각 산업별 종사자수를 고용자수로 나눈 값을 말함(산업 별 종사자수/고용자수)
2) 대중교통시설 밀도는 행정동 별 지하철역수를 행정동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함(지하철 역수/행정동 면적)
3) 역세권 내부 버스노선수는 행정동 별 역세권(지하철역 중심 반경 500m) 내부의 버스노선수로 중복노선은 제외함
4) 역세권 내부 버스정류장수는 행정동 별 역세권(지하철역 중심 반경 500m) 내부의 버스정류장 수를 말함

<표 5> 모형의 주요변수

편모 가정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평균 나이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조별 통행비율은 독신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가구일수록 통행이 많은 것

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가 차지하는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혼 가구의 경우 배우자보다는 가구주

의 통행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경우 여성의 통행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구조 유형별 공간적 분포

가구구조 유형별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구조별 구 단위의 밀도를 산출하여 순위에 따른 

5개 등급(1등급~5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혼가구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공간적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기혼가구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관

계없이 사교육 특구4)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독신가구 및 편부가정의 경우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와 같은 도심부와 마포구, 영등포구, 성북구, 은

평구, 동대문구와 같은 도심의 주변지역에 밀집되

어 있으나, 편모가정의 경우 도심부와 양천구, 금천

구, 강북구와 같은 도심 외곽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엔트로피 지수  
  



 ln ln   용도별건축물연면적   토지이용개수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는 건축물의 혼합도 및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값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혼합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의 총 5개의 용도에 대한 엔트로
피지수를 구하였다.

4)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서울시 전체 입시학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노원
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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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구구조 유형별 통행발생모형의 
추정

1. 주요변수의 선정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

였다. 변수는 크게 가구, 개인, 토지이용 관련 변수

로 구분되며, 토지이용 변수의 경우 도시설계특성, 

도시특성, 교통시설 서비스 특성으로 분류되며 세

부적인 변수 내용은 <표 5>와 같다. 

가구와 개인특성, 사회경제지표 자료는 2010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하였으며, 토지이용특성 변수의 경우 국가교통DB

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자료 및 국토해양부 건축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용도별 건축물 연면

적 데이터를 통해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개인의 일일 통

행수(통행빈도)이며, 연속형 변수가 아닌 이산형 변

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통행수가 

하루동안에 일어난 사건(event, 여기서는 통행) 수와 

같으므로 포아송(Poisson)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포

아송 회귀식(Poisson regression)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포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조

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카이제곱 검정 

등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통해 적용 유무를 결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통계

패키지인 SPSS Statistics 19를 이용하여 각 가구유형

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별도의 포아송 회귀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각 모형의 카이제곱검정(또는 deviance 

test) 결과 포아송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아송 회귀모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P(x)는 개인이 하루동안 발생하는 

통행수가 x일 확률이며, λ는 평균통행발생수를, β

는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exp 

       

  exp

모형추정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으며, 모형

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우도비의 경우 모든 모형이 

0.29~0.30 정도로 설명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들도 90%의 신뢰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가. 독신가구모형

먼저 독신가구모형을 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문

화시설이 많을수록,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통행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우며 개인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

는 독신가구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가구원이 거주하는 행정동내 고용밀도

가 높을수록 통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시설을 포함한 기타 건

축물이 많을수록 오히려 통행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인들은 독신가구가 주로 도심

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승용차 보유가 통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에 비해 미성년자와 청년이, 

전업주부/무직자보다는 학생이, 주5일 근무도 통행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택근무

는 출근통행 등을 줄여 통행수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독신가구의 경우 주택유형에 영향

을 받지는 않지만 월세인 경우 통행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월세가 소득을 나

타내는 대리변수로 이용될 수 있어 소득이 낮은 경

우 통행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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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독신 부부(자녀有) 부부(자녀無) 한부모가정(편부) 한부모가정(편모)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계수 P-value

상수 .924 .000 .689 .000 .895 .000 .839 .000 .938 .000

설
명
변
수

가구원수 -.076 .000 -.015 .000 -.092 .000 -.047 .000 -.022 .003

미취학 아동수 - - .027 .000 - - - - -.050 .032

성별(남성) -.051 .000 -.034 .000 .036 .000 - - -.065 .000

운전면허 보유 - - .100 .000 .119 .000 .075 .000 .052 .000

승용차 보유 .027 .016 .045 .000 .026 .006 .049 .005 - -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 - -.001 .002 - - -.004 .044 - -

고용밀도 3.324 .001 - - - - - - -

고령화비율 - - -.888 .000 -.752 .012 - - -.825 .093

자동차 보급률 - - - - - - - - 4.057×10-6 .036

산업혼합도
(3차 산업)

- - - - - - - - .007 .034

건축물 연면적
(공업)

- - -2.492×10-8 .002 - - - - - -

건축물 연면적
(문화시설)

1.991×10-7 .006 - - - - - - - -

건축물 연면적
(기타)

-.170×10-6 .015 - - 8.648×10-7 .053 - - - -

엔트로피지수 .098 .000 .022 .001 .040 .013 - - - -

역세권 
버스노선수

- - 6.110×10-5 .000 8.840×10-5 .036 - - - -

미성년자
(6세-19세)

.138 .011 .400 .000 .344 .000 .331 .000 .140 .000

청년
(20세~39세)

.040 .002 .174 .000 - - .178 .000 - -

중장년
(40세~64세)

- - .211 .000 - - .235 .000 .093 .000

전업주부/무직 -.406 .000 -.420 .000 -.343 .000 -.500 .000 -.559 .000

1․ 2차산업 종사자 -.100 .000 -.073 .000 - - -.093 .009 -.110 .000

3차산업 종사자 -.106 .000 -.074 .000 - - -.123 .000 -.120 .000

기타 직업 -.165 .000 -.154 .000 -.065 .000 -.182 .000 -.245 .000

재택근무 여부 -.266 .000 -.311 .000 -.277 .000 -.255 .001 -.376 .000

주 5일 근무 여부 .070 .000 .030 .000 .050 .000 .060 .011 .048 .003

연립주택 - - -.033 .000 -.030 .005 -.054 .014 - -

다세대/다가구 주택 - - -.034 .000 -.019 .070 - - -.041 .007

단독주택 - - -.058 .000 -.032 .002 -.045 .027 - -

기타 주택유형 - - -.076 .000 -.082 .012 - - - -

전세 - - .011 .001 -.046 .000 -.040 .029 - -

월세 -.023 .060 -.019 .010 -.036 .016 -.062 .009 - -

기타 점유형태 - - .028 .026 - - - - - -

고소득가구
(월 300만 원 이상)

- - .049 .000 .026 .001 - - .067 .000

N 18,554 199,852 42,545 7,867 15,727

ρ2=1-L(β)/L(0) 0.32 0.29 0.30 0.30 0.30

  주: 성별(1: 남성, 0: 여성), 운전면허 유/무(1: 있음, 0: 없음), 승용차 보유 여부(1: 있음, 0: 없음), 연령대[노년(65세 이상) 기준 더미], 직업(1: 전업주부/무
직, 0: 기타), 재택근무 여부(1: 재택근무함, 0: 재택근무하지 않음), 주 5일 근무 여부(1: 주 5일 근무함, 0: 주 5일 근무하지 않음), 주택의 종류(아파트 
기준 더미), 점유 형태(자가 기준 더미), 고소득 가구(1: 300만 원 이상, 0: 300만 원 미만)

<표 6> 가구구조 유형별 포아송 회귀모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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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자녀有) 모형

자녀가 있는 기혼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

수록 개인의 통행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기타 가구원들의 통행 동반 시 통행에 대해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을수록 통행의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아동들의 다양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보호자 역할로 같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결과적으로 이들 가구가 사교육시설이 집중되

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한강 이남지역에 상대

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시간이 짧을수록, 거

주하는 지역의 고령자 인구가 적을수록, 공장, 창고

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을수록 개인

의 통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하

는 지역의 건물용도가 다양하며, 통행자의 이동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세권 버스의 노선수가 많을

수록 통행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운전면허 및 승용차를 보유

한 가구원이 개인통행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독신가구와 유사하게 전업주부/

무직자보다는 학생이, 주 5일 근무 등이 개인통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택근무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고소득 가구가 개인통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자가

의 점유 형태가 개인의 통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부(자녀無) 모형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는 개인

의 통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의 결과와 유사하게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족통

행 등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 가구이므로 미취학 아동 수에 영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고령자 비율이 적을

수록, 다양한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을수록, 버스의 

노선수가 많을수록 통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혼가구와는 다르게 기타시설이 통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시설 등에 의한 통행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독신가구,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와는 다르게 남

성이 여성에 비해 통행이 많으며, 운전면허보유, 승

용차 보유의 경우도 통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년에 비해 미성년자 연령대가 통행이 많

게 나타났으며, 학생이 전업주부 및 무직과 기타 직

업의 종사자들에 비해 통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밖에 다른 변수들은 부부(자녀有)모

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 한부모가정(편부) 모형

다른 가구유형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는 통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

스정류장까지의 접근 시간이 짧을수록 통행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보유 및 승용차 보유가 통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년의 경우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통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하게 학생이 통행에 양의 영향을 주며, 주 5일 근무

가 통행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에 거주하는 경우 통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세

입자의 경우 자가에 비해 통행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중 편부가정의 경우 거주지의 특징

을 나타내는 토지이용이 통행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편부가정의 

경우 독신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이 통행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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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부모가정(편모) 모형

편모가정 중 미취학 아동이 많은 경우는 통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여성인 경우는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정의 가구주가  

여성이므로 가구의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통

행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

주지의 고령화 비율도 통행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자동차 보급률 및 3차 산업의 산업혼합도

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

가정이 서비스업 등이 많은 도심부에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는 편부가정 모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변수가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의 통행발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주요변수의 모형간 비교

가구원수는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통행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없는 부부

나 독신의 경우 그 영향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는 소규모 가구의 구성원일

수록 더 많은 통행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학생연령대의 경우는 가구구조 유형과 상관없이 

타연령대에 비해 통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남성의 통행이 더 많으

며,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여성의 통행이 많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고용밀도는 주로 독신가구의 개인

통행에 영향을 미치며, 편모가정의 경우 서비스업

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행이 증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혼합토지이용(엔트로피지수)은 편부 

또는 편모의 한부모가정의 개인통행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부가 함께 사

는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개인통행의 증가요인

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택유형이나 주택 점유형

태도 가구구조 유형에 따라 개인통행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변수들은 독신

이나 편모가정의 개인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인통행에 미치는 주요변수들이 가

구구조 유형에 따라 영향의 유무 또는 방향(정 또는 

부의 영향) 및 크기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구조 유형

이 이들 개인통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하고 있는 가구구조를 정의하고, 가구구조 유형별 

공간적 분포 및 통행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형태 및 가구 속성이 통

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원이 거주하는 행정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포함하여 가구구조 유형별 통행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가구구조 유형별 통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산자료의 형태인 개인 통행

수에 관한 포아송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구구

조 유형별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통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수, 버스정류장 접근시간, 고령화비율, 건축

물연면적, 공업건축물의 연면적 등이 있다. 반면에, 

자동차 보급률, 3차산업의 산업혼합도, 쇼핑 관련 

산업의 혼합도, 문화시설의 연면적, 엔트로피지수, 

역세권 버스노선수 등의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엔트로

피지수는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가구구조 유형의 개

인통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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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령대, 직업,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소득수준은 가구구조 유형에 따라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가구구조 유형별 통행발생 

요인을 토대로 해당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로 가구구조의 유형분류 및 

유형별 통행발생 요인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들 가구들의 다양한 통행분포 패턴이나 수단선택행

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가구구조 유형별로 통행분포나 수단선택특

성을 분석하여 교통계획수립 시 가구구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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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사용자를 오전 첨두시간대의 승차자와 하차자로 구분하고 지하철역 주

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지

하철역의 입지, 버스노선 등의 공간자료를 입력하고, 인구수, 고용자수, 학생정원수 등의 속성자료와 통합

하여 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 승차자수와 하차자수의 결정요

인을 회귀분석하였으며 이때 추정모형을 선형모형, 준로그모형, 로그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승차자는 역 주변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토지이용 중 주거지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버스의 수와 환승주차장의 존재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하철 하차자수를 결정하는 요인의 분석 결과 역 주변의 고용과 학교의 정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의 탄력성은 상업용지

의 비율보다 공업용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주제어 : 지하철 승차자수, 토지이용, 역세권, 지리정보시스템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way riderships and land use patterns within station 

neighborhood areas in the case of Daegu Metroplitan City. The attribute data used by this research was collected 

from electronic card readers at subway stations. The spatial data were obtained and/or derived from ArcGIS 

buffering analysis and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This paper identifies the relationship with three 

different models - linear, semi-log, and log model.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the number of get-on increases as population and ratio of residential use 

increase within 800m boundary of a subway station. Second, the number of get-off increases as number of 

employee and students, the ratio of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use increase. Third, the elasticity of 

manufacturing land use to the number of subway riders is more elastic than that of commercial land use. 

￭ Keywords : Subway-riders, Station Neighborhood Area, Land Use, GIS.



아침 첨두시간대 지하철 이용수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대구 지하철 역세권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17

Ⅰ. 서론

교통과 토지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통은 욕망의 발생 장소와 충

족 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연

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장소의 차이는 토

지이용의 차이로 유발된다. 즉, 통근통행은 주거지

와 직장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통

학통행은 주거지와 학교와의 공간적 격리를 극복하

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에 의한 문제는 

교통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

비, 오염,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간적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개발에 있어 고밀도 개발, 압축 개발, 토지이용

의 혼합 등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도보·자전거 통행 등 무동력 통행수

단의 촉진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버스, 지하철 등의 

사용을 높일수 있도록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이 권장되고 있다.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은 도시개발에 있어 대중교

통수단에 대해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 사용이 편

리하게 하기 위해 역 주변의 개발을 일정 규모 이상

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고밀화할 것을 권장한다

(Pallagst, 2007). 이러한 스마트 성장과 관련된 최근

의 논의들은 대중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관계의 중

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역세권 개발 등의 형태로 진

행되는 지하철 역 주변의 상업용지 개발은 도보통

행량이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도 지하철 이용자수와 토지이용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 지하철역의 승차자와 하차자의 수는 종일통행 

기준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첨두시

간의 승하차자를 구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오전 

첨두시간(AM-peak)에는 출근과 등교통행이 집중되

는 시간대로써 역 주변의 토지이용과 밀도, 산업활

동의 종류 등의 특성에 따라 유출 통행량(승차자수)

과 유입 통행량(하차자수)이 크게 달라진다. 즉 승차

자수는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거용 토지의 

규모 및 밀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며, 하차자수

는 직장과 학교를 목적지로 하므로 산업용 토지와 

교육용 토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편 오후 첨두

시간(PM-peak)에는 귀가통행이 주를 이루게 된다.  

지하철의 이용은 서비스 수준, 대체교통수단의 

가용성, 이용의 편이성 및 속도,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다(Cevero, 2008). 그리고 출발통행은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수와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 등이 중요하고, 도착통행은 해당 지역의 일

자리와 학생의 수 등을 반영하는 토지이용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교통과 토지이용간의 관

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 매우 의미있는 성과

를 거두었다. 사실 교통과 토지이용간의 관계를 연

구하는 과정에서 도시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발

달된 바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의 차이가 지하철 이

용자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

석된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지하철 이용자수는 승

차역과 하차역 주변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승차자수와 하차자수를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하철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버스환승제도의 도입, 지하철역 

주변의 주차장 설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검정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중시하

여 지하철 역세권의 토지이용, 버스환승제도, 환승

주차장 설치 여부 등이 지하철 승차자수와 하차자수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

결과는 지하철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도시개발 및 

교통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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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토지이용은 상호 깊은 관계가 있다. 토지

이용별 교통유발률이 다르고 교통 조건에 따라 토

지가 비도시적 용도에서 도시용으로 전환되는 등 

개발을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

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토지이용이 지

하철이라는 특정 수단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패턴과 

통행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전

명진, 1997; 성형곤 외,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수단

선택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예컨

대 성현곤 외(2006)는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이용 패

턴과 통행수단 분담과의 관계 규명에 집중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수요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재영 ․ 송태수(2004)는 신도시 역세권을 대상으로 

지하철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한 바 있으나 토지이

용과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임

병호 외(2011)는 대전광역시의 지하철 개통을 전후

하여 역세권의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건축

물 용도를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얼마나 영향을 받

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통량과 

토지 이용간 관계의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 이금숙 

외(2012)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승객 

흐름을 유형별로 군집화하고,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수요와 토지이용간

의 관계분석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의 혼합이용은 다양한 지하철 이용자를 유

인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지하철 부근 거

주자는 독신자 · 양육자녀가 없는 부부 등이며, 지하

철 인근 거주자는 다른 거주지의 거주자보다 지하

철 이용률이 2~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Cevero, 2008). 

한편 지하철역의 역세권 기능에 초점을 두고 역

세권의 설정과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분석한 연구

도 많다. Pallagst(2007)는 역세권의 규모에 초점을 

두면서 역세권 개발 혹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은 

개발 규모가 근린주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대

규모 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세권의 설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다양

하다. 배준구(1982)는 역간거리가 800~1,100m인 경

우 지하철역의 도보거리를 800m로 설정하였다. 또 

김대웅 외(2002)는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보역세권을 평균 

530m, 표준편차 300m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

특별시의 ｢서울 2000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에서는 1차 역세권을 반경 500m, 2차 역세권을 

500~1,000m로 설정하였다.1)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

획에서는 500m를 기준으로 역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볼티모어시는 역으로

부터 반경 600m, 로스엔젤레스시는 도심은 530m, 비

도심은 800m이며, 위싱턴D.C는 가장 넓은 반경인 

1,400m로 설정했다. 역세권 설정에 관한 국내외의 

경험을 종합하면 역세권의 반경은 대략 250~1,000m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개발, 특히 현대 도시개발

이 권장하는 압축개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도시개발의 형태가 고밀화

(densification), 내부 우선개발(infill development), 토지

이용의 혼합, 직주균형 등으로 나타나면 교통 및 건

강에 대한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RB, 

2005). 이에 따라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을 증

1) 연구에 따라 1차 역세권을 직접역세권, 2차 역세권을 간접역세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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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이 강조되기도 

한다(오영택 외, 2009; 문영일 ․ 노정현, 2011).

한편 일부 학자들은 저밀도 개발이 시장수요를 

반영한 개발 형태인데 이를 강제적으로 압축도시

로 만드는 것은 시장기능을 역행하는 효과없는 시

도가 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Gordon 

and Richardson, 1997). 또 압축도시가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극심한 혼잡과 오염을 초래하는 과도한 집

중(overconcentration)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도 한다(Yang et al., 2012).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하철 역 주변의 

토지이용, 연계 대중교통수단의 존재 여부 및 수, 

환승주차시설 여부 등이 지하철 이용에 어떤 작용

을 하는지를 기점(origin)과 종점(destination)을 구분

하여 분석한다.  

Ⅲ. 대구광역시 지하철 개요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은 1997년 11월에 남

서부 외곽의 진천역과 도심의 중앙로역 구간이 개

통되었다. 그후 1998년 8월에 중앙로역과 안심역 구

간이 개통되었고, 2002년 5월 진천역에서 대곡역간

의 연장 구간이 개통되어 마침내 1호선 전 구간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2월 발생한 중앙로

역 화재사고로 말미암아 2003년 11월까지 운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다. 한편 지하철 2호선은 달성

군의 문양역에서 수성구의 사월역 구간으로써 2005

년 10월에 개통되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에 맞추

어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실시되었고, 2006년 

2월부터 버스와 지하철간 무료 환승이 시작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호선의 개통과 무료 환승제도

의 도입은 기존의 지하철 1호선의 이용을 크게 증

가시켰다(김재익 외, 2011). 행정구역상 경산시에 속

하지만 대구의 생활권에 속하는 영남대역까지의 연

<그림 1> 대구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장선이 2012년 9월 개통되었다. 한편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노선은 계획 및 미개통 구간인 3호

선과 4호선이다. 대구철도 3호선은 경량전철이며 

2009년 11월 착공,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

다. 또 지하철 4호선은 순환노선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편 모노레일을 이용한 신교통시스템은 대구 북부

지역에서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을 거쳐 범어동으로 

통과하는 총 11.8km의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림 1>에서 짙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

선의 2009년 10월 오전 첨두시간대의 이용자 현황

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구광역시 지하철 이용자 현황*

단위: 개, m, 인

노선 역수 총연장
역간
거리

평균 승차자
수

평균 하차
자수

1호선 30 25,910 893 24,352 22,014

2호선 26 28,010 1,120 21,880 20,922 

합계 56 53,920 963 46,232 42,936

  주: *평일 아침 첨두시간대 총 승하차자 수로, 7~9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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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모형

1. 자료

지하철 승객수에 대한 자료는 정보기술의 발달

에 힘입어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지하철 승하차자수 자료는 각 역마다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교통카드, 승차권 등을 사용하면 자

동집계가 되는 방식으로 수집되므로 부정 승차자는 

제외되지만 정상적인 사용자에 관해서는 매우 정확

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대구광역시 지하

철사업본부가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단말기로부터 

집계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지하철 역별, 날짜별, 

시간대별 승객수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 사고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 중

점적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역별 평일의 첨두시간대 승하차자수이다. 일주일 

중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을 기준으로 오전 첨두

시간대인 7~9시 사이의 승하차자수를 지하철역 별

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토지이용 관련 자료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MIS)에 구축된 

공간자료이다. LMIS에는 필지 단위로 토지이용 및 규

제 내용, 공공시설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공간정

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을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이 

매년 전수조사하는 사업체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

였다. 사용 소프트웨어는, 공간정보 활용에는 ArcGIS 

9.1이, 통계분석에는 SAS 9.0이 활용되었다. 

 

2. 변수 및 추정모형

Cevero(2008)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하철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①지하철과의 근접성, 

②지하철 서비스 수준, ③주차의 용이성 및 비용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여기서 지하철 서비스 수준

이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접성과 주차, 그리

고 비용이 주된 고려사항이 된다. 본 연구는 이 변

수들 중 승용차 등 대체 교통수단과의 상대적 비교

를 하지 않는 연구의 특성상 비용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승용차와 비교할 때 지하철의 상대적 소요

시간이 토지이용 요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쟁수단의 소요시간을 구

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것은 수단선택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

만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통행량이 집중되는 첨두시간대의 지

하철 통행량(승차자와 하차자)과 토지이용 간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먼저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이용, 인구수, 고용

자수 등 관련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

하고자 하는 모형은 오전 첨두시간의 승차수요와 

하차수요가 다르므로 추정모형도 승차자 기준과 하

차자 기준으로 나누었다. 출발지 기준의 지하철 이

용수요와 도착지 기준의 지하철 이용수요는 선형모

형(Linear Model), 준로그모형(Semi-log Model), 로그모

형(Log-log Model) 등 세 가지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선형모형은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종속변

수의 한계값을 나타내고, 준로그모형은 각 독립변

수 한 단위의 증가가 각 계수값에 평균 승차자수를 

곱한 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계수값은 독립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대한 종속변

수의 증감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로그모형은 독립

변수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추정모형에 따라 한계값, 증감률, 

탄력성 등으로 표현되므로 모형을 분리하여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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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때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승하차자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노선더미변수

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승차기준의 지하철 이용자와 하차기준의 지하철 

이용자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변수를 내포한다. 

가. 승차기준의 통행수요

오전 첨두시간의 승차수요는 주로 통근과 통학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행수요는 주거지를 출발

점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하철역 주변에 주거용도

의 토지가 많을수록, 인구수가 많을수록 승차수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역으로의 접근

성을 높여주는 버스노선이 많고, 또 서비스가 빈번

할수록 지하철 이용자수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승

용차 이용자들도 지하철역 주변에 편리하고 저렴한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 후 지하철을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성하였다. 

  

➀ 주거용 토지이용(RES)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이용은 지하철 이용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토지의 혼합이용은 다

양한 목적의 지하철 이용자를 유인한다.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세권의 개

념을 적용하여 지하철 역 주변 반경 800m 내의 토

지이용을 고려하였다. 역세권의 설정과 토지이용 

현황은 ArcGIS의 버퍼링 분석기능을 이용하였다. 

승차자 기준의 분석에서는 주거용 토지의 비중을 

주된 토지이용 관련 변수로 사용하였다.   

 

② 인구 관련 변수(POP)

인구수는 오전 첨두시간의 승차자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인구수는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800m 이내를 기준으로 한 인구수를 합산하였다.2) 

실제 대구광역시의 지하철역들을 대상으로 버퍼를 

부여한 결과, 500m는 역간 공백이 생기고 1km는 도

보권을 벗어나거나 인근 지하철역과 더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행정동의 일부가 반경내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포함된 부분의 인구 상주 여

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인근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켰다. 한편 고

밀도개발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지하철 이용은 인구

밀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변수도 생성

하였다. 그러나 인구밀도 변수는 인구수에 비해 설

명력이 약하여 추정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③ 연계교통수단 변수(BUS)

지하철역 사용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는 지하

철 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수와 운행빈도이다. 

버스노선이 많다는 의미는 수요가 많고 그만큼 운

행빈도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어, 운행빈도는 자료

획득의 어려움도 감안하여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대구광역시에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있지만 마

을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다.

④ 환승주차장의 유무 및 규모(PARK)

환승주차장 가용 여부 및 비용 수준도 중요한 결

정요인이다. 즉, 승용차의 주차비용이 높으면 지하

철이용률이 높아진다. 지하철역내, 혹은 부근에 환

승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비용이 없거나 낮아지면 

그 지하철역에 대한 이용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한편 지하철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지하철역에 대한 근접성은 본 연구가 역으로부터 

2) 본 연구의 대상기간이 2009년 10월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인구수를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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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의 반경 내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

수에서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승차자 기준의 지하

철 이용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1)

여기서 오차항의 분산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Var(εi)=σ2 ∀ i 이다. 그리고 준로그모형식과 

로그모형식은 변수에 로그(log) 표시만 추가하면 되

므로 별도의 표기를 생략한다. 

나. 하차기준의 통행수요

지하철 하차역은 통행 목적지이거나 환승을 위

한 중간 기착지이다. 본 연구는 환승수요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차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① 고용 관련 변수(EMP)

첨두시간대의 통행목적이 주로 통근과 통학이기 

때문에 인구수보다 도착지의 고용자수가 중요한 변

수이다.  

② 학생수(STUDENT)

통학통행은 통근통행과 더불어 첨두시간대의 주

요 통행이다. 본 연구는 도착역의 반경에 속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2009년도 정원수를 학생수

로 간주하였다. 학생수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홈

페이지를 이용하였고, GIS 분석도구 중 NEAR 기법

을 사용하여 버퍼 800m내에 포함되는 학교의 정원

수를 합산하여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배분하였다.

③ 토지이용 변수: 상업용지 비율과 공업용지 비율 

토지이용도 주거용 토지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상업용지와 공업용지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다. 

통행유발률을 기준(1일 기준, 혹은 종업원 1인당 기

준, 단위 면적 기준 등)으로 하면 상업용지가 공업

용지보다 더 많은 통행을 유발시키지만, 본 연구는 

일정 시간대의 통근통행을 주로 고려하므로 큰 차

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2>는 지하철

역 주변의 토지이용이 크게 다름을 보여 준다. 즉 

도심에 있는 반월당역은 상업용지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교외지역의 안심역은 녹지의 비율이 높

다. 성서공단역은 공업용지의 비중이 높고 전형적

인 아파트지역인 상인역은 주거지역의 비중이 높다. 

<그림 2> 지하철 역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

④ 연계교통수단 변수(BUS)

승차자 추정시와 동일하게 연계교통수단, 즉 연

계버스의 수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하차자 기준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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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도 식 (1)과 마찬가지로 오차항의 분산은 일

정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Var(εj) = σ2  ∀ j 이다. 

하차자 추정식도 승차자 추정식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준로그모형과 로그모형의 표기를 생략한다. 

아래의 <표 2>는 지금까지 논의한 본 연구의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표 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승차
자수
(Von)

하차
자수
(Voff)

인구수
(POP)

고용
자수
(EMP)

버스
노선수
(BUS)

주거
용지
(RES)

공업
용지

(MAN)

상업
용지

(COM)

승차자수 1 0.135 0.492***  0.010  0.164 0.492*** -0.008 -0.113

하차자수 1 -0.123 0.785*** 0.505*** -0.161 0.247* 0.609***

인구수 1  0.071  0.036 0.538*** -0.045 -0.143

고용자수 1 0.475*** -0.067 0.063 0.775***

버스노선수 1  0.055 -0.087 0.281**

주거용지 1 -0.237* -0.240*

공업용지 1 -0.198

상업용지 1

  주: * α=0.10, ** α=0.05, *** α=0.01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감안하여 주요 변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승차자수와 하차자

수는 서로 상이한 관계이며, 설명변수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다. 승차자수는 인구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성이 있으나 고용자수와는 상관이 없다. 한

편 하차자수는 인구수와는 상관이 없으나 고용자수

와는 깊은 관계가 있다. 여기에 버스노선수, 상업용

지와 공업용지의 비율도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 이

러한 의미에서도 승차자와 하차자는 분리하여 분석

해야 한다. 한편 설명변수간의 관계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염려될 경우 매우 중요하

다. 승차자 결정요인중 인구수와 주거지비율간의 관

계(+0.538)는 높지만 다중공선성을 염려할 만큼 높지

는 않다. 또한 하차자수의 결정요인중 고용자수와 

상업용지의 비율간의 관계(+0.775)는 매우 높아 다중

공선성이 의심될 수 있다. 이는 모형의 추정시 구체

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환승주차장 변수는 

모든 변수(종속변수와 설명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다.

Ⅴ. 지하철 승하차수요와 토지이용

승차자 기준과 하차자 기준의 지하철 이용자 결

정요인을 선형모형, 준로그모형, 로그모형 등 세가

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 지하철 승차자수 결정요인

승차자 기준의 지하철 이용자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표 3>에 있다. 세 가지 모형 모두 설명계수

(R2)의 값이 0.34~0.42로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독립변수의 계수들 중 인구

수와 주거지 비율은 예상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부호의 방향도 제대로 나타났다. 즉 역 

주변에 상주인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거지 비율이 

높을수록 지하철 승차자수가 많아진다. 반면 버스노

선수 변수와 환승주차장 여부 변수 등은 부호는 맞

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연계버스수가 많다고 해서 지하철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주차 후 지하철 이

용이 가능하도록 환승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사

용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또한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통계적으로 의미있을 정도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한편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승차자수에 대한 영

향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면 평균승차자수가 42,936

명이므로 역 주변 인구가 1명 증가하면 승차자는 

0.17명이 증가하고, 주거지 비율이 1% 증가하면 601

명의 승차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비율에 대한 하차자수의 탄력성은 0.01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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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하철 승차자수 결정요인 

선형모형 준로그모형 로그모형

변수명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50.56  0.22 5.600*** 22.98   1.95  0.94

인구수   0.01**  2.32 0.000004 1.50   0.37*   1.85

주거지비율   7.73**  2.28 0.014*** 3.93  0.01***   3.30

버스노선수   12.99  1.08 0.013 1.01   0.03  0.27

환승주차장   57.21  0.40 -0.055 -0.36  -0.04 -0.29

R² 0.34 0.41 0.42

  주: * α=0.10, ** α=0.05, *** α=0.01

2. 지하철 하차자수 결정요인

하차자 기준의 지하철 이용자 결정요인을 추정

한 결과는 <표 4>에 수록되어 있다. 세 가지 모형 

모두 설명계수(R2)의 값이 0.62~0.73으로 승차자의 

경우보다 설명력이 매우 높이 나타났다. 독립변수

의 계수들 중 준로그모형의 상업용지 비율을 제외

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부호의 방향도 

예상대로 나타났다. 즉 역 주변의 근로자수(직장)와 

학생수(학교)가 많을수록, 그리고 상업 및 공업용지

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하철 하차자수가 많아진다. 

또 연계버스수가 많은 곳에 하차자수가 많은 것으

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승차자수의 추정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하차자수가 많은 곳에 연계버스 수가 

많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인

별 구체적 영향을 계산하여 보면 평균하차자수가 

<표 4> 지하철 하차자수 결정요인

변수명
선형모형 준로그모형 로그모형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124.73  -0.91 5.52*** 30.54 -0.5678 -0.39

고용자수 0.0251*** 3.06 0.00004*** 3.67 0.5344*** 3.18

학생수 0.0394** 2.40 0.0037* 1.69 0.1741** 2.23

상업용지 10.303** 2.14 0.018 0.29 0.0113* 1.88

공업용지 13.332* 1.75 0.01 0.98 0.0162** 2.11

버스노선수 25.685** 2.17 0.014 0.89 0.2197* 1.78

R² 0.73 0.62 0.67

  주: * α=0.10, ** α=0.05, *** α=0.01

46,232명이므로 역 주변 지역에서 고용자 1명이 증

가하면 하차자수는 1.85명이 증가한다. 계산상 상업

용지 비율이 1% 상승하면 832명의 하차자가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이

를 토지이용의 탄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업용지

가 상업용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차자수를 결정하는 요

인중 고용자수와 상업용 토지이용의 비율간의 다중

공선성이 염려되어 추정과정에서 이를 점검하였다. 

SAS의 proc reg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분석하는 

collin, variance inflation factor(VIF), tolerance value 

(TOL) 등 세 가지 옵션을 부여하여 추정하였다. 점

검결과 조건지표(condition index)가 8.74로 10 이하의 

값의 나타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었

다. 승차자수를 결정하는 인구수와 주거용지와의 

비율간에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지하철 사용자를 오전 첨

두 시간대의 승차자와 하차자로 구분하고, 지하철

역 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지하철 이용자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

지이용, 지하철역 입지, 버스노선 등의 공간 자료를 

입력하고, 또 인구수, 고용자수, 학생정원수 등의 속

성자료와 통합하여 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승차자는 역 주변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또 토지이용 중 주거지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버스

의 수와 환승주차장의 존재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하철 하차자수를 

결정하는 요인의 분석결과 역 주변의 고용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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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원수가 많을수록, 또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의 탄력성은 상업용지의 비율보다 공업용지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단순한 토지

이용과 지하철 이용 수준의 관계를 벗어나 역세권 

개발, 혹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등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

이용을 중심으로 한 특성에 따라 첨두시간대의 승

차수요와 하차수요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것이 지

하철역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지하

철 역이 역세권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주변 여건에 맞춰 선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고밀도 압축 개발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저밀도 개발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더 이상의 고밀도 개발이 자칫 중

국 베이징과 같은 과도한 집중을 초래할 우려는 없

는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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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상의 시설물은 교통사고의 감소와 사고의 심각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교통사고와의 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선정되고 변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로 설계와 시설물 설치가 선택효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선택효과는 고속도로상의 가로등 설

치에 대한 위치 선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효과를 배경으로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의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와 설치 위치 선택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워싱턴주

의 7개 고속도로 125마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또한 연구 분석을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음이항 모형을 기반으로 이 단계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도로 설계환경 및 설치물 변수들이 교통사고 증가와 감소에 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로등 설치 결합비율 변수의 경우 교통사고 수, 사고 정도, 연쇄 사고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워싱턴주 고속도로 상의 가로등 위치가 교통사고 수

와 사고 심각 정도에 관계없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설물 위치 선정을 위한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반 연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부 연구를 통하여 향후 고속도로 시설물 위치 선정을 위한 의사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가로등 위치 선택, 교통사고 분석, 선택 효과, 이변량 프로빗 모형, 음이항 모형  

Infrastructures on highway should be installed to decrease the number of crashes and their severities. The 

installing locations of the infrastructures need to b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relations with highway 

accidents. The design and instal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selection effects in the accident analysis. The 

effects appear to the selection for locations of the lighting installation on highway in this research. Against this 

background, I analyze the effects of lighting installations on crashes and the selection effects of locations. Data 

for 125 mile long, 7 interstates in Washington State is used in this research. The bivariate probit model and the 

negative binomial model a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most of highway design and infrastructure variables have reasonable effects on 

interstate accidents with high level of significance. However, joint lighting probability variables have positive 

signs on acci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lightings locations may be selected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 relations with accidents.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estimations for the effect of the accident 

analysis in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Research outcome will lay the foundation for decision makers to select 

infrastructure location on highway.

￭ Keywords : Lighting Location Selection, Accident Analysis, Selection Effect, Bivariate Probit Model, Negative 

Binom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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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속도로상의 시설물들은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심각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다. 예를 들어 고

속도로 상의 가로등의 설치는 도로 안전과 깊은 연

관이 있으며 간섭 효과로써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

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로 

설계와 도로 시설물의 설치 시에 교통사고가 고려

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영향력이 평가되어 반영

된 후 이에 따라 설계 또는 설치되지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는 이러한 도로 설계와 시설물 설치는 선

택효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상의 가

로등 설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속도로 시설물의 교통

사고에 대한 선택효과를 배경으로 고속도로 상의 

가로등 설치의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와 설치 위치 

선택효과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연구는 미국 워싱

턴주 고속도로 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으

며 가로등의 설치 위치는 상하행선 사이에 연관관

계가 존재하나 완전 연관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

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로등 설치는 고속도로상

의 가로등 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1

마일의 고정길이가 도로의 세그먼트로 정의되었으

며 가로등 설치는 1마일 길이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상에 가로등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로등 빛의 범위를 기준으로 가로등이 설치된 부

분과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1마일 세그먼트에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그먼트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한 정의와 

고속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환경이 교통사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

속도로 가로등 설치의 위치 선정이 교통안전을 기

반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한계점, 향후 연구

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교통사고 분석 연구

전통적으로 교통사고 수와 연관된 통계분석에는 

다변량 회귀분석이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 결

과로는 Shah(1968), Mulinazzi(1969)를 들 수 있다. 

Shah(1968)는 고속도로 포장, 커브, 갓길 너비, 기울

기 등의 도로 설계 요소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Mulinazzi(1969)

는 도시구간에서의 도로 설계 및 신호등, 표지판 등

의 도로 운영 시설물과 교통사고율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을 통하여 단순 회귀분

석은 교통사고 연관 분석에 적용되기에는 많은 문

제점을 내포한다는 것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아송과 음이항 모형을 통한 교통사고 분

석 연구가 진행되었다(Shankar et al., 1995; Poch and 

Mannering, 1996; Milton and Mannering, 1998). 이 연구

들에서는 교통사고 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과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아송 모형보다는 음이항 

모형을 통한 분석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박준태 등(2009)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

여 비 고령층과 고령층 운전자 사이의 사고영향요

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혜령 등(2011)은 수량화 이

론 제2류 기법을 사용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류하였다. 이

기영 등(2012)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일반, 교

량, 터널구간에서의 돌발 상황 지속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내 교통사고 심각도 분

석에 대한 연구로는 이주연 등(2008)과 연구와 문승

라·이영인(2011)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주연 등(2008

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도로 요인, 운전자 

요인, 환경 요인이 교통사고 심각 정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도로 요인과 환경 요인이 교통사고 

심각 정도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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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라·이영인(2011)은 계층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

형을 사용하여 사망자 발생과 완파차량 발생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

여 교차로 진출입부의 사고,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의 운전자 요인과 노면 상태, 시야 조건 등의 외부 

환경이 사고 심각 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

하였다. 

 

2. 가로등의 사고 영향력 평가 연구

일반적으로 가로등 사고 영향력은 가로등 설치 

전후 비교를 통하여 평가되어 왔다. Green et 

al.(2003)은 미국 켄터키 주내 12번 지방도로 구역에

서의 가로등의 교통사고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전

후 비교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로등 

설치 후에는 평균 교통사고의 수가 45% 감소하였다

는 것을 보여준다. Isebrands et al.(2004)은 미국 미네

소타 주 지방도로 교차로 구간에서의 전후 비교를 

선형 회귀분석 모형과 프아송 모형을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 결과 야간 사고에 대한 총 

사고 수는 가로등 설치 후 약 15%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아송 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가로등 설치가 약 54%의 사고 감소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로등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대하여 설치 전후를 비교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지만 국내에서는 가로등의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교통사고 추이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가로등

의 설치가 교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가로등 설치 위치에 대한 선

택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통안

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필요한 연

구라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표본특성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과 수집

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방법론은 통계학 또는 계량경제학에서 이산 

데이터와 가산 데이터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프

로빗과 프아송 회귀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한 이 단

계 연구모형이다.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로등 설치의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와 선택효과 분석을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

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인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고속도로

상의 상행선과 하행선에 존재하는 가로등 설치의 

결합 비율이며, 독립변수들로는 연평균 일교통량, 

수직 커브의 수, 고가도로의 수가 사용되었다. 이 

단계에서 종속변수의 경우 각 방향에 따른 가로등

의 존재와 비존재 비율의 값을 각각 곱한 경우가 된

다. 이로 인하여 설명변수들은 방향에 따라 다른 특

징을 나타내는 변수 대신 모든 방향에 공통으로 사

용되는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통량, 커브, 고가도로의 영

향력을 기반으로 한 1마일당 가로등 설치 확률 값

을 얻을 수 있다. 이 확률 값은 고속도로 방향에 따

른 총 교통사고, 사고 정도, 연쇄 사고에 대한 영향

력 평가를 위한 음이항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사

용된다. 

가. 이변량 프로빗 모형

프로빗 모형은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으로 로짓 모형과 함

께 대표적인 선택 모형으로 사용된다(Hensher et al., 

2005). 이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선택과 비선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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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값이 되며 설명변수는 이산, 가산 등의 값들이 

될 수 있다. 프로빗 모형의 경우 하나의 선택에 대

한 영향 요소들을 찾고 샘플을 기반으로 확률 값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기반 정

의를 따른다.

 ′               (1)

          if  

          otherwise

여기서 Y*는 선택에 대하여 관측되지 않은 변수

이고 Y는 실제 관측된 이분 값에 대한 변수를 의미

한다. 또한 ε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를 의미한

다. 만약, 두 가지 선택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프로빗 모형을 각 선택에 대하여 

실시하면 된다. 

 ′       ′     (2)

    if         if  

    otherwise          otherwise

본 논문의 경우 Y*를 상행선에서의 관측되지 않

은 가로등 설치 유무에 대한 변수로 Z*를 하행선에

서 관측되지 않은 가로등 설치 유무에 대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또한, Y=1, Z=1의 경우는 각 방향의 1

마일 내의 가로등 설치와 관련이 있고 두 값이 0인 

경우는 가로등 미설치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프로

빗 모형을 사용하여 방향에 따른 영향 요소들에 대

한 분석을 각각 실시한다는 것은 두 선택이 상호 독

립적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다르게 만

약 두 선택이 상호 종속적이라면 이변량 프로빗 모

형을 사용하여 영향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 

두 선택의 독립성은 두 오차항의 공분산 검증을 

통하여 판별이 가능하다. 만약 두 오차항의 공분산

이 0일 경우는 두 선택이 완벽히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두 오차항의 공분산이 1이거나 –1일 경우 

두 선택은 완전히 종속적인 것으로 판별한다. 여기

서 두 선택의 오차항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ρ는 상관관계 파라미터가 된다.

             (3)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프로빗 모형에서의 선

택에 대한 확률 값은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Pr     Pr 
 Pr   ′  ′

    (4)

하지만 이 정의에 따라 두 선택이 독립적인 경우

는 확률 값은 오차항들의 각 정규 분포에 따라 Y와 

Z에게 동일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종속적일 경우 

두 오차항들은 식 (5)와 같이 이변량 결합분포

(Bivariate Joint Distribution)를 따라 정의될 수 있다. 

 





 







  


 (5)

나. 음이항 회귀모형

종속변수가 가산 데이터일 경우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평가를 위하여 프아송 모형이 주로 사용된

다. 프아송 모형은 회귀모형에 기반을 두지만 종속

변수의 데이터가 프아송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회귀모형과는 다르게 

프아송 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식 (6)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며 확률 값은 식 (7)과 같이 

프아송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얻을 수 있다.

    
′                   (6)



교통연구 제20권 제1호

32   2013. 3.

Pr    

 



               (7)

하지만 프아송 모형의 경우 데이터의 분산이 평

균값과 같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분산

이 평균값보다 큰 과분산 데이터의 분석에는 적합

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오차항이 감마 분산(Gamma 

Distribution)을 갖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음이항 

모형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감마 분산을 

기반으로 식 (8)과 같이 음이항 모형의 확률값 을 

구할 수 있다.

Pr  


∞




  







   



 

       (8)

여기서   
,     ,     

이며 는 감마 함수를 의미한다. 특히 α는 분

산 파라미터로 이를 기반으로 음이항 모형은 

   라는 분산 가정

을 따른다. 만약 이 분산 파라미터가 유의하게 0과 

다르다면 종속변수의 데이터는 과분산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는 과분산을 갖기 

때문에 가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사고 분석

에서는 음이항 모형이 사용된다. 이 때 음이항 모형

과 프아송 모형의 선택은 이 분산 파라미터의 유의

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2. 데이터 수집과 기술 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미국 워싱턴 주의 고속도로 사고, 

교통량, 시설물, 도로 환경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각 변수들은 세그먼트 기반 교통사고 분석에 대

한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을 

정리하여 선정하였다. 워싱턴 주에는 State Route 5, 

82, 90, 182, 205, 405, 705의 7개가 고속도로가 총 125

마일의 거리에 거쳐 존재한다. 

연구에 사용된 7개의 고속도로 데이터들은 워싱

턴 교통국(Washingt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의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Highway Log와 고속도로

를 운전자 시점을 통하여 보여주는 SRWeb을 통하

여 획득되었다(Bauer, 2007; WSDOT, 2005). 연평균 

교통량과 커브 수, 갓길 너비, 차선 수는 워싱턴 주 

교통국의 Highway Log를 통해서 수집되었고, 고가 

도로, 교차로, 가로등 데이터는 SRWeb을 통하여 직

접 수집하였다. 워싱턴주의 경우 가로등 밝기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만, 가로등 

설치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로등 설치 위치 가

이드라인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워싱턴 교통국에서 제공한 2007

년의 총 사고수와 함께 아홉 단계의 사고 정도 데이

터가 사용되었다. 아홉 단계의 사고 정도 데이터는 

차량 또는 시설물만 파손된 PDO, 부상자 포함 사

고, 사망자 포함 사고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손된 차량 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보다는 사고

의 정도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사고 정도의 수는 해당 사고에서 가장 심각한 사

고 정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피해 

차량 수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관된 차량 수

에 따라 1 또는 2차량 연관, 3차량 이상 연관으로 분

류하였다. 전자의 경우 한 차량이 도로 시설물과 부

딪혔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경우로 단순 사고로 

정의내릴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여러 차량들이 연

관된 연쇄 사고로 정의내릴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1마일 간격으로 모아 분석에 사

용되었다. Oh(2006)는 교통 관련 데이터를 특정 세

그먼트를 기준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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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화 방법인 합계 방법, 

비율 방법, 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여 교통 데이터를 

1마일 세그먼트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통 데이터는 고정간격, 특정 시설물 세그먼트 간

격, 설명변수들의 동질성을 기준 간격으로 수집될 

수 있다(Oh, 2010).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도로 세그

먼트 기반 교통사고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간격 군집화 방법을 기준으로 수집하였고, 고

정간격은 가로등 영향 범위인 1마일을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초 통계

량을 보여준다. 1마일에 평균적으로 17.039건의 사

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의 심각 정도 면에서 PDO 사

구분 Mean Std.Dev. Min Max

총 사고 17.039 28.796 0 231 

PDO 연류 사고 11.599 19.825 0 159 

부상자 연류 사고 5.388 9.294 0 72 

사망자 연류 사고 0.052 0.228 0 2

1-2차량 피해 14.224 22.050 0 174 

3차량이상 피해 2.815 7.138 0 68

연평균 교통량 115951 111802 9178.34 536982 

수직 커브 수 2.443 1.430 0 9 

수평 커브 수 1.415 1.060 0 5 

고가 도로 수 0.546 0.942 0 7 

상행선

가로등 부재 0.927 0.201 0 1 

가로등 존재 0.073 0.201 0 1 

분기점 수 0.659 0.640 0 3 

차선 수 2.426 0.644 1.370 4 

안쪽 갓길 너비 4.424 1.776 2 10 

바깥쪽 갓길 너비 9.779 1.210 2 19 

하행선

가로등 부재 0.781 0.378 0 1 

가로등 존재 0.219 0.378 0 1 

분기점 수 0.672 0.661 0 3 

차선 수 2.421 0.635 1.789 4 

안쪽 갓길 너비 4.393  1.855 2 14 

바깥쪽 갓길 너비 9.720 1.039 2 14 

<표 1> 표본의 특성

 

고는 1마일 평균 11.599건, 부상자 연류 사고는 평균 

5.388건, 사망자 연류 사고는 평균 0.052건으로 나타

났다. 사고 피해 차량 수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를 살펴보면 두 차량 이하의 피해 차량이 발생한 

경우(평균 14.224/mile)가 세 차량 이상의 피해 차량

이 발생한 경우(평균 2.815/mile)에 비하여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사건 건수도 두 차량 

이하 피해 차량 발생(174)이 세 차량 이상 피해차량 

발생(68)에 비하여 약 2.5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량, 커브 수, 고가 도로 수는 

방향에 관계없이 하나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이외 

가로등, 분기점, 차선, 갓길 너비 데이터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커브와 고가 

도로의 경우 양방향에 관계없이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워싱턴 주 고속도로의 연평균 교통량은 총 

89,050,013대로 하루당 약 243,973대가 고속도를 이

용한 것으로 보이며, 1마일 평균 115,951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커브는 평균 1마일에 2.443개

가 존재하며 수평 커브는 1.415개, 고가 도로는 0.546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점의 경우는 

상행선이 1마일에 0.659개 하행선이 1마일에 0.672

개, 차선 수의 경우 상행선이 2.426개 하행선이 2.421

개로 방향에 따라 비슷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로등과 갓길의 경우 1마일에 따른 개수 대

<그림 1> WSDOT의 갓길 너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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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행선 하행선

로그 
연평균 
교통량

수직 
커브 수

수평 
커브 수

분기점 
수

차선  
수

안쪽 
갓길
너비

바깥쪽 
갓길
너비

로그 
연평균 
교통량

수직 
커브 수

수평 
커브 수

분기점 
수

차선 
수

안쪽 
갓길
너비

바깥쪽 
갓길
너비

수직 커브 수 0.250 0.250 

수평 커브 수 0.249 0.192 0.249 0.192 

분기점 수 0.416 0.202 0.113 0.416 0.202 0.113 

차선 수 0.505 0.047 0.220 0.320 0.511 0.050 0.222 0.334 

안쪽 갓길너비 0.169 0.001 0.058 -0.006 0.403 0.208 0.004 0.010 0.039 0.384 

바깥쪽 갓길너비 -0.166 -0.140 -0.149 -0.085 -0.041 0.232 -0.203 -0.122 -0.204 -0.103 -0.138 0.198 

가로등 설치 
결합비율

0.492 0.156 0.363 0.320 0.398 -0.020 -0.283 0.502 0.156 0.363 0.320 0.409 -0.003 -0.292 

<표 2> 설명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신 1마일에 존재하는 비율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특히 가로등 존재의 경우 가로등의 개수보다 가로

등이 반영되는 비율이 교통사고 분석에 있어 중요

하기 때문에 가로등의 반영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상행선의 경우 가로등은 평균적으로 1

마일에 약 7.3%가 존재하며 하행선의 경우 약 21.9%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행선에 약 3배의 가

로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교통국은 갓길 너비를 <그림 1>과 같이 

상행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의하고 

있다(Bauer, 2007). 따라서 상행선의 바깥 갓길은 오

른쪽 갓길로 안쪽 갓길은 왼쪽 갓길로 정의되지만 

하행선은 반대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워싱턴 교통국의 갓길 정

의 대신에 방향에 따라 바깥쪽 갓길과 안쪽 갓길

로 정의한다. 갓길 너비의 경우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안쪽 갓길은 평균 4.4인치이며, 바깥쪽 갓길

은 평균 9.7인치로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대 갓

길의 경우 상행선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10인치와 

19인치로 다른 반면 하행선은 모두 14인치로 같게 

나타났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 사이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상하행선 모두 

차선 수와 교통량, 가로등 결합 비율과 교통량 변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위의 변수들의 상관관계도 높지 않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Ⅳ. 분석 결과

1. 고속도로 방향에 따른 가로등 위치 선택 
모형 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는 <표 3>과 같이 상행선과 하

행선에 존재하는 가로등 설치의 결합 확률을 구하

기 위하여 가로등 설치 시 고려가 가능한 변수들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방향에 따른 가로등 설

치 선택의 독립성 여부를 나타내는 ρ값이 양의 부

호로 유의하게 0과 다르므로, 둘 사이에는 양의 종

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형의 로그 

우도 값 또한 상수항만 존재할 때의 로그 우도 값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시설물 위치 선정에 대한 영향력 분석 - 가로등 위치 선택확률 평가를 중심으로

 35

상행선

구분 Coff. Std.Err t-test

상수 -9.421 1.505 -6.262 

Log of 연평균 교통량 0.632 0.125 5.043*** 

고가 도로 수 0.333 0.062 5.366*** 

수직 커브 수 0.304 0.053 5.684*** 

수평 커브 수 -0.054 0.039 -1.394* 

하행선

구분 Coff. Std.Err t-test

상수 -0.319 0.684 -0.467 

Log of 연평균 교통량 -0.071 0.063 -1.127 

고가 도로 수 0.304 0.053 5.684*** 

수직 커브 수 -0.054 0.039 -1.394 

수평 커브 수 0.191 0.056 3.428*** 

ρ 0.543 0.091 5.975***

Restricted 우도 값 -576.407

우도 값 -500.090

<표 3> 이변량 프로빗 모형 결과

  주 : *p < 0.10, **p < 0.05, ***p < 0.01

상행선의 경우 교통량, 고가도로의 수, 수직 커브

의 수가 증가하면 가로등 설치에 대한 선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수평 커브의 경우

에는 오히려 선택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하행선의 경우는 고가도로와 수평 커브의 수만 

가로등 설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사고확률도 높

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

고감소와 사고처리를 위하여 가로등을 더 많이 설

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커브 구

간에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야 확보 증가를 위하여 가

로등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를 보면 교통량과 커브의 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

른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가로등 위치가 교통안

전을 증가시키는 면에서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

택된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변수들을 고려하여 선

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요인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가로등의 

설치 위치 선택과 교통사고 감소와의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가로등 설치 선

택 값 대신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방향에 따른 

가로등 설치 위치 선택에 대한 결합 확률 값을 독립

변수로 포함하는 가산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하

행선의 경우 연평균 교통량과 수직 커브 수는 가로

등 위치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

변량 프로빗 모형 특성상 이 변수들을 포함한 결합 

확률 예측 값을 다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가로등 위치 선택의 결합 비율 기반 고속 
도로 교통사고 영향력 분석 결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커브, 교차로, 차선, 교통량 

등 고속도로 상의 운행 환경이 교통사고 수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

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환경의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를 위하여 총 사고 수, 심각 정도에 대

한 분석과 함께 사고 정도에 따른 분석, 사고에 연

관된 차량 수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사고 정도에 따른 사고 영향력 분석

총 사고 수와 사고 심각 정도에 따른 고속도로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음

이항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나타난다. 우선 모든 분석에서 과분산 파라미터 α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0과 다르므로 각 종속

변수에는 과분산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프아송 모

형대신 음이항 모형이 적절히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수항만 존재할 때의 우도 값에 비하여 

환경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의 우도 값이 감소하였

고 우도비 χ2 또한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하

므로 모형 또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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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고수 PDO 연관사고 수 부상자 연관사고 수

상
행
선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상수 -9.845 0.442 -22.265 -10.307 0.481 -21.421 -11.410 0.569 -20.069 

Log of 연평균 교통량 1.086 0.040 27.470*** 1.087 0.043 25.276*** 1.142 0.051 22.490*** 

수직 커브 수 0.003 0.017 0.170 0.012 0.018 0.666 -0.011 0.021 -0.536 

수평 커브 수 0.097 0.023 4.209*** 0.088 0.025 3.527*** 0.102 0.029 3.527*** 

교차로 수 0.098 0.038 2.589*** 0.115 0.041 2.834*** 0.054 0.047 1.141 

차선 수 0.078 0.049 1.602* 0.066 0.052 1.261 0.063 0.058 1.088 

안쪽 갓길 너비 -0.023 0.013 -1.817* -0.020 0.013 -1.539 -0.027 0.015 -1.823* 

바깥쪽 갓길 너비 -0.065 0.019 -3.394*** -0.058 0.020 -2.850*** -0.078 0.022 -3.587***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1.298 0.270 4.802*** 1.346 0.277 4.857*** 1.159 0.300 3.858*** 

α 0.248 0.019 13.197*** 0.256 0.022 11.837*** 0.253 0.028 8.955*** 

χ2 2089.821*** 1336.326*** 436.9295***

Restricted Log 우도 -3322.821 -2711.465 -1815.236

Log 우도  -2277.910  -2043.302  -1583.739

하
행
선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상수 -9.681 0.447 -21.675 -10.167 0.484 -21.017 -11.248 0.573 -19.646 

Log of 연평균 교통량 1.083 0.040 27.198*** 1.078 0.043 24.967*** 1.143 0.051 22.336*** 

수직 커브 수 0.001 0.017 0.077 0.011 0.018 0.635 -0.013 0.021 -0.626 

수평 커브 수 0.086 0.023 3.723*** 0.078 0.025 3.119*** 0.089 0.029 3.081*** 

교차로 수 0.140 0.038 3.712*** 0.161 0.040 3.986*** 0.101 0.047 2.137** 

차선 수 0.079 0.048 1.666* 0.079 0.051 1.557 0.053 0.056 0.952 

안쪽 갓길 너비 -0.034 0.011 -3.011*** -0.033 0.012 -2.750*** -0.033 0.013 -2.584*** 

바깥쪽 갓길 너비 -0.074 0.021 -3.469*** -0.062 0.023 -2.722*** -0.091 0.023 -3.894***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1.217 0.262 4.644*** 1.252 0.269 4.658*** 1.109 0.292 3.796*** 

α 0.239 0.018 13.072*** 0.247 0.021 11.732*** 0.243 0.028 8.828*** 

χ2 1988.494*** 1272.394*** 436.927***

Restricted Log 우도 -3262.678 -2671.063 -1796.088

Log 우도 -2268.431 -2034.866 -1577.624

<표 4> 사고 정도에 따른 음이항 모형 결과

  주 : *p < 0.10, **p < 0.05, ***p < 0.01

총 사고 수에 대한 모형의 경우, 수직 커브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교통사고 수에 90% 또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PDO 연관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량, 수평 커

브 수, 교차로 수, 바깥쪽 갓길 너비,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변수가 교통사고 수에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행방향

의 경우에는 안쪽 갓길 너비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부상자 연관 사고의 경우 상행선은 교통량, 

수평 커브 수, 바깥쪽 갓길 너비,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99% 신뢰수준)과 안쪽 갓길 너비(90% 신뢰수

준)가 교통사고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행선의 경우에는 안쪽 갓길 너비의 

부상자 연관사고 영향력에 대한 신뢰도가 99%로 증

가하였다. 교차로 수의 경우, 상행선에서는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하행선에서는 유의미한 영향(95% 신

뢰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PDO 연관 사고보다는 부상자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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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서의 설명변수 계수(Coefficient) 값들이 양방향

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하행선의 

교통량 계수 값이 1.083에서 1.143으로 증가함). 이는 

고속도로 상의 교통량과 각 시설물들이 사고의 심각

한 정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행선의 경우는 가로등 결합 비율이 PDO 연관

사고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등 설치가 고속도로의 사고 심각 정도도 

다소 완화해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변수들

의 교통사고에 대한 영향성은 총 사고수, PDO 연

관, 부상자 연관 사고에 대하여 거의 같게 나타났다. 

부상자 연관 사고의 경우 수직 커브의 수가 교통사

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는 유의미하지 않다.

교통량, 수평 커브 수, 교차로 수, 차선 수들이 교

통사고 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밀집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확률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교차로 수와 차선 수의 증가는 차선 변경, 또는 차

량의 새로운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확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수평 커브 구간이 운전

자의 시야 확보나 안전운전 면에서 교통사고 수 증

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갓길 너

비의 증가는 교통사고 확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갓길로 인하여 차량과 

도로 주변의 시설물과의 거리가 넓어지고 이는 주

변 시설물과의 사고 확률과 이로 인한 연쇄 충돌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해 차량 수에 따른 사고 영향력 분석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시설물 설치 선택이 단순 

사고와 연쇄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난다. 교통량, 교차로 수, 차선 수, 바

깥쪽 갓길 너비,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변수의 경우 

세 차량 이상 피해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두 차량 이하 피해 사고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안쪽 갓길 너비의 경우 두 차량 이

하 피해 사고 경우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세 차량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

을 갖지 않는다. 이는 고속도로의 안쪽 갓길 너비를 

좀 더 넉넉하게 설계하는 것이 연쇄 사고 확률보다

는 두 차량 이하의 피해에 해당하는 단순 사고 확률

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직 커브 수의 경우 세 차량 이상 피해 사고에

는 양방향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상행선은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하

행선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 이는 수직 커브

의 내리막 경사에서는 급제동으로 인하여 안전거리 

및 반응속도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인 차량 

충돌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방향에 따른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의 증가가 교

통사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

이 +1.100에서 +1.290). 이는 일반적으로 가로등 설

치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고속도

로의 교통사고 수 또는 사고의 심각 정도를 기반으

로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로등 설치 위

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선택 편향으로 인한 결과

로 볼 수도 있다. 반대로 가로등 설치는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거나 차선을 빈번히 이동하는 등의 위험

한 운전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다. 

교차로가 존재하는 구간 또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운전 방해가 적은 도로 구간에 비하여 운전자

의 시야 거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

차로의 수 또한 운전자의 시야 거리 확보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 위치 선택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인 이변량 프로빗 모형 

분석 단계에서 이 변수는 설명변수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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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량 이하 피해 세 차량 이상 피해

상
행
선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상수 -9.013 0.429 -20.995 -27.152 1.311 -20.712 

Log of 연평균 교통량 1.000 0.039 25.945*** 2.405 0.114 21.136*** 

수직 커브 수 -0.003 0.016 -0.160 0.095 0.037 2.583*** 

수평 커브 수 0.097 0.022 4.337*** 0.039 0.051 0.772 

교차로 수 0.098 0.037 2.672*** 0.129 0.077 1.670* 

차선 수 0.085 0.048 1.795* -0.233 0.095 -2.460** 

안쪽 갓길 너비 -0.021 0.012 -1.716* -0.017 0.022 -0.777 

바깥쪽 갓길 너비 -0.059 0.018 -3.226*** -0.081 0.035 -2.318**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1.203 0.257 4.678*** 1.248 0.425 2.935*** 

α 0.220 0.018 12.388*** 0.503 0.070 7.229*** 

χ2 1411.935*** 519.011***

Restricted Log 우도 -2910.989 -1161.382

Log 우도  -2205.022  -901.876

하
행
선

Coff. Std.Err t-test Coff. Std.Err t-test

상수 -8.781 0.431 -20.377 -27.571 1.313 -21.002 

Log of 연평균 교통량 0.990 0.039 25.634*** 2.429 0.114 21.310***

수직 커브 수 -0.003 0.016 -0.167 0.088 0.037 2.383** 

수평 커브 수 0.085 0.022 3.806*** 0.042 0.051 0.821 

교차로 수 0.137 0.036 3.761*** 0.165 0.079 2.084** 

차선 수 0.101 0.046 2.214** -0.272 0.092 -2.942*** 

안쪽 갓길 너비 -0.034 0.011 -3.142*** -0.022 0.019 -1.114 

바깥쪽 갓길 너비 -0.071 0.020 -3.481*** -0.059 0.036 -1.646* 

가로등 설치 결합 비율 1.100 0.249 4.424*** 1.290 0.423 3.054*** 

α 0.210 0.017 12.218*** 0.496 0.068 7.259*** 

χ2 1319.513*** 514.588***

Restricted Log 우도 -2853.819 -1157.152

Log 우도 -2194.063 -899.858

<표 5> 피해 차량 수에 따른 음이향 모형 결과

  주 : *p < 0.10, **p < 0.05, ***p < 0.01 

이는 교차로 수를 모형에 추가할 경우 모형의 적합

도를 감소시키고 다른 설명변수의 영향력 또한 감

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가로등의 설치 위치가 

교차로 수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선택되었음을 보

여 주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수직 커브 수는 시야 거리 결정 및 가로등 설치 

결정과 연관이 있지만 이는 세 차량 이상 피해 사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

타났다. 계수 값 또한 세 차량 이상 피해의 경우에

는 +0.88과 +0.95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두 차량 

이하 피해의 경우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직 커브가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반응 속도에도 큰 영향을 주며 연쇄 사고 확률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내리막에서의 시야 확보는 운전자의 반응 속도

에 큰 영향을 주고 이는 연쇄 사고의 확률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세 차량 이상 피해 모형 결과에서 보듯

이 가로등 설치 선택은 연쇄 사고의 확률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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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속도로 오르막길

의 경우 직선 도로에 비하여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속도 및 차선 변경 횟수

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내리막에서의 운전자 반응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고속도로의 가로등 설치 위치가 수직 커브 

수의 증가에 따른 시야 확보 및 연쇄 사고 확률 감

소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1. 결론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시설물은 운전자에게 편리

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에 비하여 차량의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시설물들은 교통사고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

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상의 시설물 설치 위치

가 교통사고에 대한 영향력을 반영하여 선택되었는

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워싱턴 주 고

속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고속도로 상의 시설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위치 선택에 대한 교통사고의 

반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과 음이항 

모형을 통한 두 단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가로등 설치 결합비율의 확률 값을 

계산하였고 이 확률 값을 두 번째 단계의 설명변수

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미국 워싱턴주는 아직까지 

가로등 위치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가이드라인 설

정의 기초 연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교통량과 가로등 설치 비율의 증가가 

총 사고 수, 사고 정도, 사고 피해 차량 수에 따른 

교통사고 확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차로 수 증가와 차

선 수의 증가는 교통사고 확률 증가에 유의미한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쪽 갓길 너

비의 증가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교통사고 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쪽 갓길 너비의 경우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사고 

확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차량 이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수직 

커브 수의 증가가 교통사고 확률 증가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로등 

설치 결합비율은 교통사고 확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

려되지 않은 여러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

로등 설치가 오히려 교통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관점에

서 살펴본다면 가로등 설치가 교통사고와의 영향

력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고속도로의 시설물은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위치 선택은 교통사

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선택되어야 한다. 본 연

구는 도로 시설물 설치 위치 선정 시 교통사고와의 

연관성 평가에 기반한 접근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위치 

선정을 위한 교통사고 영향력 평가에 대한 기본 프

레임워크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도로 시설물 중 가

로등 설치를 예로 들었다. 연구결과는 가로등 설치 

위치의 효용성 검토와 에너지 절약 측면의 의사 결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의 기반 연구

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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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고속도로 상의 시설물 중 가로등 설치 

위치의 선택 편향에 대한 결과를 예를 들어 보여준

다. 가로등의 경우 야간이나 시정이 좋지 않는 시간

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 샘플을 중심으로 영

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간대 데

이터의 경우, 표본 부족 및 종속변수 값에 너무 많

은 0값이 존재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는 모델링 시

의 최적화 및 모형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의 사고 데이터 대신 전체 사고 데이터

를 사용하였다. 향후, 더 많은 샘플을 확보하고 특

정 시간대의 샘플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더

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Zuur 

et al.(2009)과 Shankar et al.(1997)에서 활용된 Zero 

Inflated 또는 Zero Truncated 모형을 통한 분석 방법

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전 구간의 선택 편향에 대한 

연구로써 특정 구간에서의 영향력 평가 결과는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사고율이 높은 곳에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상에 표현하는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구간에서의 가로등 설치 전

의 이력 데이터를 확보하여 가로등 설치 전후의 영

향력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변수의 영향력 분석을 위하

여 관측된 가로등 설치 비율 대신에 이변량 프로빗 

분석을 통하여 예측된 확률 값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두 분석 단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질성을 고

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을 위하여 헤크먼(Heckman, 1979; Heckman, 

1990)의 선택 편향 수정방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워싱턴 주의 고속도

로 환경을 기반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고

속도로 설치물 선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본 연

구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의 환경에 적용

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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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보행행태에 관한 기초연구로 향후 보행시뮬레이션 개발과 대피 시 전략적인 사용을 위한 선

행연구이다. 보행행태를 인간의 지적보행(지적행동에 주로 기인된 보행)과 본능적 보행(본능적행동에 주로 

기인된 보행)으로 나누어 평상시의 보행행태와 피난행태를 구분하였다. 평상시에 발생하는 지적보행은 수

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구사보행(습관적보행)과 순지적보행(최단거리와 최대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보

행)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으며, 실제 패닉상태의 탈출행동에서는 본능적 보행은 빠른 직선보행(추종보행), 

보행불능(움직이지 못함), 망설임보행(움직이고 있지만 탈출하지 못함)이 관측되었다.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보행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보행은 궤적자료(Trajectory Data)를 이용하였고, 긴급 상황에서의 보

행행태는 인간의 피난행동과 동물의 본능적 생존 행동간에 유사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관찰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보행시뮬레이션의 이동, 회피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보행자의 이동행태를 정의할 

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피난행태를 설명하는 대피시뮬레이션의 개발에도 

피난통행 발생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보행행태, 자동구사보행, 순지적보행, 빠른 직선보행, 보행불능, 보행망설임 

This study basically aims to investigate the pedestrian behavior to apply it to the pedestrian simulation models, 

which highlight evacuees behavior patterns during a catastrophe. For this purpose of the study, observed human 

walking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Intellectual Walking based on acknowledged facts; and Instinctual 

Walking based on intuition or perception. Intellectual Walking is observed during normal condition. It was 

characterized as either of (1) Automatic Walking based on habits; or (2) Intelligent Walking based on efficiency. 

Instinctual Walking is observed during emergency condition when people are in panic. It is characterized as (1) 

Fast and Straight Walking based on adrenaline response; (2) Frozen Walking based on immobility impeded by 

certain restrictions; or (3) Tizzy Walking based on fear and reluctance. Patterns of human walking behavior under 

normal condition is revealed by collecting trajectory data from video clips. It also assumed that, at least, there 

are similarities in escaping behavior of human and animal, alike, in disaster situations.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will serve as a useful tool in planning evacuation strategies that accommodate susceptible panic 

behavior in time of emergency.

￭ Keywords : Walking Behavior, Automatical Walking, Intellectual Walking, Fast & Straight Walking, Frozen Walking, 

Tizzy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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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과 해일은 약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앞서 발생한 고배지진과는 피해 양상이 크게 

달랐는데, 고배지진 당시, 건물의 붕괴와 화재에 의

해서 90%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고

에서는 92.4%가 해일에 의한 익사로 부검결과 밝혀

졌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마트라, 아이티 등의 

자연 재해를 살펴보면, 그 규모와 영향은 과학의 발

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진과 해일(Wegscheider 외, 2011; 

Charnkol and Tanaboriboon, 2006; Limanond 외, 2011)에 

관한 연구와 피난·탈출 시간(Lammel 외, 2010; 

Proulx, 1995; Radwan 외, 1985; Berg 외, 2008; Parisi 

and Dorso, 2005)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Helbing 외(2000),  Sugimoto 외(2003) 등의 연구

에서는 평소에 걷는 보행과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발생되는 피난(Evacuation) 또는 탈출

(Escaping)의 행동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난상황에 대한 실

질적인 보행자의 행태는 쉽게 실험할 수 없으며, 자

료도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행태를 일상생활에서 

관측되는 보행행태와 생존을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

에서의 보행을 분리하여, 통행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행의 본능적 행동과 지적행동을 구분하

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황과 갑작스

러운 자극에 의해 패닉(Panic)에 빠지게 되는 경우의 

보행행태의 차이점을 찾았다. 이는 향후 보행 시뮬

레이션 개발과 대피 시 전략적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행태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보행을 분

석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보행은 궤적자료(Trajectory 

Data)를 이용하였고, 긴급 상황에서의 보행행태는 

동물의 본능적 생존행동과 유사성이 있음을 가정하

여 관찰을 통하여 그 유사점을 찾았다.

Ⅱ. 행동과 지적 능력

1. 본능과 지적 능력의 구분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보행행위

를 지적인 보행행태와 본능적 보행행태로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행위가 완벽히 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호, 습관, 또는 임

의로 많은 일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

로 본능과 지능 중 어느 하나만으로 보행행태가 이

루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분은 

Freud(1885)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모든 판단과 행동

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 완벽하게 한 

쪽으로 치우친 판단이 아니지만, ‘본능(Instinct)’과 

‘지능(Intelligence)’을 ‘본능적인(Instinctual)’ 것과 ‘학습

되어지는(Learning)’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설은 생태학에서 물고기의 집단움직임(Fish 

(a) 물고기 집단움직임
(Fish Schooling)

(b) 펭귄효과
(Penguin Effect)

(c) 유사비행
(Ballooning)

(d) 움직이지 못함 
(Freezing)

<그림 1> 동물들의 행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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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ing: Shaw, 1978, <그림 1(a)> 참조)을 본능적 

움직임으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 행동으

로 지능을 이용한 행동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한 근거가 되었다. 

Shaw(1978)는 이러한 집단움직임을 지적인 행동으

로 판단하고, 군집이동을 하면서 먹이가 될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바 희석효과(Dilution Effect: John 외, 

2001)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었다(<그림 1(a)> 참조). 

하지만 지적인 행동이 아닌 물고기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투쟁으로, 안쪽으로 서로 안전한 위치를 점

하기 위한 싸움(Selfish Fish: Landa, 1998)의 결과로 해

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지적행동인 듯 보

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본능적 움직임의 우연한 긍정

적 결과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Itou, 2002). 이와 같

은 맥락의 연구로 펭귄효과(the Penguin Effect: Farrell 

and Saloner, 1985; 1986; 1988, <그림 1(b)> 참조)는 집

단행동의 본능적 발생을 설명하고, 동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소비자 선호변화와 같

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곤충을 대상으로 한 관찰연구에서도 ‘지적행동’

을 ‘학습행동’으로 정의한 연구가 있다. 거미(Spider)

의 유사비행(Ballooning: Roos, J., 2003; <그림 1(c)> 

참조)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날개가 없는 거미가 인

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자신의 거미줄을 여러 가

닥 묶어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행을 했다

는 것이다. 특히, 비행이라는 특수한 기술을 도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 거미에게 있지만, 이는 

지적인 능력이 아닌 유전적 전의(Genetic 

Transmission)에 의한 것으로 본능적 행위로 판단하

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전의가 아닌 ‘학습’을 ‘지

능’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사회관계 속의 보행행태

복잡한 일반가로에서 서로 다른 목적의 구성원

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보행을 하고 있지만, 서로

에 대한 심각한 충돌사고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수없이 발생하는 회피와 교차를 보행자들은 서로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Andrew(1999)는 보행자들 간에 서로의 직접적인 의

사교환이나 정보교환이 없더라도 오감(Five Senses)

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도를 보행 중에 파악하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작은 눈짓이나 작은 

떨림도 서로가 쉽게 알아차리고 방향 전환 또는 이

동 속도를 변경해서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Premack 외(1978)와 Carter(2006)의 마음이론(Theory 

on Mind, <그림 2> 참조)에서는 서로가 쉽게 서로의 

의도를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뇌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뇌지도

(Brain Map)연구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특정 부분이 

자극되면 얼굴과 몸의 일부 근육이 함께 자극되어 

‘화남’, ‘떨림’, ‘행복함’ 등 기본적인 의지와 감정이 

자연스럽게 몸과 얼굴에 표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서로의 감정과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이를 서로 알아채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없어도 쉽게 상대방의 보행방향과 의지가 서로 전

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The Brain Book (Carter, 2006)

<그림 2> 마음이론 (Theory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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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관적 행동과 자동구사능력

 
인간은 복잡한 사회관계와 크고 작은 환경의 변

화 속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보행을 하

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본능적 행동의 결과인지 지

적행동의 결과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정하는 인간의 보행행

동이 본능에 기반하고 있는지 지능에 기반을 둔 것

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많은 보행자들의 행동은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지적인 행동으로 판

단할 것인지 본능적 행동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적인 능력이 마치 본능적 행

동처럼 습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검정색  하얀색 하얀색
(Stroop Effect: Stroop, 1935)

<그림 3> 자동구사능력의 예

Stroop(1935)는 하얀색으로 써진 ‘검정색’ 단어를 

놓고 글의 색을 물어보는 실험에서 ‘하얀색’이라고 

대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참조). 이는 자동구사능력(Automaticity)으

로 정의되며, 글을 읽은 가장 지적인 능력이 수없이 

반복되면, 색을 판단하는 직관적 능력보다 빨리 이

루어져 색을 판단하기도 전에 문자를 인식해 버리

는 능력이다. 이는 처음에는 학습하기 위해서 힘들

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처음과 같은 노력과 집중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행

동(읽기, 운전, 암산, 판단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

요한 이론이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보행

을 관찰할 때, 학습을 바탕으로 자동구사능력을 갖

춘 보행을 찾기 위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생존을 위한 동물의 본능적 행위

  
인간의 본능적 보행행태는 스스로가 가장 위험

한 상황에서 생존해야 할 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인간이 실제 생존을 위해

서 피난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는 수집 자체가 어렵

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생태계에

서의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생존 행동에 대한 연구

는 진행된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투쟁 도주 반응

(fight or flight response: Franken, 2009)은 먹이사슬에

서 포식자와 피포식자가 서로 생존경쟁을 하는 행

태를 설명하고 있다. 피포식자가 포식자를 만나는 

경우 본능적으로 생리학적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빠른 심박동 수와 긴장이다. 포식자와 맞

서는 경우 포식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면서 싸움

을 준비하는 경우(움직이지 않음, Freezing)와 포식자

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는 경우 모두 생체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긴장한다는 것

이 뛰어 달아나는 것만큼 빠른 심박수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면역력

을 낮추고, 그 에너지도 싸움 또는 도망을 위해 비

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닌 

지금 당장 살아 남기 위한 전략 행동이다. 대표적으

로 <그림 1(d)>와 같이 개구리가 뱀을 만났을 때의 

행동이 있다. 큰 위험에 빠진 보행자의 패닉 상황을 

투쟁 도주 반응을 적용하여 관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상황의 보행 특징을 찾기 위

해, 인간의 본능적 행동은 갑작스런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때의 피난 행동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가정

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기존의 영상자료에 남겨

진 인간의 피난행동을 관찰하여 동물의 본능적 피

난행동과 비교하고, 이에 대한 유사점과 특징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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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간과 동물의 지적·본능적 보행
행태

1. 인간의 보행행태 고찰

 
가. 보행의 본능행태와 지적행태 

본 절에서는 인간의 보행을 ‘본능적 행태’와 ‘지

적행태’로 구분하기 위하여 ‘본능’에 영향을 주로 받

는 ‘본능적 보행(Instinctual Walking)’과 지적능력에 

주로 영향을 받는 ‘지적보행(Intellectual Walking)’을 

정의한다. 복잡한 인간의 보행행태를 명확하게 구

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행태가 특이한 본능적보

행을 정의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적보행으로 정의한

다면, 추상적인 보행 전체의 행태를 두 부분으로 나

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보행행태, 출근·통학 통행, 여가통행 등이 인간의 합

리적 사고, 또는 습관·관습적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

한다면, 화재, 사고, 위협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통행은 일

반적 통행과는 그 원인이 다르며, 생존을 위한 본능

적 행동이 원인이 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보행행태의 분류

◦ 본능적 보행 : 일반적인 보행행태에 있어서, 생

명의 위협과 같은 심각한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지를 판단하기

도 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보행행태

◦ 지적보행 : 보행행위에 있어서 본능적 보행을 

제외한 모든 보행행태

나. 보행 시 충돌회피 움직임 

지적보행의 일부 특성은 본능적 보행과 매우 흡

사하다. 예를 들어 복잡한 보행공간에서 심각한 충

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Hoogendoorn(2005)는 물

리적인 차선이 없는 보행공간에 밀도가 점차 높아

지면서 충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퍼(Zipper) 

효과가 발생(차선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서로

가 간접적인 의사 표현으로 일종의 약속이 발생하

고, 이 약속에 의해서 때로는 차선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매우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복잡한 보행 패턴

이 발생해도 쉽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본능적 

행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Andrew(1999)와 

Carter(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지적능력을 기반으

로 서로의 의사를 순식간에 이미 전달하고 있고, 그

런 판단들이 종합적으로 일련의 관습적 규칙을 만

든 것이다. 즉 사회의 관습, 의사전달의 습관, 상대

방의 의도파악 방법 등, 미세한 부분들이 ‘학습’되어 

발생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본능적 행

동으로 관찰되는 회피움직임은 ‘본능적 보행’이 아

닌 ‘지적보행’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복잡한 거리를 걷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사회·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보

행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는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충돌 상황이 다

른 문화권에서는 어려워지게 되며, 자주 사람과 부

딪치게 되어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다. 보행 시 보행을 위한 집중력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학습을 통해 발생된 보행

행태의 충돌회피의 움직임을 ‘지적보행’으로 설명

하는데 풀어야 할 가장 큰 의문점은, ‘지적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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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둔 행위인데도, 보행자는 일반적으로 아무

런 피곤함이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인

식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

문점들은 Stroop(1935)의 “자동구사능력”의 형성과

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보행행위가 처음에는 

많은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였지만 지속·반복학습

으로 더 이상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소모를 할 필

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보

행”은 두 가지의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그림 

4> 참조).

(a) 자동구사보행(N=1,511)

(b) 순지적보행(N=121)

(c) 빠른 직선보행(N=89)

(d) 보행불능(N=12)

(e) 보행망설임(N=3)

<그림 5> 보행자 이동 패턴개념도

◦ 자동구사보행(Automatical Walking): 반복된 학습

의 결과로 의사결정과정과 판단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마치 본능적 행동처럼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는 보행행태<그림 5(a)>

◦ 순지적보행(Intelligent Walking): 보행에 대한 의사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보행으로, 자동구사보행

의 영역에 들어갈 만큼 반복적인 학습이 되지 

않은 보행행태<그림 5(b)>

예를 들어, 일상적인 보행에서 “순지적보행”의 

영역은 의사결정과 판단이 꼭 필요한 경우로서, 약

속시간에 늦어서 순간순간 최단거리, 최적경로 등

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보행속도의 가·감속, 보

행방향의 반복적 수정이 필요하거나, 보행목적지가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쇼핑과 같은 통행이 될 것이

다. 반면에 “자동구사보행”은 이미 정해진 충분히 

학습된 의사결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보행공간에서 무의식적인 회피와 방향전환, 

그리고 보행자체보다는 음악을 듣거나, 대화, 책을 

읽은 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의 보행을 할 

수 있다. 순지적보행의 경우 보행자체에 대한 집중

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며, 자동구사보

행의 경우는 보행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는 보행외적

인 행위에 집중하거나, 추가적인 의사결정 없이 흐

름을 따라가는 보행이라 할 수 있다.

 

2. 동물의 탈출과 인간의 탈출행동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생리학, 생물학, 생

태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다. 동물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일반적

으로 ‘먹이찾기(Finding Food) 행동’, ‘포식자로부터의 

탈출(Escaping from Predator) 행동’, ‘짝짓기(Mating) 

행동’, ‘수면(Sleeping) 행동’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인간의 ‘본능적 보행’ 행동과 동물의 본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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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포식자로부터의 탈출행동’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본능적

보행’의 정의와 가장 유사한 동물의 행동으로 생명

의 위협이 가해질 때의 동물행동이다. 그러므로 인

간의 패닉 상황과 동물의 본능적 탈출 행동을  

Franken(2009), Janis(1977)의 연구 내용과 비교하여 다

음과 같이 동물의 본능적 탈출 행태를 인간의 보행

행태에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첫 번째, ‘빠른 직선 보행(Fast & Straight Walking, 

<그림 5(c)>)’이다. 임의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맹목

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Farrell과 Saloner(1985, 

1986, 1988)의 펭귄 효과와 유사한데, 불완전한 정보

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지능이 낮은 동물들의 

가장 효율적인 생존방법으로, 최초 탈출을 시작하

는 선행자(Trigger = Leader)를 따라서 나머지 무리 

구성원(Follower)도 탈출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물

고기 집단행동(Fish Schooling: Shaw, 1978;  Itou, 2002;  

Landa, 1998)의 연구결과처럼 지적능력이 낮고, 정보

력이 없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그룹을 형성해서 

대피 또는 이동하는 모습과도 일치한다(<그림 1(a), 

(b)> 참조). 이는 <그림 6(a)>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행자의 작은 움직임이 공간 전체에 퍼지게 되고, 

순식간에 일방통행으로의 피난 행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특히 이 경우 피난 방향이 한 방향

이 되고, 빠른 속도의 최대단거리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보행불능(Frozen Walking, <그림 5(d)> 

참조)’으로, 피난행동을 해야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

고 있는 경우이다(<그림 6(b)> 참조). 이는 개구리가 

포식자를 만났을 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면역력

을 낮추면서 에너지를 모아서 도망갈 기회를 기다

리지만, 정작 겉으로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Franken, 2009)과 유사하다(<그림 1(d)> 

참조). 이는 Helbing 외(2000)의 ‘freezing by heating’과

는 다른 특성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보행자 간의 힘

의 상충으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보행망설임(Tizzy Walking)’으로, 인간의 

행동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보행행태이다. <그림 

6(c)>에서는 밖으로 나가지도, 멈춰 있지도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피난

행동이나 피난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림 5(e)>와 같이 ‘빠른 직선 보행’과 ‘보행불능’의 중

간적인 과정으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속

도는 0에 가깝지만, 방향 전환을 수없이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a) 나리타국제공항 피난모습

(b) 이케부쿠로(池袋)모습 (c) 가정집의 모녀

(a) 지진 발생 10초 이후 두 명의 승객이 급히 밖으로 이동하고 

5초 이내에 여섯 명의 승객이 이를 따라 밖으로 이동, 피난

자 발생 이후 12초 이후부터 피난 행렬이 관측됨

  자료: www.youtube.com/watch?v=rzkyT2cT3-o

(b) 지진에 의한 흔들림이 멈추고 5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일부

의 사람들은 표지판과 가로등, 나무 등을 잡고 움직이지 못

하는 것이 관측됨

  자료: www.youtube.com/watch?v=FCh8Z1AvuZo

(c) 14시 47분 11초부터 지진에 의한 진동이 관측이 되고, 14시 

48분 36초까지 탈출을 하지 못하고 방안을 뛰어다님, 이후 

14시 49분 16초에는 현관문을 열고 탈출 준비를 진행

  자료: www.youtube.com/watch?v=XSGl6U_5goo  

<그림 6> 지진 발생 당시·직후의 피난행태(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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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6일 오후 1:00부터 60분, 자료 수집 단위 0.1초)

<그림 7> 신쥬쿠(新宿)역 광장 통행, 이케부쿠로(池袋) 인근 

Ⅳ. 자료수집과 분석 결과

1. 자료의 수집

평상시 보행행태를 수집한 자료의 경우 분석에 

맞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였으나, 재난발생시의 

보행행태의 경우는 자료 취득의 어려움과 부재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

데, 우선 일반적인 보행행태에서 ‘지적보행’은 평상

시의 보행을 관찰하여 얻을 수 있으므로 일본 신주

쿠(新宿)역의 광장, 이케부쿠로(池袋)역 주변에서 수

집하였다(<그림 7> 참조). 

비디오 촬영을 통한 보행궤적을 0.1초 단위로 입

력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적보행에서 ‘순지적보행’과 

‘자동구사보행’의 분류는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로 

세밀한 방법론이 충분치 않으므로 군집분석을 이용

하여 속도 기준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였다1). 분석

결과 순지적보행은 뛰어서 이동하는 보행, 그리고 

급진적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여러 목적을 수행하

는 보행이 관측되었다(<표 1> 참조).

‘본능적 보행’의 경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

지진 당시 인터넷에 등록된 ‘나리타국제공항(<그림 

6(a)> 참조)’, ‘이케부쿠로(池袋) 일대(<그림 6(b)> 참

조)’, ‘개인주택(<그림 6(c) 참조)>’의 영상자료를 수

집하였다. 하지만 실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

물의 위치나 상대속도로 피난자의 개별속도와 방향

전환각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었다2). 그러므로 정확

한 수치가 아닌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나, 현저하

게 작은 값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정

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나, 현저하게 큰 값을 갖는다

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1> 참조). 다만 빠른 직선보행의 경우 나리타국제공

항내에 설치된 장애인 유도선(<그림 6(a)> 사진 왼

쪽의 직선 표시된 유도선)을 수직방향으로 이동하여 

탈출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유도선의 폭(85cm)을 이

용하여 유도라인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활용하

여 이동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1) 군집분석결과: <그림 7>에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속도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동구사보행의 경우 표본수
(1,511), 중심속도(1.23m/s)로 나타났으며 순지적보행은 표본수(121), 중심속도(1.51m/s)로 나타났다. ANOVA분석에서 F=1371.385로 
99% 신뢰수준에서 두 집단을 분류하였다. 

2) 본능적보행의 경우 실험이 불가능하며, 수집된 영상자료를 통해서는 상대적인 값으로 크고 작음만을 판단할 수 있다. 단 나리타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지표로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 유도선이 있어서 속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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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황별 보행자의 속도와 방향전환

속도  (m/s) 방향전환 (degree/s)

평균 최소값 최대값 분산 평균 최소값 최대값 분산

자동구사보행 (N=1,511)
순지적보행(N=121)

빠른 직선보행(N=189)
보행불능(N=12)
보행망설임(N=3)

1.23
1.51
2.81
*
**

1.01
0.52
1.90

1.34
1.70
3.19

0.20
0.84
0.12
*
**

11.0
16.3
*
*
**

0.0
0.0

5.9
67.1

8.4
27.2

  주: 1) *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나 현저하게 작은 값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나, 현저하게 큰 값

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자동구사보행과 순지적보행의 경우는 사전에 준비된 실험조건에서 영상에 나타난 구조물의 거리를 알고 있으므로 0.1초 단위

로 측정이 가능하였지만, 빠른 직선보행과 보행불능, 보행망설임의 경우에는 영상자료는 있으나, 화면의 흔들림, 구도의 변화, 

부정확한 거리 때문에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다만 빠른 직선보행의 평균속도의 경우는 구조물(장애인 유도선)을 통

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2.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분류된 5개의 보행행태를 기준으

로 각각의 특징을 분류하였다. 먼저, 지적보행으로 

자동구사보행(속도: 1.23m/s, 속도분산: 0.20, 방향전

환: 11.0d/s)은 평균적인 속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방향 전환(<그림 5(a)> 참조)을 가져온 반면에, 순지

적보행(속도: 1.51m/s, 속도분산: 0.84, 방향전환: 

16.3d/s)에서는 빠른 속도와 환경에 따른 급격한 방

향전환(<그림 5(b)>, <표 1> 참조)이 관측되었다. 이

는 순지적보행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단경로 등을 

찾아가며 통행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보행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본능적 보행으로 빠른 직선보행(속

도: 2.81m/s, 속도분산: 0.12, 방향전환: 낮음)의 경우

는 앞서 출발한 사람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그림 

5(c)> 참조)하게 되며, 이때 일방통행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직진 방향으로 이동에 유리한 것

으로 관찰되었다. 보행불능(속도: 낮음, 속도분산: 낮

음, 방향전환: 낮음)은 너무 놀라거나, 의사결정을 

못해서 탈출 행동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으

로 탈출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5(d)> 참조). 두 보행의 중간적 

보행탈출행태인 보행망설임(속도: 빠름, 속도분산: 

큼, 방향전환: 큼)에서는 움직이는 속도는 빠르지만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관측되었지만, 실제로 대피행동을 못하고 있다

(<그림 5(e)> 참조). 

<표 1>의 상황별로 보행자의 이동속도, 이동속

도의 변화, 방향전환의 상대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와 ⓑ는 자동구사보행

으로서 평균 1.25(m/s)의 속도로 이동하며, 방향전환

이 거의 없거나(ⓐ),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변화의 경우 속도의 분산(0.02)이 순지적보행의 

ⓐ자동구사보행   ⓑ자동구사보행  ⓒ 순지적보행 
ⓓ빠른 직선보행  ⓔ보행불능      ⓕ보행망설임

<그림 8> 상황별 보행자의 보행속도, 속도변화, 
방향전환의 상대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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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0.84)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같이 순지적보행은 속도, 속도변화, 방향전환이 모

두 자동구사보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와 같이 빠른 직선보행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

(2.81m/s)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속도의 변

화(0.12)와 방향 전환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의 보행불능 상태는 속도, 속도변화, 방향

전환 모두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의 보행

망설임에서는 방향 전환이 매우 크지만 나머지는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보행의 자동구사보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행 평균속도와 유사하며,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속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순지적보행은 

속도와 속도변화, 그리고 방향전환이 크게 나타났다. 

본능적 보행의 경우 <그림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빠른 직선보행은 최대속도(2.81m/s), 보행망설임은 

최대 방향 전환, 보행불능은 원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보행환경에서의 보행

자의 이동행태와 긴급 상황에서 패닉에 빠진 보행자

의 통행행태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직 개념적인 논의단계의 연구로 피

난행태를 고려한 보행에 대하여 심리적 고찰을 하

고 그 차이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보행행태

를 인간의 지적행동(지적보행)과 본능적 행동(본능

적보행)으로 나누어 평상시의 보행행태와 패닉상태

의 피난행태를 구분하였으며, 평상시에 발생하는 

지적보행을 자동구사보행과 순지적보행으로 세분

화하여 구분하였다. 특히, 자동구사보행의 경우는 

본능적보행과 그 특성에 유사점이 많았지만 보행자

의 지적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본능적보행(빠른 직

선보행, 보행불능, 망설임보행)과 다른 특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행 시뮬레이션의 이동, 회

피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보행자의 

이동행태를 정의할 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피난행태를 설명하는 보행 

시뮬레이션의 개발에도 피난통행 발생단계에서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피난통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평상시의 보행규칙 속에서 속도와 밀도에 

기초한 용량의 변화와 장애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패닉상황에서의 보행행태

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본능적 요소를 찾고, 이에 

따른 행태의 차이점을 찾아간다면, 보다 신뢰성 높

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피난행태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다른 연구와 

달리 모형의 평가와 실험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시뮬레이션에 탑재하고 있는 구동이론이 연구

의 핵심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교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개인 특

성별(성별, 연령, 동행자 유무 등) 통행행태의 차이

점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보

행에 대한 보다 본질적 이해를 위하여 심리학, 인지

심리학, 생리학, 생물학, 생태학의 행태에 대한 견해

를 접목시켜 이동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보행자의 피난행태변화에 대한 학재교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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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기존 물동량 기반 화물수요모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품목별 통행저항함수는 단일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품목별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물동량 기반 화물수요모형을 통하여 추정되는 

화물자동차 O/D는 물동량 분포 추이를 따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통행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물수요모형의 통행분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 품목별 및 화물자동차 

톤급별 통행특성을 검토하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였다. 총 30개 화물 품목

에 대한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 역멱함수 형태가 통계적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소형과 중·대형간 통행특성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된 계수

는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물동량 기반 화물수요추정, 화물자동차 기반 화물수요추정, 통행분포, 중력모형, 통행저항함수

Freight demand analysis in Korea is based on a commodity-based freight demand model, and a gravity 

model by a commodity as freight distribution model is used. The deterrence function in a gravity model, 

however, takes the same form for different commodities, thus the travel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commodities is unrealistically reflected. In addition, a truck trip O/D converted from a commodity ton O/D of 

the commodity-based freight demand model does not fully reflect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reight 

vehicles, since distribution pattern of a commodity O/D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at of truck trip O/D.

Accordingly, to improve the existing freight distribution model based on commodity, the trip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deterrence func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re estimated by commodity 

and truck type. As a result, it is proven that the inverse power functional form is most appropriate for 30 out 

of 33 commodities. Moreover, for trucks, there is a large difference among small, middle and large trucks. The 

deterrence functions estimated by commodity and truck type i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significance level.

￭ Keywords : Commodity-based Freight Demand Model, Truck-based Freight Demand Model, Trip Distribution, Gravity 

Model, Deterre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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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4단계 화물수요모형은 물동량 기반모형과 화물

자동차 기반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동량 기반

모형은 화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화물자동차의 공차통행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 기반모형은 화물자

동차의 적재 및 공차통행 특성은 고려할 수 있으나, 

화물 품목별 특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Holguín-Veras and Thorson, 2000).

자료 : Holguín-Veras and Thorson(2000)

<그림 1> 물동량 기반 화물수요 추정 과정 

자료 : Holguín-Veras and Thorson(2000)

<그림 2> 화물자동차 기반 화물수요 추정 과정 

국내에서는 지역간 화물수요 분석을 주로 수행하

기 때문에 물동량 기반모형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모형에서는 화물 품목별 통행분

포를 동일한 함수 형태로 가정하여 추정하기 때문

에, 화물 품목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행분포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기반모형은 현재 국내

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O/D는 물동량 기반모형에서 추정된 물동량 O/D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화

물자동차 O/D의 통행분포는 물동량 O/D의 통행분

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통행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단계 화물수요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 품목별 및 화물자동차 톤급

별 통행분포를 검토한 후, 각각의 분포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함수 형태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 품목별 및 화물자동

차 톤급별 통행분포 특성 차이를 각각 검토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화물수요모형을 대상으로 

화물 품목별 및 화물자동차 톤급별 분포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는 함수 형태를 추정하며, 분석자료는 

2011년 전국 화물기종점통행량 조사 결과를 활용하

였다. 화물 품목은 현재 KTDB에서 배포하는 33개 

품목 중 30개 품목을, 화물자동차 톤급은 소형(1톤 

이상 3톤 미만), 중형(3톤 이상 8톤 미만), 대형(8톤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통행분포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한 함수 형태는 총 14개를 고려하였으며, 

화물 품목은 통행거리에 대한 분포를, 그리고 화물

자동차는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에 대한 분포를 기

반으로 함수 형태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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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화물수요추정 또는 화물 

품목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 특성 분석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간 화

물수요 추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madi and Maze(1996)는 미국 아이오와를 대상으

로 고속도로에 대한 화물자동차의 경로를 추정하였

다. 해당 연구에서 화물자동차 O/D는 물동량 O/D

를 전환하여 산출하였으며, 물동량 O/D 산출시 통

행분포모형은 유출제약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또

한 중력모형의 통행저항함수는 존간 통행시간의 역

수를 고려하였다. Black(1999)은 미국 인디애나주를 

대상으로 4단계 화물수요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통

행분포모형은 이중제약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중

력모형의 통행저항함수는 존간 통행거리를 변수로 

가지는 역지수 함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화물 품

목별 통행분포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de Jong et al.(2002)은 스웨덴의 화물수요모형인 

SAMGODS 모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개발된 

기존 화물수요모형들을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모

형에서 통행분포모형으로 중력모형을 적용하는 것으

로 검토되었다. 또한 새로운 SAMGODS 모형의 통행

분포모형으로는 중력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통행발생 단계에서 

존별 발생량과 도착량, 그리고 존간 통행분포를 동시

에 추정할 수 있는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였다.

Beagan et al.(2007)은 지역간 화물수요모형을 위한 

통행분포모형으로 유출 제약 중력모형과 역지수함

수 형태의 통행저항함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화물

의 경우 품목별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품목별 평

균 존간 통행거리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품

목별 통행분포모형도 상이하게 추정되어야 함을 언

급하였다.

한편, 화물 품목 및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 특성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혁구 외(2002)는 ‘서울시 물류조사 및 물류종합

계획수립 구상’(1998)에서 수행된 화물 물동량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화물 통행거리 분포와 화물자

동차 통행거리 분포를 감마함수로 추정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통행거리 분포를 기반으로 화물 통행거

리 분포를 추정하기 위한 매개함수식을 제시함으로

써, 화물자동차 기반모형에서 화물 품목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2007)에서는 2005년 물류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였다. 품목별 통행저

항함수는 모두 역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함

수의 계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Ashtakala and Murthy(1988)는 1977년 캐나다 앨버

타에서 수행된 대규모 화물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였다. 통행

저항함수는 존간 거리를 변수로 가지는 멱함수 형

태로 가정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화물 품목별

로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행저항함수도 품목별

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Holguín-Veras and Thorson(2000)은 

물동량 기준 통행거리 분포와 화물자동차 기준 통

행거리분포를 추정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각각의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부적으로 품목별 톤급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Duanmu et al.(2012)은 화물의 이동을 단거리통행

(short-haul trip, 중간 경유지 다수 존재)과 장거리통

행(long-haul trip, 중간 경유지 없음)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통행에 대한 중력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결과 단거리통행은 중력모형의 정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거리통행의 경우 중력

모형의 통행저항함수는 존간 통행시간을 변수로 가

지는 감마함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수요 추정에 있어서 기존 4단계 화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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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정 방법론을 개선하거나 투어 기반 접근법, 활

동기반모형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연

구는 다음과 같다.

Stefan et al.(2007)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를 모형화하기 위한 투어 기

반 통행분포모형을 제시하였다. 해당 모형은 화물자

동차의 다수통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역간보다는 대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Wisetjindawat et al.(2012)은 활동기반모형 

중 하나의 형태인 multi-agent model을 기반으로 한 

화물분포모형을 제시하였다. 해당 모형은 개별 agent

의 행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4단계 화물

수요모형의 분포 모형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특히 공급자(supplier)와 수요자(receiver)간 화물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화물의 이동은 공

급사슬(supply chain) 형태로 구현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기존 화물분포모형을 개선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Boerkamps et al., 2000; 

Garrido and Mahmassani, 2000; Sivakumar and Bhat, 

2002; Celik, 2004; Wisetjindawat et al., 2006).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역간 화물수

요 추정을 위한 통행분포모형은 일반적으로 중력모

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력모형

의 구조를 결정하는 통행저항함수는 대부분 화물 

품목별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화물 품목별로 상이한 통행분포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외의 경우 4

단계 화물수요 추정 방법론에서 벗어나 투어 기반 

접근법, 활동 기반모형 등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

존 통행분포모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 중력모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여객 분

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화물 분야는 수요

추정방법론, 단계별 모형 정립 등이 상대적으로 미

약하기 때문에 모형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의 진

행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화물수요모형

의 경우 활동기반모형 등과 같이 발전된 형태의 방

법론 적용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적용 중인 모형에 대한 

부분적 보완 및 개선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화물 품목의 경우 생산지와 소비지가 품목별로 

상이하고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톤급별로 주된 

운송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한국교통연구원, 2012), 

이로 인한 각각의 특성은 통행분포 단계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간 화물수

요모형의 개선을 위하여 통행분포 단계에서 주로 활

용되는 중력모형의 통행저항함수를 화물 품목별, 화

물자동차 톤급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Ⅲ. 기초자료 검토

1. 사업체 물류현황 조사

사업체 물류현황 조사는 전국의 화물이동 실태

를 파악하여 향후 화물 O/D 구축 및 물류정책 수

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 

조사방법은 광업·제조업·도매업 관련 사업체를 대

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이며, 조사의 주요 설문항목

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 품목별 통

행저항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화물 품목별 최초 

출발지(생산지)와 중간 경유지, 그리고 최종 도착지

(소비지)를 조사한 3일간 수송 현황 자료를 기반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물동

량1) 개념의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조사 자료 중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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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내용

일반현황 사업체 개요

물류시설 및 운송수단
물류시설 현황
화물차량 현황
운송수단 현황

월간 수송 현황
3자물류 이용 현황
출하량 및 출하실적

3일간 수송 현황 평일 3일 동안의 출하량

<표 1> 사업체 물류현황 조사 설문항목 및 내용

업종 상세 업종 조사 표본수

광업

1 석탄, 천연가스 광업 106

2 금속 광업 18

3 비금속광물 광업 1,571

제조업

4 식료품 제조업 6,386

5 음료 제조업 474

6 담배 제조업 60

7 섬유제품 제조업 2,996

8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1,917

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5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050

11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731

1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05

13  석유정제품 제조업 263

14 화학물질 제조업 3,025

15 의료용 물질 제조업 393

1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58

1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80

18 1차 금속 제조업 2,794

1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678

20 통신장비 제조업 1,102

21 의료, 광학기기 제조업 4,526

22 전기장비 제조업 2,508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67

24 자동차 제조업 3,022

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22

26 가구 제조업 931

27 기타 제품 제조업 1,013

합계 56,171

<표 2> 상세 업종별 조사 표본수

 

을 고려하는 한편, 최초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 자체

를 중간 경유지로 간주할 수 있는 도매업 사업체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

일간 수송 현황의 조사 표본수 88,470개 중에서 광

상세 업종 품목

-

1 농산물

2 임산물

3 수산물

4 축산물

1 석탄, 천연가스 광업 5 석탄광물

3 비금속광물 광업 6 석회석광물

2 금속 광업 8 금속광물

3 비금속광물 광업 9 비금속광물

4 식료품 제조업
10 음식료품

5 음료 제조업

6 담배 제조업 11 담배제품

7 섬유제품 제조업 12 섬유제품: 의복제외

8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13 의복 및 모피제품

9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10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11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17 인쇄 및 기록매체

13  석유정제품 제조업 18 코크스, 석유정제품

14 화학물질 제조업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15 의료용 물질 제조업

1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1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 비금속 광물제품

18 1차 금속 제조업 22 제1차 금속제품

1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3 금속가공제품

23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24 기타 기계, 장비 제조품

20 통신장비 제조업 25 전자부품, 통신장비

22 전기장비 제조업 26 전기장비제품

21 의료, 광학기기 제조업 27 의료, 광학기기, 시계

24 자동차 제조업 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9 기타 운송장비

26 가구 제조업 30 가구제품

27 기타 제품 제조업 31 기타제품

주: 상세업종 번호는 품목과의 매칭결과를 기준으로 재분류함

<표 3> 상세 업종과 화물 품목간 매칭 결과

1) 최초 생산지(Production)에서 최종 소비지(Consumption)까지를 하나의 통행으로 보는 물동량 개념(홍다희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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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제조업에 해당하는 조사 표본수 56,171개를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상세 업종별 조사 표본수

는 <표 2>와 같다.

한편, 사업체 물류현황 조사의 표본 추출은 통계

청에서 제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사업체

의 상세 업종을 반영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

저 상세 업종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KTDB 30개 품목으로 매칭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세 

업종과 화물 품목간 매칭은 <표 3>과 같이 수행하

였으며,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은 매칭 가능

한 업종이 없어 제조업 조사 표본 중에서 각각의 품

목을 기준으로 추출한 표본을 활용하여 통행저항함

수를 추정하였다. 품목별 조사 표본수는 <표 4>와 

같다.

품목 조사 표본수

농산물 622

임산물 13

수산물 392

축산물 677

<표 4>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조사 표본수  

2.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는 전국의 화물 이동 

실태를 화물자동차 단위로 분석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에 통행한 화물자동차의 통행일지를 파악하

는 설문조사이다. 조사방법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이며, 조사의 주요 설

문항목은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수집

된 조사 표본 중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동일 

시·군·구인 표본을 제외한 80,432개의 조사 표본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통행 

특성은 일반적으로 업종(사업용, 비사업용)보다는 

차량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운송 화물의 유무(적

재통행, 공차통행)에 따라 통행분포 특성이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 특성을 톤급별 적재 및 공차통행으로 구

분하여 검토하였으며, 톤급별 조사 표본수는 <표 

6>과 같다.

설문항목 내용

업종 운송 및 거래업종

화물자동차 특성
차량업종, 차량종류
적재능력, 차량소유

지입여부, 번호판색상

등록지 및 물류활동지 차량등록지, 주물류활동지

통행일지 출발지 특성, 도착지 특성

<표 5>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 설문항목 및 내용

톤급
통행 유형

적재 통행 공차 통행

소형 23,395 19,805

중형 9,660 7,387

대형 12,091 8,094

합계 45,146 35,286

<표 6> 톤급별 조사 표본수

Ⅳ. 통행저항함수 추정

1.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통행거리에 따른 빈도 분포를 품목별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그림 3>과 같으며, 대부분의 화물 품

목은 품목 12(섬유제품: 의복제외)와 같이 단거리일

수록 통행빈도가 높고 장거리일수록 통행빈도가 감

소하는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품목

2(임산물)와 품목8(금속광물)은 빈도 분포를 검토하

기 위한 조사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타 품목과 상

이한 분포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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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물 품목별 통행거리에 따른 빈도 분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통행

저항함수를 검토하여 조사 표본의 빈도 분포를 가

장 잘 반영하는 함수를 추정하며, 통행저항함수별 

형태는 <표 7>과 같다. 

모형 방정식

선형     

대수      ln 
역      

 

2차      


3차      
 



복합     


멱     


S      exp  
성장      exp
지수     exp

로지스틱      
  

 

역지수     exp
역멱     

 

역지수&역멱     
  exp

<표 7> 통행저항함수 형태

화물 품목별 통행거리에 따른 빈도 분포를 기반

으로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8>과 같

다. 대부분의 화물 품목은 역멱함수 형태의 통행저

항함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1(농산물)

과 품목4(축산물)는 대수함수 형태의 통행저항함수

가, 품목3(수산물)은 역함수 형태의 통행저항함수가, 

품목11(담배제품)은 멱함수 형태의 통행저항함수가, 

그리고 품목18(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과 품목21

(비금속 광물제품), 품목23(금속가공제품)과 품목27

(의료, 광학기기, 시계)은 역지수&역멱함수 형태의 

통행저항함수가 통행빈도 분포에 대한 통계적 설명

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의 계수

를 추정한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추정된 계수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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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목2(임산물)와 품목5(석탄

광물), 품목8(금속광물)과 품목9(비금속광물)는 통행

저항함수 형태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의 도착지는 별도의 방법론을 

구축하여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 품목을 

모두 고려한 통행저항함수는 역멱함수 형태로 추정

되었으며, 추정된 계수는 95% 신뢰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함수 형태 Adjusted R2

1 농산물 대수 0.567

2 임산물 - -

3 수산물 역 0.723

4 축산물 대수 0.626

5 석탄광물 - -

6 석회석광물 역멱 0.970 

8 금속광물 - -

9 비금속광물 - -

10 음식료품 역멱 0.971

11 담배제품 멱 0.940

12 섬유제품;의복제외 역멱 0.976 

13 의복 및 모피제품 역멱 0.963 

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역멱 0.963 

15 목재 및 나무제품 역멱 0.976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역멱 0.976 

17 인쇄 및 기록매체 역멱 0.973 

18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역지수&역멱 0.965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역멱 0.977 

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역멱 0.982 

21 비금속 광물제품 역지수&역멱 0.981 

22 제1차 금속제품 역멱 0.978 

23 금속가공제품 역지수&역멱 0.982 

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품 역멱 0.980 

25 전자부품, 음향, 통신장비 역멱 0.974 

26 전기장비제품 역멱 0.976 

27 의료, 광학기기, 시계 역지수&역멱 0.971 

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역멱 0.972 

29 기타 운송장비 역멱 0.965 

30 가구제품 역멱 0.972 

31 기타제품 역멱 0.973 

전체 역멱 0.962

<표 8>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 추정 결과

품목   

1 0.063(12.749) -0.010(-10.588) -

3 0.008(6.583) 0.374(13.830) -

4 0.081(12.917) -0.014(-10.946) -

6 - 1.107(-66.325) -

10 - 1.014(-69.934) -

11 - -0.706(-15.835) -

12 - 1.023(-82.786) -

13 - 1.111(-57.145) -

14 - 1.032(-53.713) -

15 - 1.039(-84.695) -

16 - 1.073(-81.616) -

17 - 1.119(-74.958) -

18 - 1.117(-28.989) -0.004(4.745)

19 - 0.986(-87.875) -

20 - 1.041(-112.574) -

21 - 0.937(-34.369) 0.004(-6.854)

22 - 1.016(-88.521) -

23 - 0.998(-37.133) 0.002(-4.524)

24 - 1.029(-102.258) -

25 - 1.046(-77.262) -

26 - 1.009(-82.297) -

27 - 1.106(-28.021) -0.003(3.251)

28 - 1.041(-72.241) -

29 - 1.079(-57.374) -

30 - 1.042(-71.087) -

31 - 1.017(-73.602) -

전체 - 1.071(-56.886) -

<표 9> 화물 품목별 통행저항함수 추정 결과

  주 : ( )는 t-value, 모든 계수는 p≤0.01을 만족함

2. 화물자동차 톤급별 통행저항함수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조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1일 운송일지를 trip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trip별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의 추출이 가능하다. 해당 자

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기에 앞서, 통행거리 및 통

행시간에 따른 빈도 분포를 톤급별 통행유형별(적

재, 공차)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그림 4>, 

<그림 5>와 같으며, 통행거리의 경우 통행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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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톤급별 통행거리에 따른 빈도 분포

<그림 5> 톤급별 통행시간에 따른 빈도 분포

상관없이 톤급이 낮을수록 단거리 빈도 분포가, 톤

급이 높아질수록 중·장거리 빈도 분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통행시간의 경우는 톤급별 통행유형별로 일정한 

분포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이는 교통상황에 따른 

혼잡 등의 영향으로 trip별 통행시간이 일정하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자동차의 통행저

항함수는 <표 7>에서 제시한 통행저항함수를 대상

으로, 톤급별 업종별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에 따른 

빈도 분포를 함수 형태별로 추정한 후, 설명력이 가

장 높은 함수 형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통행

유형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각각의 통행저항함수 계수를 추정한 결과

는 <표 11>과 같다.

톤급 업종 변수 함수 형태 Adjusted R2

소형
사업 통행거리 역멱 0.767

비사업 통행거리 역멱 0.846

중형
사업 통행거리 역멱 0.772

비사업 통행거리 역멱 0.874

대형
사업 통행거리 역멱 0.788

비사업 통행거리 역멱 0.850

<표 10> 톤급별 통행저항함수 추정 결과

구분  

소형_사업
0.151

(-13.749)**
1.187

(-40.271)**

소형_비사업
0.659

(-2.351)*
1.479

(-38.891)** 

중형_사업
2.126

(2.121)*
1.191

(-17.469)**

중형_비사업
4.876

(5.214)**
1.438

(-24.535)**

대형_사업
0.455

(-3.331)**
0.818

(-17.896)**

대형_비사업
1.804

(2.152)*
1.171

(-22.111)**

<표 11> 톤급별 통행저항함수 추정 결과

  주 : ( )는 t-value, **p≤0.01, *p≤0.05임

추정 결과 화물자동차의 통행분포를 위한 통행

저항함수 변수로는 통행거리가 타당한 것으로 도출

되었다. 함수 형태는 모든 톤급에서 역멱함수 형태

로 추정되었으며, 톤급이 높아질수록 내부 통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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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고 평균통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나 소형

과 중·대형간 통행유형에 따른 분포 특성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추정된 통행저항

함수의 계수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4단계 화물수요모형의 통행

분포 단계에서 화물 품목별, 화물자동차 톤급별 통

행분포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전국 화물 기종점통행

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 품목별 및 화물자동

차 톤급별 통행저항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화물 품목은 대부분 역멱함수 형태가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화물자동차는 소형과 중·대형간 통

행분포 특성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물 품목 중 품목2(임산물)와 품목5(석탄광

물), 품목8(금속광물)과 품목9(비금속광물)의 경우 

조사 표본수의 한계로 통행저항함수의 형태가 통계

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통행분포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력모형은 

정산과정에서의 분포 패턴 변화 가능성, 장래 사회

경제지표의 변화 고려 불가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기

반 화물수요모형의 경우 지역간보다는 대도시 화

물수요 추정에 적합하기 때문에(박민철 외, 2011), 

대도시 화물자동차 통행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행저

항함수를 추정할 수 없는 품목들은 공신력을 가지

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실제 도착지 및 도착지별 

비율을 품목별 O/D 구축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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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을 통해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베이

스라인 배출량인 121백만 톤에서 34%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얼마

나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선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가 제시된 일본, 독일, 영국 등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감축목표를 비교한다. 또한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

한다. 독일 등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교통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도 가늠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비교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점, 

인구 혹은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매우 소폭의 성장 가능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

축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 베이스라인 배출량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transport sector will be cut by 34 per 

cent by 2020 compared to the baseline estimate. Yet, it has not examined if this reduction target is achievable. 

This study compares reduction targets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ransport sector with that of Japan, 

Germany, and United Kingdom. It also develops greenhouse gas emission models from the transport sector 

using socio-economic indicator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reduction target. Then it estimates 

how much greenhouse gases will be emitted from the transport sector if Korea can achieve targeted greenhouse 

gas emission rate per capita and income. The results show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from the 

transport sector can be relatively higher than compared other countries. However, it seems to be an attainable 

target considering that growth rate of Gross Domestic Product is increasing steadily, which seems to be 

strongly linked to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urthermore, the low increase or stable state of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vehicles will also contribute on less increase of greenhouse gas emission.

￭ Keywords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 Greenhouse Gas Emission Rate, Greenhouse Gas 

Emission Model, Baseline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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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해양부(2011)

<그림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총

회에서 2020년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예상 배출량 813백만 톤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246백만 톤을 줄이겠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점유하는 교

통부문에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

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11)을 수립하고 2020년 교통부문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4%, 약 3,450만 톤을 감축시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인 30%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보행 ․ 자전거 활

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저탄

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전략과 7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가 얼마나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

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과 감축 목표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제시한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교통부문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국가별 주요 문헌을 통해 정리하고, 

이들의 감축목표를 해당 국가의 인구, 1인당 국내

총생산, 자동차등록대수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하여 본다. 이후 자료 구득이 가능한 여러 국가

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용하여 국가 

단위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부문 감축목표의 실현 가

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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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 주요 국가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

량 원단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제시한 감축 목

표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Ⅱ. 국가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1. 202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8년 경제위기시 차량 이

용이 줄면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 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3년 98백만 톤을 기준으로 거

의 정체 수준이거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측한 연구들은 

2020년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21백만 톤에서 149백만 톤으로 제시한다. 한국교

통연구원은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2005)과 ｢국가물류시행계획｣(2005)을 바탕으로 여

객과 화물부문의 수송량을 전망하여 2020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149.1백만 톤으로 계산하였다.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추정된 813백만 톤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와 같은 약 17%로 가

정할 경우 교통부문의 배출량은 138백만 톤이 된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2011)에서는 국가

총생산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이용

하여 121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121백만 톤을 

2020년 교통부문의 기준 배출량으로 가정하고 감축 

목표의 합리성을 분석한다. 목표연도의 기준 배출

량은 소위 BAU(Business-As-Usual) 혹은 베이스라인 

배출량으로 불리며 현재의 교통 인프라, 기술, 교통

이용 패턴의 발전과 변화가 현재의 추세를 따를 것

으로 가정하는 경우의 배출량을 의미한다.

2. 주요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적

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0년 일본, 독일, 영국 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은 국가별 사회경제 수준을 감안하기 위해 자료 

구득이 가능한 2007년의 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차량등록대수 등을 

기준으로 감축량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표 1> 주요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07년 기준)

구분 한국1) 일본2) 독일3) 영국4)

감축 총량(백만 톤) 34.50 58.15 112.8 36.6

1인당 감축량(톤/인) 0.71 0.46 1.37 0.60

1인당 GDP당 감축량
(톤/달러)

1,391 1,729 3,280 1,026

차량 1대당 감축량(톤/대) 2.10 1.16 2.19 1.13

자료: 1) 국토해양부(2011) 2) 국토교통성(2009)
3) Umweltbundesamt (2010) 4) DfT (2009)

대체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인구규

모나 자동차등록대수 측면에서 일본, 영국보다 높

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

단된다. 우선 1인당 감축량 수준은 0.71톤으로 일본

(0.46톤)에 비해 1.5배, 영국(0.6톤)보다는 1.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독일(1.37톤)보다는 0.5배 낮은 

수준이다. 1인당 GDP당 감축량은 1,391톤 수준으로 

독일(3,280톤), 일본(1,729톤)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영국(1,026톤)보다는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

된다. 차량 1대당 감축량 역시 우리나라가 2.10톤으

로 독일보다는 낮지만 일본(1.16톤)이나 영국(1.13톤)

보다는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비교국가들의 도로, 대중교통, 철도 

등의 시스템이나 교통이용 패턴이 달라 합리적인 

비교 결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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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극단점에 위치한 중국과 미국은 국가별 차이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그림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분석에 포함시킴. 구체적 수치는 
<표 3> 또는 ITF(2010) 참조

자료: ITF(2010)

<그림 2> 인구와 교통부문 배출량과의 관계

국가들은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추가적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차량대수도 우리나라

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

면 비교 국가들은 차량대수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

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실가

스 감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는 장래 

통행-km 혹은 ton-km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

리적이나 신뢰할만한 장래 예측치를 구하는데 한계

가 있다.

한편, 교통 시스템이나 이용 패턴이 다를 경우

에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국가별로 다양한 교

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경제지표를 활용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Ⅲ. 국가단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

은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ITF, 2010)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대상 국가는 모형 구축에 필

요한 인구, 1인당 GDP, 차량등록대수 등의 자료가 

충분히 수집될 수 있는 29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인도 등 3개 개발도상국들로 32개국이며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 하였다.

 

1.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회경제지표

 
인구, 1인당 GDP, 차량등록대수와 교통부문 온

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표시하면 <그림 2>, <그

림 3>,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인구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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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극단점에 위치한 미국은 국가별 차이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그림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분석에 포함시킴. 구체적 수치는 <표 3> 
참조

자료: ITF (2010)

<그림 3> 1인당 GDP와 교통부문 배출량과의 관계

  주: 극단점에 위치한 미국은 국가별 차이를 명확히 보이기 위해 그림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분석에는 포함시킴. 구체적 수치는 <표 3> 
참조

자료: ITF (2010)

<그림 4> 차량등록대수와 교통부문 배출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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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반

해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

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을 

만들기 위해 인구와 1인당 GDP 혹은 1인당 GDP와 

차량등록대수를 이용한 모형을 개발한다. 인구와 차

량등록대수는 상관관계가 높아 모형 구축을 생략한

다.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량과 차량등록대수, 1인

당 GDP의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정리된다. 모형의 

결정계수는 0.94로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 등록대수가 클수록 높아지고, 1인당 GDP가 높

을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과 인구, 1인당 GDP의 관계식은 식 (2)

와 같이 정리된다. 결정계수는 0.92로 이 경우도 모

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통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많아지고 1인

당 GDP가 높을수록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 =0.94)            (1)


 

( =0.92)             (2)

여기서,  =국가단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차등록대수,

 = 1인당 GDP,

 =인구

2. 202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식 (1)과 (2)를 활용하여 2020년 교통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을 산정하면 우리나라가 제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차량등록대수, 1인

당 GDP가 필요하다. 2020년 예상 차량등록대수는 

이성원(2008)을 활용하였고, 인구는 통계청 홈페이

지, 1인당 GDP는 국제통화기금(IMF, 2010) 자료를 

인용하였다. 단, 1인당 GDP 자료를 구할 수 없는 

2016년 이후의 GDP 성장률은 과거의 평균 성장률

(5%)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괄호안은GDP 1%성

장가정).

 

<표 2>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형식을 이용한 전망

연도
예상 자동차

대수
(대)

예상 
1인당 
GDP
(달러, 
PPP*)

예상 인구
(명)

차량등록
대수와 

GDP 모형
을 이용한 
예상 배출
량(백만톤)

GDP와 
인구 모형
을 이용한 

예상 
배출량
(백만톤)

2011 18,686,672 31,404 48,988,833 80.26 73.67 

2012 19,145,765 33,071 49,083,184 78.87 72.39 

2013 19,580,640 34,834 49,162,816 77.39 71.12 

2014 19,994,379 36,725 49,227,451 75.82 69.83 

2015 20,376,636 38,767 49,277,094 74.12 68.53 

2016 20,773,467 
40,705
(39,155) 

49,311,793
72.73
(74.60) 

67.37
(68.31) 

2017 21,134,815 
42,741
(39,546) 

49,332,392
71.27
(74.97) 

66.23
(68,08) 

2018 21,482,630 
44,878
(39,942) 

49,340,350
69.80
(75.30) 

65.09
(67.85) 

2019 21,817,583 
47,122
(40,341) 

49,337,991
68.32
(75.58) 

63.97
(67.60) 

2020 22,139,643 
49,478
(40,745) 

49,325,689
66.83
(75.83) 

62.86
(67.37) 

  주: *구매력지수(Purchase Power Parity)
자료: 1) 예상차량등록대수: 이성원 (2008)
  2) 장래인구: 통계청

3) 예상 1인당 GDP: 국제통화기금(IMF, 2010)

차량등록대수와 1인당 GDP 관계를 활용한 식 

(1)을 적용한 결과, 2020년에는 교통부문에서 약 67

백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DP와 

인구와의 관계를 활용한 식 (2)를 적용한 예상 배출

량은 약 63백만 톤이다. 이는 교통부문의 BAU 배출

량을 121백만 톤으로 가정할 경우 감축 가능한 양

이 각각 54백만 톤 혹은 58백만 톤이나 됨을 의미한

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

표량 34.50백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양이다. 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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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1인당 GDP가 충분히 증가한다면 온실가스 감

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GDP가 상승할수록 연비가 좋은 신차 비중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GDP가 높은 유

럽의 국가들처럼 철도, 대중교통 등에 대한 체계적 

시설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교통부문

의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나 인구는 대체로 소폭

의 증가, 혹은 정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나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 증가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 

한편 GDP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 경우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1인당 GDP 1%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GDP 성장률이 충분히 크지 않거나 GDP가 늘어나

더라도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나 차량 이용 의존을 

낮추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통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

 

 

Ⅳ.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에 의한 배출량 
예측 및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를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

라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배출 원단위를 갖게 

될 경우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가

장 낮은 독일 수준의 배출 원단위를 갖게 될 경우

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을 분석한다.

<표 3>은 자료 획득이 가능한 OECD 29개국의 

2007년 기준 수송실적당, 1인당, 1인 GDP 당,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비교하고 있다. 여

기서 수송실적은 OECD(1999)의 연구에서 나온 

Traffic Unit 2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단위는 여객 

부문의 수송실적과 화물부문의 수송실적을 합산한 

단위로 ‘(백만인-㎞× 0.1)+백만 톤-㎞’로 나타낸다. 

OECD 평균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적용

하여 202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는 

경우 <표 4>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

난다. 인구기준 원단위로는 약 177백만 톤, 차량등

록대수 원단위로 약 142백만 톤, GDP 원단위로 약 

194.3백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실적

당 원단위로는 212.3백만 톤이 배출된다. 이들 수치

는 모두 우리나라 2020년의 기준 배출량 (BAU) 121

백만 톤보다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

을 것임을 의미한다. 독일은 2000년 이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나타낸다. 

만약 우리나라가 2020년 독일 수준의 교통부문 온

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표 5>와 같이 계산된다. 

즉, 우리나라가 2020년 독일처럼 소득이 증가하

고,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지속가능한 도시구

조로 변화한다면, 1인당 배출량 원단위 기준으로 약 

91백만 톤, 차량 한 대당 배출 원단위 기준으로 약 

65백만 톤,  1인당 GDP 원단위 기준으로 약 218백

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실적 원단위 

기준으로는 52.9백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가 교통부문에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배출량 원단위 수준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2020년 BAU와 비교할 때 30백만 톤에서 60백만 톤

의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독

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가 추가

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

재량이 아직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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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출량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인구
(천명)

일인당 GDP 
(ppp)

수송
실적당 
배출량

1대당
배출량
(톤/대)

1인당
배출량
(톤/인)

1달러당
배출량

(톤/달러)백만톤 순위

미국 1953.62 1 250,852 301,290 45,489 317.0 7.79 6.48 42,947

일본 276.38 2 50,162 127,771 33,626 590.1 5.51 2.16 8,219

캐나다 168.34 3 19,692 32,927 38,500 - 8.55 5.11 4,372

멕시코 159.67 4 25,686 105,790 14,004 463.4 6.22 1.51 11,402

스페인 152.24 5 27,593 44,874 31,586 3,707 5.52 3.39 4,820

독일 151.9 6 51,542 82,257 34,391 240.3 2.95 1.85 4,417

이탈리아 141.76 7 40,334 58,880 30,381 491.8 3.51 2.41 4,666

프랑스 136 8 37,361 61,938 32,686 382.5 3.64 2.20 4,161

영국 130.8 9 32,348 60,975 35,669 581.0 4.04 2.15 3,667

한국 100.8 10 16,428 48,456, 24,801 563.3 6.14 2.08　 4,064

네덜란드 96.67 11 8,474 16,381 39,225 916.7 11.41 5.90 2,464

호주 90.07 12 13,729 21,072 37,565 233.6 6.56 4.27 2,398

벨기에 57.56 13 5,815 10,622 35,382 768.5 9.90 5.42 1,627

터키 54.02 14 9,692 73,876 12,993 1,138 5.57 0.73 4,158

폴란드 44.32 15 17,307 38,116 15,989 167.1 2.56 1.16 2,772

그리스 35.63 16 6,081 11,193 28,423 1,663 5.86 3.18 1,254

스웨덴 31.02 17 4,839 9,148 36,603 98.8 6.41 3.39 847

오스트리아 25.6 18 5,129 8,300 37,119 514.1 4.99 3.08 690

스위스 20.71 19 4,260 7,551 41,101 328.2 4.86 2.74 504

덴마크 19.96 20 2,767 5,457 35,961 787.7 7.21 3.66 555

체코 19.51 21 4,902 10,323 24,027 258.4 3.98 1.89 812

뉴질랜드 18.21 22 3,083 4,228 27,431 - 5.91 4.31 664

노르웨이 17.63 23 2,281 4,709 53,477 609.8 7.73 3.74 330

아일랜드 17.45 24 2,344 4,339 45,027 904.1 7.44 4.02 388

핀란드 16.61 25 2,990 5,289 34,718 380.6 5.56 3.14 478

헝가리 13.67 26 3,504 10,056 18,754 369.2 3.90 1.36 729

룩셈부르크 7.76 27 349 476 79,793 6,467 22.23 16.30 97

슬로바키아 6.69 28 1,679 5,398 20,079 217.8 3.98 1.24 333

아이슬란드 1.62 29 240 311 35,697 2,842 6.75 5.21 45

인도* 133.25 - 13,922 1,136 2,753 - 9.57 0.11 48,402

브라질* 162.08 - 25,596 191 9,570 - 6.33 0.84 16,936

중국* 487.44 - 60,307 1,331 5,345 - 8.08 0.36 91,195

  주: 인도, 브라질, 중국은 추가된 개발도상국임.
자료: ITF (2010)

<표 3> OECD 주요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비교

1) 다만 1인당 GDP당 비교에서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인당 GDP 1달러당 교통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의 해석은 국가의 산업
구조 등을 비교해야 하며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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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우리나라 원단위 

(2005)
OECD 평균 원단위 

(2005)
우리나라 2020년 
경제지표 전망

OECD 평균 원단위 
적용 시 우리나라 2020년 

배출량 예측(백만톤)

BAU
(121백만톤)와의 

차이

인구 2.08톤/인 3.59 톤/인 49,325,689인 177 -55.7

차량등록대수 6.14톤/대 6.44 톤/대 22,139,643대 142.5 -21.2

1인당 GDP 4,064톤/달러 3,926. 톤/달러 49,478달러 194.3 -73

수송실적 563톤/traffic unit  963톤/traffic unit 220,558 traffic unit* 212.3 -91.3

  주: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내부 자료(2010)

<표 4> OECD 국가의 평균 원단위 적용

경제지표
우리나라 원단위 

(2005)
독일 원단위 

(2005)
우리나라 2020년 
경제지표 전망

독일 원단위 적용 시 
우리나라 2020년 

배출량 예측(백만톤)

BAU
(121백만톤)와의 

차이

인구 2.08톤/인 1.85톤/인 49,325,689인 91.09 30.21

차량등록대수 6.14톤/대 2.95톤/대 22,139,643대 65.25 56.05

1인당 GDP 4,064톤/달러 4,416톤/달러 49,478달러 218.54 -97.24

수송실적 563톤/traffic unit 240톤/traffic unit 220,558 traffic unit 52.9 68.4

<표 5> 독일의 원단위 적용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에서 제시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2020년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된 일본·독일·영

국 등과 비교한 후,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횡단면 모형을 

개발하여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OECD 국가의 교통부문 온실가

스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가늠하여 보았다. 주

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일본·독일·영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국가별 교통

체계와 이용행태가 상이하여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구와 1인당 GDP 혹은 차량등록대수와 1

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 예측 모형에 의하면 교통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은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인

구 혹은 차량대수가 증가하면 늘어나는 경향이 나

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인구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1인당 GDP는 과거의 추세를 따를 

경우 성장률은 낮더라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 기본계획에 의한 구체적 교통정책과 사업

이 추진될 경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

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GDP와 차량

등록대수, 인구 등을 갖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한 예측모형에 근거할 

때 정부가 발표한 34.50백만 톤 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GDP, 차량 

1대당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OECD 국가

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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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은 이미 OECD 국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등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나라보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

대적으로 높다. 가령, 수송실적당 교통부문 온실가

스 배출량이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교통정책을 지

속적으로 펼칠 경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현재 목표보다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큼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교통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선진국들이 나타내는 교통 

인프라, 차량 구성, 교통행태 등을 벤치마킹하고 개

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독일, 영국, 프랑

스, 일본 등 현재 1인당 GDP가 높고 교통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나라들은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차량의 연비

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높으며, 보행·자전거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의 통행비중도 높은 편이다. 따라

서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GDP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는 교통 인프라의 공급 수준과 차량 이

용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가별 차량통행의 증가 가

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 더불어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잘 갖춘 나라의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이 도로교통 중심의 

국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투자가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차량등록

대수, 1인당 GDP 이외에 국가 산업구조 등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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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내․외적 요인에 의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저항(이하 스트레스)을 받게 된다. 교

통서비스개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적게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요인과 그 정도를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현실성 있게 반영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같

이 인식에 기초를 둔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의 한계성 개선을 위해 생체지표를 활용한 스트레스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제

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통근 시 교통수단별 이용 환경 조건에 따른 스트레스의 요인과 요인별 

스트레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체지표로는, 신체적 부하 지표로 mean RRI, mean HR, 심리적 부하 지표로 LF/HF, 총량적 지표로 RR 

triangular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지표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설정된 통근 환경, 즉 일산 킨텍스와 서울 시청간 통근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하철·승

용차·버스 순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시 승차, 환승, 접근, 대기 순으로 스

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내 혼잡도, 통행시간, 급정차 등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도 파악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체지표를 이용한 스트레스 평가 방법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의 차이를 반영한 양적 ․ 질적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인, 심박변동, 생체지표, 교통서비스 개선  

When people use transportation, they get stressed due to inner and external factors. It is important to reduce 
transportation user’ stress so as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services and upgrad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o achieve this, factors and the degree of stress should be identified accurately, and the results should be 
reflected to policies realisitically. But exist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user satisfaction surveys, is difficult 
to identify objective stress. It is also difficult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study, as a way to overcome limitations of qualitative analysis, stress evaluation method using bio-index 
is proposed. And this study measure and analyze commuting stress by mode and condition by using bio-index.  
Mean RRI, mean HR are designated as physical indicators, LF/HF are designated as psychological indicators, 
and RR triangular is designated as total gross indicator. These indicators makes a quantitative analysis possible. 

Stress level is analyzed to be low in the order of subway, bus and car in an experiment conducted for commuters 
between KINTEX, Ilsan and Seoul City Hall. And boarding stress is higher than transfer stress, approach stress, 
and waiting stress. Also, stress level by vehicle crowdedness, travel time, and sudden stop is also analyzed.

It is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devised in the study will be used widely for transport services 
improvement policies by reflecting individual's different level of stress based on differ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 Keywords : Stress, Stressor, HRV (Heart Rate Variability), Bio-index, Improvement of Trans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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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정 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의 구현

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

책들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는 국정 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실천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하(이하 스트레스)의 요인과 정도를 가능

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현실

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스트레스 파악은 주로 이용자 만

족도 조사 등 인식에 기반을 둔 정성적인 방법에 의

존해 오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스

트레스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스트

레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파

악되지 못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 이용 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

한 객관적인 파악이 불분명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

들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근 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구축하고,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교통수단별(노선버스, 전철, 승용

차) 이용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에 따른 스

트레스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Ⅱ. 기존 연구 고찰 및 차별성

1. 기존 연구 고찰

 

가. 심리적 연구

스트레스 관련 심리적 분석 연구들은 주로 의학

과 심리학,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나 조

직사회에서의 관계, 인간 개인의 속성 등에 따라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들로서 사회심리학

적 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다.

탁영란 외(2009)는 “경관선호가 스트레스 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생리․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본래의 형평 상

태로 복원, 또는 회복됨에 있어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심리적 상태의 회복 정도가 달라진다는 학설을 입

증하기 위하여 심리적 불안상태, 즉 스트레스 상태

에서 긍정적 인지 혹은 주의 전환을 통해 정서 상태

를 조절하여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분석하였다. 

유지수 외(2008)는 “한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느끼게 

되는 심리·사회적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 진

로 선택과 장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하여 일반대학생이 아닌 간호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

발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트레스 관련 심리적 연구들은 주로 의학·심리

학 분야에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나 

자기보고식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피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다소 정성적인 연구방법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지역집단, 환경

요소, 인간관계 및 조직 사회의 업무 관련, 인간 개

인 등으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나. 환경적 연구

환경적 스트레스 분석 관련 연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요소 자체를 지표로 측정하는 연구방

법으로 이공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교통 관련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SP 기법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중 측정 가능한 지표들에 의한 분석이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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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안광무·이순철(2002)은 “출퇴근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 분석”을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시 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출퇴근의 객관적 장애요인인 

혼잡과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혼잡 상황에서 스

트레스 대응 행동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정도 및 수준이 지역별로 다를 것이란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출퇴근시 장애는 운전자의 지각과

는 무관한 자극으로서 운전시간, 이동거리, 대기오

염 등의 객관적 장애와 운전자의 인지적·감정적 처

리 과정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 출퇴근시 혼잡, 이동

의 싫증, 교통신호에 의한 속도 감소 등의 주관적 

장애로 구분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행동은 스트레스의 원천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근본 문제를 

다루게 되는 정보 추구, 행동 변화 과정, 예방책 등

의 직접 대응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의한 불편을 적게 경험하도록 하는 감정적 지지 추

구, 자기 비난, 기도 등의 간접 대응 행동으로 나누

어 리커트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계량화를 위한 환경적 접근방법으로는 객관적 

혼잡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거리를 이용

한 혼잡도 산출이 적용되었으며, 대응행동과 혼잡

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 및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차동득 외(2010)는 “환승경로의 적정성 평가를 위

한 모형개발”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환승센터의 

두 수단간 환승거리의 상대적 적정성 평가”의 제약

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가 환승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의 정신적 체감 부하인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루

고 있지는 않으나,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이 스트레

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SP 조사에 의

한 정성적 측정이 아닌 계량화를 추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환승 만족도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이는 이용자가 느끼는 환승의 거

부감, 혹은 이용 관련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전

제하에 환승시설의 이용자가 주 교통수단을 이용하

기 위해 접근 교통수단으로부터 환승하는 이용객들

이 느끼는 환승경로의 체감 환승거리를 이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 생체적 연구

생체적 연구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체의 변화가 

발생되면, 이를 감지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을 분석

하는 연구방법으로 생체변화 측정 기기의 발달로 

최근 들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교통과 관

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적 연구의 가장 선도적

인 국가는 일본으로, 도시 및 교통분야의 스트레스

학회를 중심으로 생체변화 계측을 통한 교통분야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양희경 외(2009)는 “패치형 바이폴라 심장활동 모

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스트레스 상태의 HRV 평

가” 연구를 통해 패치형 심장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Heart Activity Monitoring System, HAMS)을 개발하고, 

측정된 심전도 신호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여 

HAMS를 이용하여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스트레스 

측정 부분 포함)가 가능함을 입증하여 향후 건강 모

니터링 시스템으로의 활용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심장박동의 변동에 반영되는 자율신경계 

활동으로부터 신체적인 부하는 물론 정신적 부하인 

스트레스 상태도 평가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Kashima(2010)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서

의 HRV 측정” 연구를 통해 넓고 잘 정비된 도로에

서의 통행과 좁고 장애물이 많은 일반 보조간선도

로에서의 통행에 있어 심박의 변화를 측정하여 어



생체지표를 이용한 통근 스트레스 측정 및 분석

 83

떤 도로의 이용이 운전자 스트레스가 더 심한가를 

분석하였다. 

동일 피실험자에게 패치형 HRV 측정장치를 부

착시키고, 동일한 출발 목적지에 대해 운행경로를 

넓으나, 혼잡이 발생하며, 통행시간이 더 긴 노선과 

좁고, 보행/자전거와 혼재되지만 통행시간은 짧은 

노선에 대해 운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차이의 실

증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 스

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Kin(2010)에 의한 “자전거도

로 공간에서의 스트레스 평가”로서 일본의 자전거 

도로의 형태별 자전거 이용자의 심박 변화(RRI)를 

측정한 생체적 스트레스 분석 연구가 있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Bicycle Lane on 

Pedestrian), 자전거 도로(Bicycle Lane), 자전거 전용도

로((Bicycle Track)로 구분하여 피실험자가 패치형 측

정기기를 부착하고, 직접 일정 구간을 자전거로 운

행하며, RRI 변화에 대한 사건을 비디오 촬영 및 판

독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에서 스트레스의 양이 

가장 높은 것은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이며, 자전

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

레스를 주는 요인은 보행자와의 상충, 장애물 통과

나 회피를 위한 주행, 도로 구조물(Street Furnitures), 

주변 차량의 통행속도, 차도와의 거리 등으로 나타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리듬의 변화를 측정하

는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차 간편해지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교통수단별 이용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는 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부하를 스트레스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체감 부하를 만족

도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나 보행거리, 대기시간 등 직접적인 환경여건 자체

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인식적 방법론으로는 이용

자가 체감하는 부하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나아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정책의 검

증 실효성을 확보가 데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복수의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이용수단 단계별로 교통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stressor)과 체감 스트레스를 생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서 기

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근시 교

통수단별 스트레스의 수준을 비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교통수단이, 그리고 어떠

한 이용단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즉 이용 상황별 스트레스를 파악 

가능하도록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Ⅲ. 스트레스 메커니즘과 통근 스트레스의 
요인

1. 스트레스 메커니즘

스트레스(stress)는 스트레스 요인(stressor)에 대항

하기 위한 심신의 변화과정을 뜻한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면 긴장, 흥분, 각성 또는 불안과 같

은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 하고, 원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반작용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신체는 생리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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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쟁을 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회피하게 된다. 

생체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극(stress event)을 

받으면 대뇌 중추에서 자극의 크기나 자신의 적응 

능력에 대하여 자기평가(appraisal)를 실시하고, 자기

평가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한 자극이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체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으

로부터의 자극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치가 발동하고 

[네거티브한 정동반응(情動反應)], 나아가 다양한 생

리적,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등 당해 과정에서 전 

단계로의 피드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참조).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면서 혈압,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하게 된다.

환경유행인자(stressor)로부터의 

자극 (1) stressor 

event

자극이나 응능력의 

평가(어 이 )
  

(2) appraisal

스트 스 

자각

포지티 한 

평가

네거티 한 정동(情動)반응
 

(3) adaptation
생리 ․행동  반응

신체질환의

기증

정신질환의

기 증

자료: Cohen et al.(1995)

<그림 1> 스트레스 적응 프로세스 개념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지

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스트레스는 중요한 건강 위험 인자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잘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근 스트레스의 요인

교통수단 이용 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기본적

인 체감 요소들로는 온도, 소음, 흔들림, 운동량, 소요

시간, 쾌적성, 불안감, 청결성, 혼잡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체감 요소들이 집을 나와 목적지까지 이동

하는 일련의 과정상에서 자연환경, 차량, 이동로, 운

행 서비스, 승차 환경,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

건 등의 상태에 따라 이용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

도가 상이하게 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용과정을 크게 4단계로 정리

할 수 있다. 즉, 집에서 나와 정류장(역)까지 이동하

는 접근과정,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과정, 승차하여 

이동하는 이용과정, 다른 수단이나 노선으로 갈아

타는 환승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이용과

정에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접근과정 ː접근거리(시간), 접근수단(도보, 자전

거, 승용차 등), 접근환경(도로상태, 혼잡도 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

② 대기과정 ː대기시간, 정시성, 도착 정보의 유무, 

대기 장소의 쾌적성 등에 따른 스트레스

③ 이용과정 ː승하차의 편리성, 차내 혼잡도, 좌석

/입석, 신속성, 난폭운전, 차내 쾌적성(온도, 소음 

정도, 청결도 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

④ 환승과정 ː환승거리(시간), 환승 편리성, 혼잡 /무

질서 등에 따른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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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중교통이용 과정 및 스트레스 요인  

Ⅳ. 스트레스 측정방법의 구축

1. 스트레스 측정 유형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활용 지표와 측

정 방식에 따라 크게 환경적, 심리적, 생체적 측정

방법으로 구분된다.

환경적 측정방법은 스트레스의 요인 자체의 값

을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부하는 고려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관측 가능

한 지표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환승 스트레스를 대기시간, 접근거리 등으로 표현

하고, 차내 스트레스를 혼잡밀도, 소음 데시벨, 온도 

등의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지표값이 명확하

고 산정방법이 간단하여 스트레스 요인들의 양적 

현황 파악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중교통서

비스 개선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용시의 이용자 부

하 감소를 위한 효과 파악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

심리적 측정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

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피설문자가 느끼는 상황

에 대하여 만족도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커트 5점, 7점, 혹은 10점 척

도에 의하여 개별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

고,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만족도 값을 산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다. 

조사방법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조사군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리커트 척도

간의 명확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표본 

및 조사시간 등이 소요되며, 표본오차와 비표본오

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사 여건이 변

화하였을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객관

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2)

심리적 측정방법은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계

획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 수립과 계획실시 

1) 예를 들어 5분 대기하는 개별 이용자가 체감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2) 예를 들어 동일 상황 하에서 조사 상황에 익숙한 피조사자와 그렇지 않은 피조사의 동일 요소에 대한 체감 부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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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혹은 사후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

재한다.

생체적 측정방법은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적으

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생체적인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한 생체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

는데, 이때 이 생체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 환경 및 심리적 조사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측

정이 가능하며, 물리적인 계량화가 가능하고, 반응

의 실시간 기록이 가능하며, 심리 활동의 시간경과

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심리 사상(事象)을 

뇌나 신경 기능과 연계하여 의식하고 있지 않은 

자극에 관하여 측정이 가능하며, 육안으로 확인 불

가능한 행동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 스트레스 지표 및 측정 방법

스트레스 측정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앞에

서 언급한 측정방법 가운데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

이 가능한 생체적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한다. 

생체적 측정방법으로는 혈액조사, 타액조사, 뇨

조사, 뇌파측정, 혈압측정, 심박변동, 맥파, 호흡활

동, 피부전기활동, 피부온도, 안구운동 측정 등의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스트레스 측

정 방법으로는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3), 설문

지 평가4), 심박변동(Heart Rate Variability, HRV) 파라

미터5) 측정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생체적 접근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

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심박변동

(HRV)을 이용한 측정방법을 채택하였다.

심박변동지표 분석방법은 스트레스 요인의 작용

을 받은 자율신경에 있어서 교감신경계의 활성 정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심전도 R파의 변동 데이터

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의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되고 있으며, 측정 장치의 소형화, 휴대화로 통근환

경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측정 지표는 신체적 활동량에 의한 스

트레스, 주파수 영역에 해당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의 총량6)으로 구분하여 각각 mean 

RRI, mean HR, LF/HF, RR trianglar index를 선정하

였다.

RRI는 심전도의 R파와 R파 간격(Interval)의 평균

값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면 RRI가 단축되고 이

것이 긴장감 혹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가 된다. 즉, RRI가 짧으면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그림 3> 스트레스와 심박변동의 관계

3) 코티졸 호르몬 측정으로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질병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가 증가된다.

4) 불안, 스트레스란 긴장, 두려움, 신경 쓰임, 걱정 등으로 표현됨과 동시에 자율신경계의 활성화나 각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주로 상태‧기질 불안(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조사에서 상태불안 척도(S-Anxiet)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5) 심전도의 신호로부터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R파 피크를 검출하여 이를 활용하여 HRV 분석을 통하여 측정을 한다. HRV 분
석법은 크게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 분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영역 분석법은 통계적 분석법과 기하학적 분석법으로 나눌 
수 있다. 

6) 총량 지표는 어떤 행동이나 환경에 따른 총 스트레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구간을 승차한 경우라도 소요
시간의 차에 따라 스트레스의 총량은 차이가 발생 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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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mean HR은 1분 동안의 심박수로 mean RRI의 역

수 형태가 된다. mean HR의 값이 크면 클수록 긴장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주로 운동량에 의한 신

체적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LF/HF는 심전도의 주파수 LF(Low Frequency 

domain)와 HF(High Frequency domain)의 비로 단기간

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F

는 0.05~0.15Hz 심박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

두에 해당하는 상태이며 HF는 0.15Hz 이상의 부교

감 신경에 움직이는 상태이다. 즉, LF/HF가 클수록 

교감신경이 반응하는 상태,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

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스

트레스는 교감신경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

에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

용되고 있다.

RR trianglar index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 구간

에 있어 생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총량을 나타내

는 지표이다. RR triangular index는 NN 데이터를 8ms

의 간격으로 구분하여 빈도수를 계산하면 RR 간격

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인 

히스토그램의 모양은 가우스 분포와 유사한 종모양

의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모양의 변화는 RR

간격의 시간에 따른 분산의 변화에 의하며, 이는 자

율신경계의 반응을 의미하게 된다. 

스트레스 총량은 일정 시간/구간에서 이용자가 

받는 통근 스트레스의 총량을 나타낸 것으로써 RR 

triangular index의 최소값을 부하가 없는 상태 지표

(베스라인)로 설정하고, RR triangular index와 베이스 

라인과의 괴리 폭을 시간/구간 전체에 누적한 값을 

스트레스의 총량값으로 한다.

<그림 4> 심전도 RRI

 

<그림 5> HF, LF의 개념

<그림 6> RR triangular 지표

<그림 7> 스트레스 총량 지표 산출의 개념

7) 건강한 20대 남성의 릴랙스 상태에서의 심박수는 70~80회/분, RRI는 700~900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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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의미 해석방법 특성

① mean 
RRI

stressor에 
의한 

부하의 
평균적인

강도

수치 증가
= 부하 감소 

․ 측정시의 트러블 등에 기인
하는 에러값의 영향에 좌우
되기 어려운 지표

․ 지표의 산출도 비교적 용이
․ 주로 신체적 활동 스트레스
를 반영

② mean 
HR

수치 증가
= 부하 증가

③ LF/HF
수치 증가
= 부하 증가

․ 분석방법이나 조건 설정으로
값이 변동

․ 지표의 산출이 비교적 어려움
․ 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반영

④ RR 
triangula
r index

일정 
시간/구간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총량

수치가 큼
= 부하가 큼

․ 부하의 평균적인 강도를 나
타내는 지표

․ 베이스라인 설정하고 스트레
스 총량을 산출함 

․ 지표의 산출이 비교적 용이

<표 1> 스트레스 평가 생체 지표 및 특징

Ⅴ. 통근 스트레스의 실증적 분석

1. 조사 개요

이용자가 동일 출발지와 목적지를 버스, 지하철,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근할 때를 상정하여 실제로 

통근자의 이용행태와 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사하였

다. 통근 구간의 출발지점과 목표지점은 각각 일산 

대화동과 서울 시청 정문이며, 교통수단은 노선버

스(1000번), 지하철(3호선, 1호선), 승용차(1600cc)를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수단 노선버스(1000번), 지하철(1, 3호선),  승용차

기/종점 일산 대화동(KOTI) - 서울 시청 정문

조사시간대 07:30~09:00 (출근시간대)

표본규모 동일인 1명을 수단별로 실시(총 3회)

외부환경 기온(28~30℃), 맑음

조사전
피시험자 

상태

신장 183cm, 몸무게 84kg, 
혈압 94~136mmHg(안정상태)
심박수 64~79HR(안정상태)

<표 2> 조사개요

조사항목은 이용 환경 항목으로 기온, 날씨, 역

(정류장) 구간별 이동거리, 소요시간, 대기시간, 승

차인원, 하차인원, 정지횟수, 차내 온도, 차내 소음 

등이며, 피실험자 조사항목으로 혈압, 체중, 생체지

표 등을 선정하였다.

피조사자의 안정 상태를 확보한 후, 신체에 휴대

용 ECG를 부착하고, 대상 교통수단을 탑승(버스, 지

하철), 혹은 직접 운전(자가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

하고, 현장 환경 기록자가 신체에 휴대용 ECG를 부

착한 피실험자와 동승하여, 스트레스 요인별 변동 상

황을 구간별, 시간 단위별로 기록하였다. 또한 피시

험자는 버스 및 지하철 탑승 시 선채로 이동하였다.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노선의 거리와 소요시간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선거리는 약 30km 내외였

고, 이동시간은 약 90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이용실

태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8> 휴대용 ECG 장비

구분 노선버스 지하철 승용차

총거리(km) 29.2 33.8 32.7

총소요시간(분) 90 93 86

정류장수(개소) 15 23 0

정류장간 간격(km) 1.28 1.74 0

대기시간(분) 3 10 0

승차시간(분) 66 53 86

환승시간(분) 0 5 0

승차인원(원) 22~79 22~128 2

정지횟수(회) 33 23 14

흔들림 large medium small

차내 온도(℃) 26 24 26

차내 소음(dB) 76 69 71

<표 3> 교통수단별 이용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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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발 정류장 까지 접근 ② 대기

③ 버스 승차
(재차인원 22명)

④ 버스 승차
(재차인원 79명)

⑤ 지하철 승차
(재차인원 22명)

⑥ 지하철 승차
(재차인원 128명)

⑦ 지하철-지하철 환승 ⑧ 목적지까지 접근
(도보)

⑤ 승용차 도로(외곽) ⑩ 승용차 도로(도심)

<그림 9> 조사현장 현황

2. 노선버스 이용 시 스트레스의 특성 

승차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승객이 증가하고, 

차내 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RR 간격의 분산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감신경이 더 많

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시간영역에서

의 RR 간격을 이용한 자율신경활동의 반영은 다소 

감성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의 증

가에 의한 신체적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mean HR은 접근 시 101~104.5, 대기 시 109.6, 승

차 시 65.1~97.7bpm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값은 운동 부하를 주로 반영하는 지표인 것을 감안

할 때 접근과 이동시에 승차시보다 운동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10> 노선버스의 mean HR

LF/HF의 변화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동

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율신경계 활동변화는 버

스 안의 승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감신경의 활

동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승차시의 승

차 환경이 역과 목적지에 도보로 접근하거나 대기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승차 시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

은 환경에 처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이용자에게 부

담을 더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버스 승차 인원은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점차적

으로 증가하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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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선버스의  LF/HF

이 증가하면, 즉 재차밀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승차

인원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RR triangular index가 혼잡도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버스 

이용 시 RR triangular index에 의한 스트레스 총량은 

78.0이며, 이용단계별로 각각 접근 시 3.6, 대기시 

0.1, 승차시 7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2> 노선버스의 RR triangular index

입석과 착석의 경우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적으

로는 입석시의 RRI　mean이 696.2msec로 착석시의 

631.5msec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지표상에

<그림 13> 버스 승차인원수와 스트레스 총량

는 나타났으나, 본 조사 시의 환경적 상황 하에서 통

계적으로는 입석과 착석의 경우의 평균적인 스트레

스 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요
시간

행위 인원
정지
(회)

이동
(m)

온도
(℃)

소음
(db)

5 도보 0 　 355 30 87 

10 도보 0 　 355 30 84 

15 대기 0 　 290 30 92 

20 승차 22 2 1,795 29 78 

25 승차 43 4 1,530 30 63 

30 승차 52 3 1,486 28 65 

35 승차 57 1 2,824 28 72 

40 승차 62 2 2,427 26 76 

45 승차 64 3 1,400 25 67 

50 승차 73 4 2,236 25 81 

55 승차 79 2 2,420 25 87 

60 승차 79 2 2,420 25 79 

65 승차 79 2 2,420 24 74 

70 승차 79 2 2,650 24 75 

75 승차 68 2 2,810 24 85 

80 승차 65 4 1,626 28 80 

85 도보 0 　 240 31 84 

90 도보 0 　 332 31 84 

소요
시간

Mean HR
(1/min)

Mean RRi
(msec)

LF/
HF

STD
RR

RR
tri

5 100.97 602.40 1.03 57.50 6.12 

10 104.54 577.30 0.98 25.90 3.43 

15 109.57 551.40 0.55 38.40 3.55 

20 96.71 631.50 1.56 38.30 6.57 

25 79.63 757.50 2.98 35.30 8.06 

30 76.35 790.00 4.23 41.90 7.08 

35 69.75 862.40 1.66 32.50 8.24 

40 72.68 843.30 1.83 46.60 8.45 

45 68.86 877.40 1.58 40.80 10.03 

50 72.11 839.40 2.88 54.70 11.13 

55 74.03 819.30 5.45 54.70 12.17 

60 70.41 859.20 1.75 47.40 11.06 

65 65.08 926.20 1.35 49.20 10.73 

70 69.91 868.40 1.80 48.80 9.58 

75 91.20 666.80 0.84 63.50 7.34 

80 97.66 631.00 1.57 72.70 8.46 

85 102.60 593.50 0.98 25.90 4.20 

90 104.54 556.00 0.78 40.30 3.53 

<표 4> 노선버스의 스트레스 지표 산정 결과
(일산 대화동 → 서울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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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 이용 시 스트레스의 특성

버스 이동수단과 유사하게, 실험 전후로 이동하는 

시간의 평균 심박보다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에

는 평균적으로 낮은 심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출발역까지 이동시에는 mean HR 이 

100bpm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기시 점차 감소하여 

98bpm 수준이 되었다가 승차시 차츰 감소하여 

80bpm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하차하여 목

적지까지 접근 시 다시 100bpm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운동 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는 비록 

승차 시간이 접근(도보)의 경우보다 수배 이상 길었

지만 신체적 스트레스는 운동량이 많은 접근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처럼, LF/HF의 변화 추이

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를 단정적으로 파악하

기는 어렵다. LF/HF는 승차 전에 증가하고, RR 

triangular index는 승차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접근, 대기 시 

증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승차 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와 유사하게 시

간이 지나면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승객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체 측정 시간동안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단기

간의 변동을 반영하는 시간영역에서 RR triangular 

index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16>과 같다. 

지하철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내 승차 

인원(혼잡도)이 증가하게 되면 서서히 반응하여 증

가하다 최고의 혼잡도를 나타내는 동안에 지표가 

최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버스

와는 달리, 객차 공간이 넓은 점이 반영되어 일정한 

차내 혼잡도를 넘기까지는 실제로 피검자가 스트레

스를 느끼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14> 지하철 mean HR

<그림 15> 지하철 LF/HF

<그림 16> 지하철 RR triangular index

RR triangular index에 의한 스트레스 총량은 62.7

이며, 이용 단계별로 각각  접근 7.3, 대기 2.1, 승차 

51.3, 환승 2.0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승차 인원수의 범위(128명) 내에서는 승차

인원수와 스트레스의 양은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하철의 경우 차내 공간 규모와 비교하여 128

명의 승차는 차내 혼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 128명 이상 승차하여 어느 

수준 이상 차내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가 받

는 스트레스의 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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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하철 승차인원수와 스트레스 총량

소요
시간

행위 인원
정지
(회)

이동
(m)

온도(℃) 소음(db)

5 도보 0 　- 280 26 75 
10 도보 0 　- 280 26 84 
15 도보 0 　- 280 28 65 
20 대기 0 　- 387 26 72 
25 대기 0 　- 565 26 70 
30 승차 22 2 569 24 72 
35 승차 37 2 3,151 24 67 
40 승차 50 2 3,207 22 67 
45 승차 59 1 3,896 24 73 
50 승차 77 1 4,960 23 75 
55 승차 81 2 3,494 23 67 
60 승차 88 2 2,720 23 68 
65 승차 106 2 3,259 25 65 
70 승차 146 3 2,782 25 69 
75 승차 128 3 3,230 25 70 
80 대기 0 　- 741 25 76 
85 승차 53 3 943 25 74 
90 도보 0 　- 806 25 65 
95 도보 0 　- 91 27 72 

소요
시간

MeanHR
(1/min)

Mean RRi
(msec)

LF
/HF

STD
RR

RR
tri

5 94.77 636.00 1.55 27.80 7.05 
10 95.24 632.10 4.49 19.00 5.59 
15 101.91 589.70 4.00 13.70 4.65 
20 105.26 570.60 3.50 13.10 3.63 
25 98.51 611.00 3.30 21.90 5.71 
30 89.35 674.30 2.52 24.20 6.64 
35 86.29 699.20 1.37 35.70 7.43 
40 86.05 699.40 1.30 31.10 6.60 
45 83.31 726.40 1.34 47.70 10.69 
50 81.19 741.40 1.83 30.40 8.83 
55 81.30 743.00 4.85 39.30 10.36 
60 82.68 730.20 5.88 40.10 11.08 
65 79.62 756.60 4.24 39.20 10.15 
70 81.87 735.50 2.69 29.30 6.71 
75 89.40 674.00 2.73 27.20 6.94 
80 97.88 618.40 2.97 29.30 5.65 
85 95.76 630.00 1.32 27.90 5.74 
90 104.89 581.10 4.63 18.30 3.77 
95 98.15 615.70 4.27 16.30 4.41 

<표 5> 지하철의 스트레스 지표 산정 결과
(일산 대화동 → 서울 시청)

4. 승용차 이용 시 스트레스의 특성

조사에는 1600cc 프라이드 차량을 사용하였다. 출

근 시간대인 7시 40분 출발지인 대화동을 출발하여 

자유로, 신촌, 광화문을 거쳐 서울 시청까지 이동 

하였다. 자유로 구간은 신호정차 없이 평균 40㎞/h

로 주행하였으며, 신촌 부근부터는 잦은 신호정지

와 정체로 평균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하여 평균 속

도가 15㎞/h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연세의료원 

부문에서는 매우 심각한 정체를 보였다. 광화문부

터는 부분적으로 평균 시속 10㎞/h 미만의 속도를 

나타냈다.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의 심박변화를 보면, 

<그림19>와 같이 출발 초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는 심박의 변동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 후 mean RRI는 700~800msec, 

<그림 18> 승용차 mean RRI(msec)

<그림 19> 승용차 mea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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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HR은 80~100bpm 수준을 유지하였다. 운행 중

운동적 스트레스의 변화는 적게 나타났다.

LF/HF는 불규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유로에서 신촌으로 진입하는 구간과 정체

가 심한 연세의료원 구간에서는 LF/HF 지표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단기적인 

자율신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RR triangular index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교

감신경의 활동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행 시간 경과에 따라 스

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50분 경과 

이후부터 RR triangular index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승용차 LF/HF

<그림 21> 승용차 RR triangular index

소요
시간

행위 인원
정지
(회)

이동
(m)

온도
(℃)

소음
(db)

5 승차 2 1 5,698 26 72 

10 승차 2 0 6,864 25 78 

15 승차 2 1 3,452 25 72 

20 승차 2 1 2,163 25 65 

25 승차 2 1 1,248 25 66 

30 승차 2 0 1,106 26 72 

35 승차 2 0 4,199 26 73 

40 승차 2 0 1,321 27 74 

45 승차 2 1 507 26 73 

50 승차 2 0 40 26 71 

55 승차 2 1 576 27 79 

60 승차 2 0 1,689 27 69 

65 승차 2 2 747 27 70 

70 승차 2 2 503 27 66 

75 승차 2 1 777 25 68 

80 승차 2 3 431 25 74 

85 승차 2 0 1,115 25 65 

소요
시간

MeanHR
(1/min)

Mean RRi
(msec)

LF
/HF

STD
RR

RR
tri

5 100.19 603.60 0.67 42.60 6.05 

10 101.44 601.70 1.63 25.70 4.82 

15 85.98 699.30 2.04 23.90 5.93 

20 86.93 692.00 2.09 27.60 7.58 

25 87.37 689.20 3.12 31.60 7.00 

30 87.37 690.00 1.45 35.30 5.71 

35 87.54 688.80 1.67 36.00 7.60 

40 86.55 698.80 1.03 41.30 6.10 

45 85.12 710.10 0.95 45.90 7.17 

50 83.02 727.40 1.06 44.10 6.95 

55 83.70 725.80 1.23 47.90 8.79 

60 84.62 718.20 2.69 52.40 11.91 

65 81.21 750.10 1.03 58.00 10.78 

70 80.93 749.60 1.59 57.20 12.03 

75 83.85 723.30 1.79 60.30 11.22 

80 79.39 765.30 1.89 59.30 13.96 

85 81.10 750.70 1.04 63.90 13.69 

<표 6> 승용차의 스트레스 지표 산정 결과
(일산 대화동 → 서울 시청)

5. 종합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교통수단 이용 시 이벤트의 변화에 

따라 변화 직전과 직후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벤트가 진행함에 따라 다소 스트레스가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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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신

경의 활성화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확히 의미한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혼잡도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잡도 측면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

는 다르겠지만, 밀집된 공간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교감신경의 반응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 환경과 조건하에

서 교통수단별로 통근 이용 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

는 수단은 버스, 승용차, 지하철 순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총량(RR triangular index)은 각각 78.0, 65.4, 

62.7로 나타났다.

셋째, 대중교통이용 단계별 스트레스는 5분 단위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때 지하철의 경우 운동 스

트레스는 접근, 환승, 승차, 대기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스트레스 정도(mean HR)는 각각

619.2, 618.4, 592.1, 590.8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적 스

트레스는 대기, 접근, 환승, 승차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정도(LF/HF)는 각각 3.4, 3.3, 

2.9, 2.7 로 나타났다.

이용
단계

교통
수단

RRi mean
(msec)

mean HR
(bpm)

LF/HF
RR 

triangular
index

접근
(도보)

버  스 577.3~602.4 101.0~104.5 1.0~1.03 3.4~6.1

지하철 581.1~636.0 94.8~104.8 1.6~4.63 3.8~7.1

대기
(입석)

버  스 551.4 109.6 0.6 3.6

지하철 570.6~611.0 98.5~105.3 3.3~3.5 3.6~5.7

승차
(입석)

버  스 631.0~926.2 65.1~97.7 1.4~5.5 6.6~12.2

지하철 630.0~756.6 79.6~95.6 1.32~5.9 5.7~11.1

환승
(도보,대기)

승용차 601.7~765.3 79.4~101.4 0.7~3.1 4.8~14.0

지하철 618.4 97.9 3.0 5.7

total 551.4~926.2 79.4~105.3 0.7~5.9 3.4~14.0

<표 7> 교통수단별, 이용단계별 스트레스 지표값

Ⅵ.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교통부문에서는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스트레스의 개념을 생체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인본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

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정책 주체가 되는 인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며, 향후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인

간의 생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며, 생

체지표의 측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계량화하는 것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단별 ‧ 단계별 ‧ 스트

레스 요인별로 스트레스의 특성과 총량 분석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체지표를 활용한 스트레스의 평가는 기

존 공급된 서비스의 계량적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스트

레스의 차이를 반영한 서비스 양적 ․ 질적 개선 정책

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한 차량구조 개

선 체감 부하의 측정,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기준 및 보행자 ․ 자전거 등 비동력 수단의 시

설 기준 설정을 위한 신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측

정,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이용자 ․ 수단별 이용 체

감 스트레스의 측정, 적절한 배차간격, 요금, 서비스 

고급화 ․ 차별화 등 각종 운용계획의 적절성 검증을 

위한 기초 분석 자료의 제공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계량화 방법의 유용성을 검

증하는데 있어 제약된 조사 환경과 표본 규모에서 

제한된 실증적 조사 ‧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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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가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향후 관측값의 통계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사 표본의 설계 및 실증적 조사를 통한 지표값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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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ports an investigation into the acceptability of increased government funding for transport 

infrastructure improvements to help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in South Korea. To do this, we analyze the 

investment benefits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CV) technique, in 

Korea. The survey was designed rigorously to comply with the guidelines for best-practiced CV studies, and the 

respondents well accepted the hypothetical market. The mean monthly willingness to pay for the improv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toward the universal design is 5,726 Korean won per household, and the aggregated 

value to nationwide scale would then be 1,091.63 billion Korean won per year. The estimation results show how 

people appraise non-market services of public works, and can be used as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benefits 

in ex-ante analysis of public transport policy.

￭ Keywords :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Universal Design, Barrier-free, Contingent Valuation, Willingness to Pay

본 연구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이동

성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투자 편익을 측정하였다. CVM 적용의 전 과정은 문헌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가

이드라인들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설문지에서 제시된 교

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에 관한 가상의 시장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 가구당 월 평균 5,726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환산한 총 편익은 연간 약 1조 916억 원에 달하였다. 본 실증 연구에서 도출된 교통

약자 이동성 편의의 개선에 대한 총 편익은 향후 교통 관련 공공투자사업의 사전 분석에서 유의미한 정량

적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교통약자,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조건부 가치 측정법, 지불의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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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universal design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is rapidly spreading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ectors.1) Steinfeld and Maisel 

(2012) emphasized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which emerged from disability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1968), the Rehabilitation Act 

(1973), the Fair Housing Act Amendments 

(1988),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and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Goldsmith (1963) argued for designing for the 

disabled. The basic idea of this emerging trend is 

to design services, equipments and infrastructures 

that are accessible to, not just those who can use 

standard services, but as much of the population 

as possible, and further to supply specialized 

provision for those who cannot cope. During the 

past decade since the Convenience Improvement 

legislation in 1997, South Korea has also 

endeavored to improve public transport modes, 

passenger facilities and pedestrian environments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It could be an inefficient and expensive 

solution to improve the mobility standard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f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were the only beneficiaries. The 

universal design, however, strives to be a 

broad-spectrum solution that helps everyone, not 

just those with disabilities (Odeck et al., 2010; 

Feamley et al., 2011; Karekla et al., 2011). 

Therefore, the beneficiaries from the improvement 

of transport facilities and vehicles are not limited 

to the mobility disadvantaged, but comprise the 

general population. For example, low-floor buses, 

curb cuts, sidewalk ramps, elevators, and 

escalators are essential for people in disabilities 

but they are also used by the non-disabled. In 

addition, most improvements in passenger 

facilities and the walking environment for the 

transport disadvantaged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vest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into the improvement 

of transport facilities and the provision of 

transport services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Since the cost of a barrier-free 

project is usually extremely high, citizens will 

want to know what the benefits of investments 

for improving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will amount to.2) For most 

transportation projects of the governmen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s  mandatory in 

Korea. 

At present, governments are often blamed for 

the waste of tax money and the lack of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It is also 

expected that many citizens will criticize 

barrier-free projects for a waste of budget unless 

they are carried out on the basis of an informed 

estimation that they will generate social benefits. 

In addition, since projects of other sectors, such 

as defense and social security, compete for 

limited budgets against barrier-free projects, it is 

critical to objectively estimate their investment 

1) Experiences with accessibility laws led Ron Mace, Ruth Hall Lusher and others to recognize the need for a different approach to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which they termed universal design. (Steinfeld and Maisel, 2012:27). 

2) Barrier-free is a synonym of universal design in the transport sector. Generally, barrier-free is often used in German and Japan but 
universal design is mainly used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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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Like other projects, barrier-free projects 

are also required to take a budget process and are 

under budget constraints; they need to go through 

these processes so that they can be funded by the 

government.

Since it is essential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value of barrier-free projects, it is simply 

insufficient to argue for the necessity of 

barrier-free projects on the mere ground that they 

help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freely move 

around cities. To implement barrier-free project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how their positive 

effects to the public. This makes the monetary 

valuation of investment benefits on barrier-free 

projects a key element in the estimation. 

The benefit-cost analysis is a decision 

framework for government transport projects. 

Karekla et al. (2011) performed a cost and 

benefit analysis for London Underground's 

platform hump program, in which part of the 

platform is raised to minimize the vertical gap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train. They simply 

calculated the passengers' saving of boarding and 

alighting time as a benefit.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transport 

projects (Boyer and Dionne, 1987; Morisugi, 

2000; Lee, 2000; Sinha and Labi, 2007), but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of the 

monetary valuations of the benefit of barrier-free 

projects. Since their main benefit will be 

intangible, it is necessary to take a new approach 

to estimating the benefit of barrier-free projects.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has 

been extensively applied to wide range of 

transport externalities such as air pollution 

(Carlsson and Johansson-Stenman, 2000; Navrud. 

2001; Wardman and Bristow, 2004) and nuisance 

from traffic noise (Bateman et al. 2000; Maier et 

al., 2002; Walton et al., 2004). Yamaguchi and 

Kawakami (2007) estimated the values for both 

improvement of a sidewalk and barrier-free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children by 

employing CV technique. 

However, there has hitherto been no study 

which has applied the CV method in the field of 

transport policy for the disadvantaged at a 

national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willingness 

-to-pay (WTP) for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oward the universal 

design for the mobility disadvantaged and 

presents the aggregated value to South Koreans 

by using data collected from a nationwide survey.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public policy analysi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public policy analysis is used to measure what 

the social benefits and costs are for a given 

public program or policy. If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socially positive, the policy is deemed 

‘good’ under the potential Pareto efficient 

criteria.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investment benefits of 

barrier-free projects. It is arguable that such 

investments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should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social equity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Since the 

barrier-free projects compete for tax money 

against various investment projects of other 

sectors, such as housing and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benefits of 

barrier-free investments.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briefly describes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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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nd data and Section III presents the 

model for the CV study. The estimation results 

are given in Section IV. Lastly, Section V 

proposes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and 

explains the policy implications.

Ⅱ. Survey and Data

The diverse attributes of goods or services is 

generally valued through a revealed preference 

model if an explicit market exists. This not being 

the case f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we created a specific market by 

means of surveys using the CV method. One of 

the greatest advantages of the CV technique is 

that it allows us to include all types of values or 

benefits of improv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ch as use value, option value, and existence 

value, depending on whether they come from its 

direct use, its possible future use, or just knowing 

it, respectively (Turner, 1999).3) 

The CV method uses survey questions to 

elicit people’s preferences for typically public 

goods by finding out w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specified improvements in 

them (Mitchell and Carson, 1989).4) The 

creation of a hypothetical market is made 

through correctly prepared surveys and 

undertaken by specially trained personnel. To 

achieve this, the creation and preparation of the 

survey has to go through a period of different 

tests, including the use of focus groups and 

personal interviews. Pre-test surveys will allow 

any potential biases to be eliminated from the 

survey questions and the accompanying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The issues relating to the survey desig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5)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household heads whose ages range from 

20 to 60 as of October 2006.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well-trained 

interviewers. To draw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population, a professional survey firm 

extracted a stratified sample in 8 metropolitan 

areas, and then randomly selected respondent 

households within the areas, each of which was 

chosen on the basis of the ratio of populations 

and ages. The basic survey unit was not an 

individual but a household. Prior to the main 

survey, a pre-test was done with a focus group 

comprising 50 persons to determine the range of 

bid amounts for the dichotomous choice (DC) 

WTP questionnaires. Respondents were assigned 

randomly into 4 sub-groups, each of which was 

asked a different bid. The bids consisted of 20th, 

40th, 60th and 80th percentile of the WTP 

distribution - 2,000, 4,000, 6,000 and 10,000 

3) According to Turner (1999:24) existence value is a special form of altruism. The value of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the 
resource is related other’s use of the resource and their knowledge about its existence.

4) A blue-ribb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panel concluded that the CV method can produce estimates 
reliable enough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eterminations and presented several recommendations (Arrow et 
al., 1993).

5) Because the declared WTP value can bias a respondent’s ability to pay, careful design,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urveys 
are essential in CV studies. Therefore, the survey questions in this study were designed to conform to guidelines for CV studies of 
NOAA. Presently, the CV method has achieved prominence in the valuation of non-market goods and services to measure econom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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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n, respectively - following the 

technique suggested in Alberini (1995). The 

survey yielded 500 useable interviews, 9 

respondents of which were rated by enumerators 

as being of poor quality since they had not 

answered all the questions for analyzing their 

WTP.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are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491 interviews.

We presented the hypothetical market which 

covers transport means equipped with perceptible 

information system, no-step and low floors, and 

wheelchair locking devices; stations or terminals 

equipped with wheelchair lifts, elevators, braille 

blocks, and sanitary facilities; walk environments 

equipped with trimmed pavements, green zones, 

and traffic islands.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oposed market, the 

survey was communicated to respondents in 

simple terms and in detail with visual aids such 

as photographs and blueprints. Then respondents 

were asked whether they would be in favor of 

increased household taxation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Cummings et al. (1986) found that the choice 

of payment vehicle would seem to b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values derived with the 

CV technique. In this study the income tax was 

chosen as a payment vehicle for financing the 

public project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Respondents must be reminded that their WTP 

f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gram in question would reduce their 

expenditures for private goods or other public 

goods. It implies that there would be a budget 

constraint on their consumptions. This protocol 

was explicitly reflected in the WTP questions 

section.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the payment 

would be once a month for the next five years 

and the payment mechanism would be an 

increase of income taxes. The final wording of 

the WTP question was as follows:

“We would like to know how much your 

household is willing to pay your income tax f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your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please answer the next question 

sincerely. Keep it in mind that any money which 

you spend on improving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can’t be spent elsewhere and that this project is 

one of the public policies such as air, water, 

environment, etc. Any amount which you offer 

will only be spent on improving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othing else. Would your 

household be willing to pay [Specified Amount] 

in the form of increase in income tax each month 

for the next five years for improvement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Ⅲ. Model Specification

The present research employed DC-CV surveys 

based on the utility difference model used by 

Hanemann (1989). The DC question asks the 

respondent to accept or reject a suggested bid for 

a given change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en each respondent is presented with a bid 

(A), there are two outcomes: YES or NO. Given 

the assumption of a utility-maximizing 

respondent, for respondent   , the 

log-likelihood function of the DC model takes the 

explici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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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where   is the probability of NO 

response to , and 
  (ith respondent’s 

response is YES) where ∙  is an indicator 

function, which is one if the argument is  

true and zero otherwise. Following the practice  

of previous studies, we formulated 

   exp   .
The objective of conducting a CV study is 

frequently to obtain a welfare measure such as 

the mean (or truncated mean) WTP. To this end, 

we employed the mean WTP formula, which is 

calculated a/b, provided by Hanemann (1989). 

The bid amounts used to elicit WTP were 

selected from the initial pre-test of the WTP 

survey as discussed earlier. 

Ⅳ. Estimation Results

1. WTP Model without Covariates

As seen in Table 1,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high response rates. Only nine respondents 

of the sample refused to answer any of the 

questions. Among the valid answers, 251 

respondents accepted proposed bid amount and 

the others didn’t. The survey also captured 

verbatim the motives why the households 

rejected paying f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for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The main reasons were lack of 

money (64%), lack of awareness of its need 

(22%) and objection to or rejection of the 

valuation scenario (8%). 

Bid amount
(Korean won)

Responses
Valid answers

YES NO

2,000 91 35 126

4,000 67 58 125

6,000 44 75 119

10,000 49 72 121

Total 251 240 491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ses at different bid 
amounts

Note: Bid amount is designed based on pre-test results. 

To estimate the DC-CV model, maximization 

of the log-likelihood function was performed 

using TSP software, version 4.5. Table 2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All the 

parameters in the model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per cent level. Using the 

Wald statistic, the estimated equ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t the 

1 per cent level. The coefficient for the bid is 

negative, as expected. That is, a higher bid makes 

a YES response less likely. This result 

corresponds with the intuitive rationale and 

economic theory. The estimate of the mean WTP 

is also shown in Table 2. The mean WTP 

estimate is computed as 5,726 Korean won per 

household per month,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Table 2 presents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point estimate of the mean WTP 

in order to allow for uncertainty, rather than 

report the point estimate only. The 95 per cent 

confidence interval is computed by using the 

non-parametric bootstrap method of Efron (1979) 

with 10,000 replications. It showed a range from 

4,667 Korean won to 6,830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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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efficients

 Constant
0.900

(4.588)**

 BID2) 0.157
(4.917)**

 Mean WTP in Korean won 5,726

 Bootstrapped t-value3) 9.45**

 95% confidence interval in Korean won4) 4,667-6,830

 Number of observations 491

 Log-likelihood -327.525

 Wald-statistics (p-value)5) 24.709 (0.00)

Table 2. Estimation results of WTP model

Notes: 1)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coefficient estimates  
are t-statistics, computed from the analytic second 
derivatives of the log-likelihood.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level. 

2) The unit of measurement is 1,000 Korean won. 
3) The mean of 10,000 t-value. 
4) The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non-parametric bootstrap method with 10,000 replications. 
5) The hypothesis is that all the parameters are jointly zero.

Finally, we attempt to expand the sample value 

to the population estimate in order to obtain a 

preliminary indication of the propos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for governmental policy options. When expanding 

the sample to the population, one critical concern 

is the external generalization of the sample values 

to the population. This is dependent on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frame and the 

survey response rate. As described earlier, the 

sample frame was a random selection of the 

households extracted by a professional survey 

firm and the sample response rate by the 

face-to-face interview was almost 100 per cent. 

Thus our data can be seen to provide accurate 

figures for the total social value. 

Using the mean WTP from Table 2, one can 

generate an estimate of the total WTP for the 

entire households of the study area by 

multiplying the estimate per area.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were 

15,887,128 households in 2005. Multiplying this 

by WTP yields a total of approximately 1,091.63 

billion Korean won annually.

2. WTP Model with Covariates

In CV studies, it is common to test for internal 

consistency and theoretical validity of the model 

by estimating the models with covariates. If we 

would estimate the model with covariates, in 

former equations, a is simply replaced with 

′ where  is a vector 

of explanatory variables including bid and  is 

a vector of parameters to be estimated. 

Definitions and sample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shown in the Table 3. 

The estimation results of parameters are 

enumerated in the Table 3. Using the Wald 

statistic in the Table 3, the estimated equ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We 

can ascertain that respondents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on average, per household. 

This willingness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ose who have 

more income would be likely to vote ‘yes’ for 

the proposed bid amount. The lower the age of 

respondents, the more ‘yes’ responses for the bid 

amount.  

Thus we can conclude that most covari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 

mean WTP for the model with covariates was 

similar to that for the model without covariates. 

This result shows that the welfare measures are 

not significantly changed by adding covariates. 

This is why we do not expand the sample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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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finition Coefficients2) Mean

Constant
1.238

(2.87)**

BID Bid amount
0.173

(5.36)**

INCOME
Monthly household total income before tax 
deductions (unit: million Korean won)

0.169
(2.54)*

2.896

AGE Age of the respondent (unit: number of years)
-0.017
(-2.15)*

41.904

Mean WTP in Korean won 5.179(5.36)**

Number of observations 491

Log-likelihood -318.4856

Wald-statistics (p-value)3) 28.794**(0.00)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WTP model with covariates

Notes: 1)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 and 5% levels, respectively.
2) The numbers in parentheses below the coefficient estimates are t-values, computed from the analytic second derivatives of the 

log-likelihood. 
3) The hypothesis is that all the parameters are jointly zero and the corresponding p-value is reported in the parentheses below the statistic. 

estimate for the model with covariates to the 

population and report it in this study.

V. Concluding Remarks

In this article, we used the CV technique to 

quantify the WTP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Korea using the nationwide 

survey data.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hypothetical market and were willing to pay a 

significant amount per household monthly to 

improve the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The WTP elicitation was within 

respondents’ ability and the WTP amount from 

DC questions was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zero. The mean WTP per household is estimated 

5,726 Korean won monthl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or the transport disadvantaged is 

an important public project with a considerable 

value. To be useful for policy purposes, the 

benefits estimated were aggregated to a relevant 

population and the confidence intervals using the 

non-parametric bootstrapping method, which were 

presented to allow for uncertainty. The result of 

estimation show that the total benefits were 

1,091.63 b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five 

years. This shows that barrier-free project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efficient. Instea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ut a priority on 

them in budget allocation.

Note that these benefits from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clude not merely 

those for the mobility disadvantaged but those for 

the general population. The results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hat the CV method can be 

a useful approach to measuring the value of public 

policy analysis in government decision-making. 

For example, if this benefit was incorporated into 

the economic analysis, the benefit-cost ratio would 

be much higher and thereby the final result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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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economically desirable. Moreover, the mean 

WTP for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an be utilized as a preliminary 

standard for financing to execute this public 

project or pricing a fee. Therefore,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will increase, while political 

manipulations will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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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rust promotes commitment between partners in the supply chain 

and improves the chances of return on supply chain success. In contrast, a lack of trust between them often 

increases transaction costs and results in in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based on multi-country surveys 

with 729 returns from France, Hungary, Korea, Tunisia and the United States on supply chain professionals, 

reveals a strong affect of transaction cost constructs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s on trust-commitment variables 

in partnership based supply chain relationships. This paper employ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xtract 

information from the survey data. Among the findings, the research indicates that a firm's trust-commitment in 

dealing with their supply chain partnership is highly associated with not only transaction cost, but more so with 

social exchange variables. This study may open a new research avenue in that there is another construct, SEC, 

beside TSC that influences the degree of trust and commitment. 

￭ Keywords : Trust-commitment, Partnerships, Supply Chain, Transaction Cost, Social Exchange.

본 논문은 공급체인망 상의 관계자들간의 신뢰 형성이 약속이행과 공급체인의 성공을 높일 것이라는 전

제를 두고 있다. 반대로 신뢰의 부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비효울성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 헝

가리, 한국, 튀니지, 미국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729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받았다. 저자들

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거래비용 변수와 사회적 교환 변수는 신뢰와 약속이행 변수에 강하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거래비용과 신뢰 변수 간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거래 비용

과 신뢰 변수 간의 관계로 연 지평을 확대 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신뢰-약속이행, 관계, 공급망, 거래비용, 사회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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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any 

transactions in supply chain execution to a large 

extent depend on the degree of trust based 

relationship (Wu et al., 2012). Horizontal 

hierarchies are accelerating in a search for 

alliances with suppliers that have capabilities of 

innovat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with 

flexible and agile fashion. In this regard, 

functionally specialized organizations tend to 

share commitment based on perceived trust. 

Locating a strategic supplier based on trust is 

critical to business success as it lowers 

transactional costs, and its key metric is not just 

cost savings, but more importantly increased 

shareholder and stakeholder value. In order to 

build a sustainable partnership, according to 

Vlachos and Bourlakis (2006), it is important to 

distribute risks and rewards proportional to their 

size of commitments across the participating 

agents in supply chain. 

Supply chain integration is considered as a 

strategic tool in a sense that it attempts to 

minimize the operating costs and thereby 

enhancing values for the customers and 

shareholders by linking all participating players 

throughout the systems from suppliers’ suppliers 

to the customers' customers (Kwon and Suh, 

2005; Lee, Kwon and Servance, 2007). 

Information sharing, specific asset investment, and 

partner's reputation significantly affects trust 

building process. Behavioral uncertainty and 

perceived conflict influence trust negatively 

(Kwon and Suh, 2004; Kwon and Suh, 2005; 

Hong and Kwon, 2009). Each player in supply 

chain network sees only a small picture neglecting 

a global optimization. Under such circumstance,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sustainable growth 

in global competition with such local optimization, 

or sequential optimization. Since each player 

attempts to optimize the local sphere, the 

transaction cost bounds to be increasing making 

the total transaction cost unacceptably high in 

global competition.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performance of 

supply chain transaction only from the cost side 

of processes and not from the foundation that 

builds trust and commitment which achieves 

global supply chain optimization. Trust and 

commitment may become more sustainable if it is 

formed by foundation of such commitment (social 

exchange theory, e.g. Anderson and Narus, 1984), 

and rather than just by a pure cost concep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relationship between a set of constructs (transaction 

cost and social exchange factors) and trust and 

commitment in supply chain framework.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ransaction cost constructs 

affect the level of trust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 enhance the trust building process. This 

study consists of a literature review on pertinent 

constructs (section II), testable hypotheses (section 

III), research design (section IV), statistical method 

and measures (section V), empirical results and 

analysis (section VI), and conclusion (section VII). 

Ⅱ. Literature Review

The role of trust and commitment within inter-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has been discussed 

rather extensively in recent literature. Whe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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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feels he/she achieves a status of trust with 

a business partner, he/she perceives the exchange 

partner as an honest and reliable (Morgan and 

Hunt, 1994). Therefore when a status of trust is 

achieved, each partner expresses his/her desire for 

a relationship to continue and even willing to 

sacrifice short-term opportunity costs in order to 

maintain such a relationship.

1. Trust, Commitment and Transaction Cost 
Construct (TCC)

The tenet of the trust and transaction cost is 

that these two constructs are presumed to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the higher the degree of trust 

between two trading partners, the lower the 

transaction cost (Kwon, Hamilton and Hong, 

2011). Transaction cost can be decomposed into 

ex-ante, and ex-post costs. If one assumes it 

obtains a trust status with its partner, it is 

reasonable and to some extent nature to expect 

an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nd risks. Thus, 

it tends to minimize / prevent the partner’s 

opportunistic behavior which in turn precipitates 

lowering both ex-ante and ex-post transaction 

costs (Williamson, 1985 and 2008; Dyer and 

Chu, 2003; Chickland et al., 2012). 

The role of trust in reducing the ex-post 

transaction cost i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since the trust tends to by-pass unnecessary 

inspection, search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partner and assigning unnecessary layers of 

preventive measures in supply chain execution. 

One study even suggests that trust between two 

organizations altered the governance structures in 

an organization (Chiles and McMackin, 1996). 

Kramer (1999), for example, suggests the heuristic 

nature of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n the 

basis of trust as opposed to a decision based on 

a more classical economic model which seems to 

foster "opportunities / risks" behavior. This 

approach is very interesting for a firm, since such 

"presumptive" trust reduces trading costs while 

creating a conductive climate favorable to solve 

the challenges ahead.

The TCC approach is not without risks for the 

trading partners. One of the major risks of the 

commitment is the opportunism by one of the 

parties. When the parties are disproportionately 

involved i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 

party or parties who are in less committed 

position may take advantage over one who is 

more engaged, and may take advantage of its 

position through opportunistic behavior (Shell, 

1991). For Williamson (1975) as was McNeil 

(1980), opportunism is of course a process with a 

strongly negative connotation for the relationship.

According to Williamson (2008), the concept 

of opportunism should not, however, be reduced 

to the simple search for personal gain, which is 

the basis of the market mechanism. Opportunistic 

behavior also includes reten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false or incomplete information and 

efforts to deceive, obfuscate, or disguise the 

reality confusing the partner or partners. This 

behavior is not necessarily contrary to the explicit 

form of the agreement. Opportunism may still 

exist when one party commits specific assets, that 

is to say,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a 

specialized investment of his partner (Williamson, 

1985), and takes advantage of a financially 

superior position over his partner (Gundlach, 

Achrol and Mentzer, 1995). The commitment is 

expensive and slow process; it require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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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dicated resources (Anderson, Ross and 

Weitz, 1998). The companies involved are 

willing to invest the assets relevant to the specific 

exchange relationship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willingness to implement critical functions 

in the future (Anderson and Weitz, 1992). 

2. Trust and Commitment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 (SEC)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Emerson, 1976; 

Blau, 2009) and social psychology (Thibault and 

Kelley, 1959), the SEC has developed a paradigm 

to describe and predict the functioning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transposition of this 

paradigm i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represented an important development of this 

theoretical frame (Anderson and Narus, 1984). 

The tenet of the SEC is that the interactions 

related to the social exchange have social and / 

or economic outcomes. The comparison of each 

party to the exchange allows trading partners to 

assess the relative merits of possible alternatives 

to the relationship and thus to measure its 

dependen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If, over 

time, the balance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is considered 

positive, trust tends to grow between the parties 

and therefore each of them has an interest i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over the long-term 

and therefore to actively engage in promoting 

such relationship to a higher and new level 

(Lambe et al., 2002). Social capital is the human 

elements in supply chain, such as learning, trust, 

and innovation; and is created and enhanced 

during interpersonal interactions (McGrath and 

Sparks, 2005).  

3. Transaction Cost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s  

Anderson, Ross and Weitz (1998) highlighted 

the gap between TCC and SEC in relation to the 

concepts of commitment and trust. SEC, based 

on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inter-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McNeil, 1980) 

considers the undertaking based on trust (Han et 

al. 1993). Trust precedes and facilitates commitment 

and therefore allows the parties in exchange to 

invest confidently in the relationship (Geyskens 

and Steenkamp, 1995). Trust creates a reassuring 

environment for the parties that encourage each 

player to enter into the relationship and sustain 

such relationship without fear of being outplayed 

by their partners (Das and Teng, 1998). Kwon 

and Suh (2004) addressed trust and commitment 

separately. However, in their later work, Suh and 

Kwon (2006) show a positive and seq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and the 

degree of commitment; e.g. trust leads to a 

higher degree of commitment. Trust is the critical 

component to improve the outcome of the 

distribution network between partners. 

Transaction cost theory (TCA) is based on 

institutional economics. Contrary to SEC, it 

considers that commitment precedes trust. 

According to TCA (Williamson, 1985), the 

possibility of opportunistic behavior exists 

whenever there is an exchange relationship. 

Therefore, confidence cannot be sustained by 

either party without the other party having a clear 

intention of behaving to earn such trust. Under 

this approach, trust is the result of a calculative 

behavior based on the credible commitment of 

the other party. A credible commitment i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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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by one party in exchange but can be 

lost if the relationship is either weakened or 

destroyed (Anderson, Ross and Weitz, 1998). 

Thus, a supplier may be reluctant to make 

investments specific to the relationship if he/she 

suspects that the commitment of the buyer is not 

sufficient (Sako, Lamming and Helper, 1994). 

From the arguments cited above, this research 

combined these two latent variables to one 

variable as "Trust-Commitment." 

Ⅲ. Developing Testable Hypotheses

A literature review on transaction cost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s as they relate to trust 

and commitment in supply chain operations 

suggest several contributing variables to each of 

these two constructs.

1. Transaction Cost Constructs (TCC)

Transaction Cost and Trust - Commitment:  

Supply chain optimization has always looked for 

opportunities to lower the total supply chain cost 

and transaction cost has been cited one of the 

major areas where such optimization can be 

sought (Williamson, 1985; Kwon, Hamilton and 

Hong, 2011). Beside a traditional way of 

controlling the transaction cost, supply chain 

professionals are looking to lower the cost 

through a sound relationship based on trust and 

subsequent commitment (Kwon, Hamilton and 

Hong, 2011). We attempted to build TCC by 

using asset specific investment and behavioral 

uncertainty. The following hypothesis will be 

tested.

H1: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cost construct and trust-commitment.

We are uncertain of the direction of 

relationship since asset specific investment and 

behavioral uncertainty may have a different 

directional relationship with trust-commitment.

Asset Specificity refers to investments in 

physical or human assets that are dedicated to a 

particular business partner(s) and whose 

redeployment entails considerable switching costs 

(Erramilli and Rao, 1993; Heide, 1994). According 

to Williamson (1985, p.55), asset specificity calls 

for “durable investments that are undertaken in 

support of particular transactions, and the 

opportunity cost of investments is much lower in 

best alternative uses”. This definition implies a 

variety of goal and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s, including both specific physical and 

human capital, along with intangibles such as 

R&D and firm-specific knowledge (Shelanski and 

Klein 1995). The investment specific to the 

relationship plays a major role in the choice of 

governance of the relationship (Williamson, 

1985). Indeed the existence of specific investments 

generates credibility perceived by the other party, 

without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level of 

benevolence (Ganesan, 1994). When all the 

partners mutually commit specific asset 

investment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m is 

subsequently boosted and deepened, resulting in a 

more solid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asymmetrical specific asset 

investment among partners was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conflict among the partners 

(Suh, Xie and Kwon, 2005). Therefore, the 

dir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asse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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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evel of trust depends on whether the 

partners engage in symmetrical or asymmetrical 

asset investment.  In this study the partner’s asset 

specificity (PAS) is combined with the 

respondent’s asset specificity (RAP) creating a uni- 

dimensional construct called Asset Specification 

(AS).

Hypothesis No. H1a,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the 

asset-specific investment 

Behavioral Uncertainty: Jushi and Stump 

(1999) defines behavioral uncertainty as the 

inability to predict partner behavior or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Behavioral uncertainty 

stems from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monitoring the partner’s behavior in executing 

the implicit or explicit agreements (Williamson, 

1981). Therefore, behavioral uncertainty causes 

whether contractual compliance is in place, and 

subsequently increases the transaction costs. 

Conversely, according to TCA, trust and 

commitment are conceived as a bet on the 

predictable future behavior of the other party that 

any other behavior would result in an exorbitant 

cost for the relationship (Williamson, 1985, 

Anderson and Weitz, 1992). Thus, the lack of 

fear of the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other 

party creat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trust. Therefore, it can build high 

levels of relational commitment beneficial for the 

parties to achieve individual and collective goals 

(Cummings, 1984; Mohr and Spekman, 1994). 

Hypothesis No. H1b: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behavioral uncertainty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haring has 

been singled ou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 successful supply chain alliance 

(Homburg et al., 2000; Handfield and Bechtel, 

2002; Kwon and Suh, 2005). Trust is often 

considered in literature as an essential consequence 

of communication within th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Homburg et al., 2000; Goodman and 

Dion; 2001). Langfield-Smith and Smith (2003) 

consider a lack of communication as a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rust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Referring to coercive 

communication, Wren and Simpson (1996) argue 

that, when communication has a content focusing 

on control and coercion, the degree of trust is 

much less present in the relationship. Just as 

communication, the intensity of information 

exchange is considered by many authors as a 

prerequisite for building trust (Morgan and Hunt, 

1994; Homburg et al., 2000). The sharing of 

information encourages trust in the continuity of 

the relationship and reduces dysfunctional 

conflict. Uninterrupted communication flow and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 are also a 

prerequisite for commitment (Anderson and Weitz, 

1992; Goodman and Dion, 2001). 

Information sharing and sharing rewards and 

risks are considered as two major supply chain 

principles that support the supply chain 

optimization process (Kwon, Hamilton and Hong, 

2011). It has been suggested recently that supply 

chain partners not only share information on 

simple operational and tactical financial data, but 

also they exchange even critical strategic 

information such as forecasting,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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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duct designs, etc, to maximize the 

potentials from the supply chain alliance 

(Henderson, 2002). If partners share vital 

information, transaction becomes easier, efficient 

and effective.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hypothesize that information sharing improves 

opportunity to build trust which in turn reduces 

transaction cost.

Hypothesis No. H1c: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action cost 

2. Social Exchange Constructs  

The literature review seems to suggest that 

trust can be enhanced considerably if it is based 

on commitment induced by and attracted to a 

solid foundation of social exchange concept, in 

addition to economic factors (transaction cost) 

(Thibault and Kelley, 1959; Emerson, 1976; Blau, 

2009). Four variables were selected to test this 

global hypothesis; replaceability, perceived 

satisfaction, partner’s reputation and perceived 

conflicts. Based on this argument the following 

hypothesis will be tested:  

H2: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hange construct and trust-commitment.

Replaceability: One of the foundations of SEC 

is based on replaceability. The social exchange 

cost is cost incurring in establishing social 

connection. These costs are resources spent on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social network 

and relationship (Dwyer, Schurr and Oh, 1987). 

SEC contends that the duration of the relationship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cost-benefit ratio 

for an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opportunity) 

known to each party (Lambe et al., 2002). The 

existence of such alternative opportunity may 

alter the level of dependence (Kraljik, 1983), 

which impacts the level of commitment as the 

relationship may become asymmetrical. Asymmetry 

in the commitment of exchange partners may 

conversely generate a range of pejorative 

phenomena for the relationship, from simple 

dissatisfaction of either party to opportunistic 

behavior and conflict. The more committed a 

party becomes the more vulnerable to opportunism 

than the less committed party. The less 

committed party is more willing to abandon the 

relationship and less willing to reciprocate 

sacrifices made by the more committed party 

(Anderson and Weitz, 1992).

H2a: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placeability and the level of trust-commitment.

Perceived satisfaction may be defined here as 

a positive and affective state resulting from the 

appreciation of al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compared with other alternative relations.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perception of trust in the 

partner and partly related to the conduct of 

business (Ganesan, 1994; Vaquez-Casielles et al., 

2005). Thus, in the context of this relationship 

between buyers and suppliers, a high level 

perceived customer satisfaction leads to a higher 

level of trust. A sustainable relationship is a 

virtuous circle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es. The notion of perceived satisfaction can 

indeed increase the mutual benefit arising out of 

the relational exchange. Trust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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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s the relationship to become sustainable and 

institutionalized to the extent that each party 

works to provide assurance its involvement in a 

sustainable operation (Larson, 1992). 

H2b: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erceived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trust-commitment. 

Partner reputation may be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firms and people in the industry 

believe a counterpart is honest and concerned 

about his customers (Branzei et al., 2007). 

Reputation is an intangible asset cumulated by 

history of good behavior in a business circle 

unattainable by monetary investments. It is, 

therefore, a positive contributor to building trust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and, as such, it 

represents a predisposing factor of relational 

commitment (Vaquez-Casielles et al., 2005). 

Reputation may be based on previous experience 

(Branzei et al., 2007) but also on the credibility 

of a party within the industry (Ganesan, 1994). 

Reward is that an individual is more willing to 

commit to another if the other person holds a 

reputation for cooperative behavior (Anderson 

and Weitz, 1989). 

H2c: The level of trust and commitment 

increases as the partner gains reputation.

Perceived conflict: The objectives of the 

organization engaged in an exchange relationship 

are fully convergent. Divergent visions, which 

may appear depending on the evolution of the 

contingencies of the relationship, can lead to 

disagreements and turn into conflict(s). In a 

situation where trust is high, the parties may 

more easily give the benefit of doubt to their 

partners and therefore reduce the risk of conflict 

(Jap and Ganesan, 2000). However, contrary to 

what one may logically assume trust may also 

increase the incidence of conflict rather than 

reduce it. Indeed,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rust exists between the parties while their 

motivations are very divergent without effective 

governance structures being in place in 

anticipation of any conflicts. However, one study 

shows that the long-term relationship which is 

able to survive these conflict(s) tends to cause 

fewer new conflicts with the experience 

accumulated by the parties (Zaheer et al., 1998). 

H2d: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flict and the level of trust- 

commitment.

Ⅳ. Research Design

1. Survey

 
A total of 5,918 survey instruments were 

mailed to supply chain professionals in five 

countries; France, Hungary, Korea, Tunisia and 

the United States from May 2006 to December 

2009. The survey instrument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discussed in the previous section 

and a copy of the survey instrument is attached 

in the Appendix. Due to geographical distance 

and size of returns from each country, no 

follow-up mail was attempted.

Out of 5,918 surveys sent, 876 returns were 

received resulting in a 14.8% return r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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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returns, 84 returns were deleted due to 

incomplete information which leaves 792 usable 

returns as shown in Table 1,50 returns from 

France, 315 returns from Hungary, 75 returns 

from Korea, 196 returns from Tunisia, and 156 

returns from the United States. The survey was 

conducted either from commissioned institutions 

such as Korea (University of Incheon), Hungary 

(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France and 

Tunisia (Bordeaux School of Management).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Returns

Country   
(Host Institution)

Total  
mailed

Total  
returns 

Valid  
returns 

(%)
Period

Korea (Incheon U) 350 81
75   

(21.4)
May to June, 

2006

France (BEM) 2,400 62
50 
(2.1)

May to   
December 

2009

United States (SLU) 1,418 178
156   
(11.0)

Jan. to August 
2008

Hungary(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1,150 325
315   
(27.4)

May to   
December 

2009

Tunisia (BEM) 600 230
196 
(32.7)

Jan. to July 
2007

Total 5,918 876
792 
(13.4)

The relatively low rate of return especially 

from France (2.1%) raises some concerns. 

However, a recent study on small sample size 

seems to assure us that this low rate of return 

may not hinder statistical analysis in this study 

(De Beuckelaer and Wagner, 2012).

Table 2 provides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on 

selec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for 792 valid 

returns. They (excluding outliers) show a wide 

range of variation as shown in coefficient of 

variation (CV). The average ¨year of partnership¨ 

is about 7.2 years and the average "man-days" 

each partner spends face-to-face in engaging 

supply chain operations is about 138.2 "man- 

days" per year; an indication of extensive 

interaction between engaging partners. Only a 

little over 10% of the partnership agreements has 

been renewed reflecting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and fragile nature in doing business 

in the supply chain area. This finding seems to 

confirm a study by Benavides et al.,(2012) that 

only 2 out of 10 collaborative ventures deliver 

significant results. This finding is also contrast 

with that found in another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ich shows over 70% renewal rate (Suh 

and Kwon, 2006). Perhaps a wid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contract renewal by countries may 

have been a major reason as evidenced by a high 

C.V (1.27). The stock ownership by corresponding 

partners ranges from none to 100% averaging 

almost 36% reflecting a considerable interest 

shown by other partners. Annual sale is a little 

over $3 billion with a wide variation as shown 

by a high C.V value (5.21) due perhaps to the 

different size of economy. Finally, our research 

shows a little of 6 years of supply chain practice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Unit
Sample 
size

Min Max Mean
Std. 
Dev.

CV

Year of   
partnership

Year 753 0 99 7.3 6.4 0.87

Annual   
"man-day"

Day 746 0 3,000 138.2 219.5 1.59

Renewal % 445 0 100 31.2 39.6 1.27

Stock   
ownership

% 219 0 100 35.6 30.8 0.86

Annual 
Sales

US$  
Mil.

359 9.2 300,000 3,238.7 16,883.2 5.21

Length of 
practiced 

SCM
Year 436 0 50 6.4 6.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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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Analysis 

The reliability is measured by Cronbach’s 

alpha (alpha) using 0.6 as a threshold value.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3 (Panel A). A second 

estimate was attempted with one item deleted 

with alpha less than 0.6 for four constructs (Rep, 

SAT, IS and PR) deleting from the re-estimation 

process. The results are shown in right column of 

Table 3 (Panel B). To our surprise IS still shows 

alpha less than 0.6 while the other three 

recovered their alpha to a respective level (above 

0.6). IS has been cited by many studies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strengthening trust and to 

increase commitment (Morgan and Hunt, 1994; 

Bowersox et al., 2000). According to Kwon and 

Suh (2005), IS will lower the degree of business 

uncertainty and indirectly improves the level of 

trust among supply chain partners. Our research 

shows that 2 variables related to IS constructs are 

not relevant enough to form one construct (See 

Appendix). 

Table 3.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onstructs

Reliability when 
all items are 
included (A)

Reliability when 
some of the 
items are 
deleted(B)

Reliability Sig. Reliability Sig. 
Partners' asset specificity 

(PAS) 0.754 0.000 - -

Respondents' asset specificity 
(RAS) 0.780 0.000 - -

Replaceability (Rep) 0.512 0.000 0.631 0.000

Trust 0.850 0.000 - -

Commitment (Comm) 0.807 0.000 - -

Perceived satisfaction (SAT) -0.186 0.000 0.729 0.000

Behavioral uncertainty (BU) 0.551 0.185 - -

Information sharing (IS) 0.212 0.000 (N/A) 0.000

Perceived conflict (PRC) 0.643 0.000 - -

Partner reputation (PR) -0.047 0.000 0.696 0.000

After the second reliability test, the following 

two sets of hypothesis will be tested:

H1: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rust- 

commitment and transaction cost construct.

H1a: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asset specific Investment

H1b: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 cost and behavioral uncertainty 

H2: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rust- 

commitment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

H2a: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replaceability

H2b: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perceived satisfaction  

H2c: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partner’s reputation

H2d: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rust-commitment and perceived conflict.

Based on the above set of hypotheses, a 

conceptual model was developed as shown in 

Figure 1.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is used 

to test our hypotheses. The SEM includes 

hypotheses and the paths between the item and 

its latent construct. The results are shown in 

Table 4.

The model is within acceptable threshold, c2 = 

12.446, two degrees of freedom of 2.074 and 

significance level 0.053. Accordingly, the SEM 

(Figure 1) appears to be statistically acceptable in 

measuring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items 

and latent construct. The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is also within acceptable range 

(0.037). The Normed Fit Index as a relative fit 

measure is also within acceptable range (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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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Specificity (+)

Behavioral
Uncertainty (-)

Replaceability (+)

Perceived
Satisfaction (+)

Partner
Reputation (+)

Perceived
Conflict (-)

Trust(+)

Commitment(+)

Transaction
Cost

Social
Exchange
Constructs

Trust_
Commitment

Figure 1. Conceptural Model

Table 4.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and p-value for 
the SEM: Dependent constructs - trust and 
commitment

Hypothesis
Standardized 

estimate
S.E

Critical 
ratio

p-value Results

Construct =transaction cost (H1)

H1 (TCC) 0.334 0.077 4.822 0.000

ConfirmedH1a (AS) 0.611 0.067 4.962 0.000

H1b (BU) -0.673 0.086 -13.134 0.000

Construct = social exchange (H2)

H2 (SEC) 0.801 0.050 12.050 0.000

Confirmed

H2a (REP) 0.276 0.046 7.431 0.000

H2b (SAT) 0.809 0.391 7.431 0.000

H2c (PR) 0.811 0.041 24.797 0.000

H2d (PRC) -0.394 0.050 -10.791 0.000

V. Results and Analysis

1. Transaction Cost Construct (TCC)

It was hypothesized (H1) that TCC has great 

impact on degree of trust and subsequent 

commitment. Asset specific investment by one 

partner creates impression of deep commitment 

based on trust and strengthens mutually respectful 

relationship (Williamson 1985; Kwon and Suh, 

2004). As a result, transaction cost tends to be 

decreased (Kwon, Hamilton and Hong, 2011). 

Our study seems to confirm such a relationship 

with critical ratio of 1.23 (p < 0.000).

H1a (Asset Specificity): It was argued that 

redeployment assets to other potential partners 

entail considerable switching costs (Erramilli and 

Rao, 1993; Heide, 1994). When all the partners 

mutually commit specific asset investmen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m is deepened and 

strengthened, resulting in a more solid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s Suh, Xie and 

Kwon (2005) argue, the asymmetrical specific 

asset investment among partners may increase 

conflict among the partners. Therefore, the 

dir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asset investment 

and the level of trust depends on whether 

partners engage in symmetrical or asymmetrical 

asset investment. Our study seems to confirm a 

positive directional relationship. Accordingly, 

H1a i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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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Behavioral Uncertainty). Behavioral 

uncertainty causes whether contractual compliance 

is in place, and subsequently increases the 

transaction costs. Conversely, trust and commitment 

are improved as a reward for the predictable 

future behavior of the other party (Anderson and 

Weitz, 1992). A lack of fear of the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other party, on the other hand, 

creat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establishing 

trust and subsequent commitment. Our study 

seems to confirm such a strong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critical ratio -13.134 (p = 

0.000).

2. Social Exchange Construct (SEC)

H2 (Trust-commitment and SEC): The basis of 

the SEC considers that the interactions related to 

the social exchange have social and / or 

economic outcomes. The comparison that each 

party to the exchange is able to perform the 

opportunity to assess the relative merits of 

possible alternatives to the relationship and thus 

to measure its dependence regarding the 

relationship. If, over time, the balance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is 

considered positive, trust tends to grow between 

the parties and therefore each of them has an 

interest in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over the 

long-term and therefore to actively engage in its 

maintenance (Lambert et al., 2001). Social capital 

is the human elements in supply chain, such as 

learning, trust, and innovation. These are created 

and enhanced during interpersonal interactions 

(McGrath and Sparks, 2005). Accordingly, we 

hypothesize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 set of social exchange constructs and a set of 

variables that influence trust and commitment 

(H2). Our study seems to confirm such relationship.

H2a (Replaceability): As Lambert et al.( 2001) 

study suggested, the essence of SEC is how to 

prolong the dur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 and 

what is the cost-benefit ratio for the alternative 

opportunity known to each party. The existence 

of such an alternative opportunity may alter the 

level of dependence and impact the level of 

commitment as the relationship may become 

asymmetrical. The opportunity cost for a less 

committed party to switch or willing to abandon 

the relationship is pronounced. Our study appears 

to confirm such a relationship as shown in Table 4. 

H2b (Perceived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directly links to the perception of trust 

in the partner (Vaquez-Casielles et al., 2005). 

Thus, a high level perceived customer satisfaction 

leads to a higher level of trust leading to high 

level commitment. Therefore perceived satisfaction 

can indeed increase the mutual benefit stemming 

from such relational exchange. Out of such 

relational exchange, trust and commitment foster. 

Our study seems to confirm such relationship. 

Therefore H2b is confirmed.

H2c (Partner’s reputation): Reputation is 

assumed as a favorable contributor to building 

trust in the exchange relationship and, as such, it 

represents a predisposing factor of relational 

commitment (Vaquez-Casielles et al., 2005). 

Reputation may be based on previous experience 

(Branzei et al., 2007) or on the credibility of a 

party within the industry (Ganesan, 1994). It 

could open up doors for consolidating a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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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which may lead to a workable trust 

and commitment. Our research seems to confirm 

such argument with critical ratio of 19.238 (p 

<0.000). Accordingly, H2c is confirmed.

H2d: (Perceived conflict): If an organization 

engages in an exchange relationship divergent 

visions, disagreement may occur among trade 

partners which may lead to conflicts.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rust is high, the parties may 

more easily give the benefit of doubt to their 

partners and therefore reduce the risk of conflict 

(Jap and Ganesan, 2000).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perceived conflicts and trust- 

commitment. Table 4 seems to confirm such an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critical ratio of -8.28 

(p < 0.000).

Ⅵ. Discussions, Manageri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Study

This study attempts to build a model linking 

transaction cost constructs (TCC) and social 

exchange constructs (SEC) to trust-commitment 

constructs to investigate whether credibl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se constructs. If 

such relationships indeed exist, this research 

opens a new research avenue in that there is 

another construct beside transaction cost that 

influences the degree of trust and commitment.

This study using a SEM seems to confirm 

most of the hypotheses. TCC and SEC appear to 

impact the level of trust-commitment directly and 

positively. Accordingly, it can be speculated that 

a higher level of trust induces higher commitment 

and vice versa. One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at "trust-commitment" is a 

common variable to TCC and SEC. While their 

decision-making uncertainty and replaceability 

seem to negatively influence the level of trust- 

commitment, it is possible that replaceability is 

linked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through its 

economical dimension associated to the exchange. 

Our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SEC exerts 

considerable impact on trust-commitment compared 

to TCC, which raises some interesting managerial 

implications. Selecting and measuring social 

exchange variables are not straight forward and 

one-dimensional as TCC. While transactional cost 

variables, however, are more economic/cost based 

preposition, SEC draws its bases from emotional 

and a social network platform. As such, 

measurement of the SEC is challenging and 

requires carefu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findings of this paper appear 

to demonstrate some unique managerial and 

theoretical insights for supply chain professionals.  

Regardless of the source, be it economic or 

political, a great deal of stress is placed on the 

supply chain (McGrath and Sparks, 2005). The 

simple view of supply chain relationships is 

captured in transaction cost theory, which 

presupposes the cost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However, from this research, SEC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supply 

chain relationships.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mong supply chain partners is a precondition for 

sustainability, which, in turn, is a condition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partnership-based 

coordination forms in the real world (Rese, 

2006). Social capital in the supply chain and the 

subsequent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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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significant advantages in terms of 

flexibility, optimization of cost and resources, 

and create value for all parties involved in supply 

chain operations (McGrath and Sparks, 2005).

Managerial Implication: Granted as shown in 

this study that SEC provides better and stronger 

explanation of improving trust and commitment 

than TCC, supply chain professionals should 

consider more SEC to lay down a firm foundation 

for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rust and 

commitment can be strengthened and solidified. 

This paper seems to suggest that before any 

tangible asset specified investment is committed, 

perhaps well-defined ground work may be 

needed to take full benefit from trust and 

commitment. A careful search for replaceability 

of potential partners, measuring objectively 

perceived satisfaction from the trade, a thorough 

investigation of a partner’s reputation and 

detecting possible conflict unseen now but could 

surface later may provide a good and solid 

foundation to push their relationship to the next 

level where trust and commitment can materialize 

and be sustainable. If trust and commitment 

generates potential gains for all parties involved 

via reducing transaction cost as the literature 

suggests (Kwon, Hamilton and Hong, 2011; Wu, 

Weng and Huang, 2012), SEC is another arsenal 

which makes it possible to enhance supply chain 

optimization.

Limitation and future studies: This study is not 

free of limitations. Although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ive different countries spanning 

four different continents, this study did not 

address country specific issues even though 

business practices, cultures, legal systems, 

regulations and compliances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nd continent to continent. 

Although this study categorizes two variables 

into transaction cost constructs and four variables 

into the SEC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perhaps a factor analysis may provide different 

distributions of variables into these two 

constructs. 

This study also assumes that TCC and SEC 

are concurrent. It may be an interesting and 

challenging hypothesis that SEC lay ground to 

encourage additional asset specific investment 

and reduce partners opportunistic /uncertain 

behavior which eventually reduces transactions 

cost and boost trust. 

Finally, it is also interesting to see whether 

trust and commitment are concurrent as this study 

assumes or whether they are a sequential as other 

study has shown (Kwon and Su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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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urvey instrument 
Scale ranges from 1 to 7, 1=strongly disagree and 7 = strongly agree

Trust 

• We are confident that our partner is always telling the truth.
• The partner has often provided us information that has later proven to be inaccurate.
• The partner usually keeps the promises that it makes to our firm.
• Our partner is sharing its best judgment.
• Our organization can count on the partner to be sincere.
• The partner will be ready and willing to offer us assistance and support.
•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the partner is concerned about our welfare.
• When we share our problems with the partner, we know that it will respond.
• We can count on the partner to consider how its decisions and actions will affect us.
• We can depend on the partner’s support at any situation.

Commitment

• Even if we could, we would not drop the partner because we like being associated with it.
• We want to remain a member of the partner’s network. 
• Our positive feelings towards the partner are a major reason we continue working with it.

Behavioral Uncertainty

• Our partner will adapt quickly, should we have to change our specifications at short notice.
• We can accurately predict the performance of this partner for our next business cycle.

Information Sharing 

• IS has become a critical element to maintain a strong partnership.
• Share a common information technolog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the partner.

Partner’s Asset Specificity

• This partner firm has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resources dedicated to their relationship. 
• This partner firm’s operating process has been tailored to meet our requirements.
• Training our people has involved substantial commitments of time and money for this partner.

Respondent’s Asset Specification 

• Made significant investments in resources dedicated to our relationship.
• Our operating process has been tailored to meet the partner’s requirements.
• Training and qualifying this partner has involved substantial commitments of time and money
• If the partner requested it, we would be willing to make furthe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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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ability 

• There are other firms that could provide “the partner firm” with comparable business. 
• The partner would incur minimal costs in replacing our firm with another firm
• Difficult for the partner to replace the sales and profits generated from the business with us (*). 
• There are other firms that could provide our firm with comparable business. 

Perceived Satisfaction 

• Very pleased with our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partner.
• Very satisfied with its overall relationship with this partner.
• The relationship of our firm with the partner has been an unhappy one (*).

Perceived Conflict 

• A high degree of conflict exists between the partner and our firm.
• The partner and our firm have major disagreements on certain key issues.

Partner’s Reputation 

• This partner has a good reputation in the market.
• This partner has a bad reputation in the market (*).
• This partner has a reputation for being honest.

* Deleted after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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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 many other metropolitan areas throughout the world, sprawling urban development has become an 

important policy issue that Seoul Metropolitan Area (SMA) fac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 sprawl and human health outcomes in SMA, Korea. 

The research design is cross-sectional and ecologic. Using cross-sectional data (2011) collected online (1,263 

SMA respondents aged≥19yrs), the score of Sprawl Index (indicating urban compactness) was related to the 

level of walking, motorized travel, Body Mass Index (BMI) and obesity-related health problems for the survey 

respondents from the particular cities in SMA. Path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urban sprawl on human health. 

This study shows that urban sprawl is a real, measurable phenomenon with real implication for human health. 

Sprawl Index had indirect significant effects on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pec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ood empirical evidence for both urban planning and anti-obesity 

policy tools.

￭ Keywords : Health, Obesity, Sprawl

전세계적으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도시외연 확장인 스프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데, 한국의 수도권도 비슷한 정책 이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프

롤 현상과 시민의 건강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1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구득한 수도권 거주 1,293명의 건강결과 지표와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스프

롤지수를 결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프롤지수는 도시의 압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었고, 이 

스프롤지수가 높을수록(압축도시일수록) 조사대상자의 자동차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스프롤지수가 높다고 해서(압축성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만지수,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질환은 낮아

지지 않았다. 반면, 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스프롤지수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는데, 스프롤지수는 비만지수, 콜

레스테롤수치, 심장질환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및 교통계

획에 있어 비만 예방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주제어 : 건강, 비만, 스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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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ities in Korea have expanded tremendously 

due to fast-pace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lifestyle changes. The rapid population 

growth has resulted in uncontrolled haphazard 

growth in the fringe of urban areas that is 

generally termed as urban sprawl, a displaced 

development along highways, or around the city 

in the countryside.

Urban sprawl came into being as an American 

phenomenon in the early 20th century (Dagger, 

2003), identified by fast and unplanned expansion 

of cities, and accelerated by heavy use of 

automobiles and changing life style arising from 

new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eferences 

(Meredith, 2003: 466-472). In Europe and Asia, 

cities have been more compact, but urban sprawl 

is today evident around many urban areas in 

European (Samarüütel, Selvig, and Holt-Jensen, 

2010) and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ung 

and Kim, 2003; Kim, Hwang, Yeo, and Chung, 

2007). Overall, recent urban development in 

Korea has departed significantly from the 

traditional high-density, pedestrian-oriented urban 

form (Jo, 2009; Kim, 2003).

Recently, there is a renewed interest in how 

health-related outcomes, such as walking, car use, 

obesity, and obesity-related health problems are 

influenced by urban or suburban sprawl (Joshua, 

Boehmer, Brownson, and Ewing, 2008). 

Has the urban sprawl in Korea generated 

significant effects on people’s health status? The 

question is of considerable scholarly interest in a 

Korean context. While there is some literature on 

the subject, the great majority of publications are 

based on research undertaken in western 

countries. Transferability of their finding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oriental context 

such as a Korean setting remains to be tested 

(Ahn, 2000; Hwang and Cho, 2005; Yoo, 2005). 

This is also a question of great practical 

importance for urban planners, designers and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s they explore path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based 

health promotion in Korea.

Using data collected online and applying path 

modelling techniques, the present study tests the 

hypotheses that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walk less, drive more and have higher risk 

of obesity and obesity-related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Ⅱ. Theoretical Backgrounds 

1. Built Environment and Its Health Impacts 

From primitive cultures to urban dwellers of 

today, the environment has been planned, formed, 

and utilized to its best potential to meet human 

needs. The built environment has existed since 

people began living together in communities 

(Renalds, Smith, and Hale, 2010: 68). Observers 

of human behaviors have long been considered 

the implications of built environment for 

facilitating or discouraging social behaviors 

(Mason and Fredericksen, 2009: 9-10). People 

who live in the same area are more alike than 

those who live in different areas, not only 

because of the choice they made to live in that 

area, but because they all have common spatial 

exposures to the built environment tha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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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behaviors. 

Scholars in a number of fields have come to 

recognize the vital importance of the built 

environment to the social lives of people (Fisher, 

2009: 439). In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health geography,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interest in the remedial or adverse 

effects of built environment on wellbeing (Park et 

al., 2011). By turning urban space attributes into 

discrete but interconnected units, the pattern of 

physical forms in cities directly influence various 

social and individual outcomes. 

Since the early 1990s, researchers have 

intensively studied how neighborhood and urban 

environments unequally affect health beyond 

individual attributes. Studies have demonstrated 

considerable variation in mortality and other 

human health outcomes, such as hypertension 

across local geographic areas (Chen and Wen, 

2010). These studies have found an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orer health status.

Researchers in urban planning have undertaken 

numerous studies on the role of built environment 

in influencing the level of human health. Recent 

research suggests that specific attributes of built 

environment are at least as significant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determining of 

likelihood of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morbidity (Ewing et al., 2003). Given the 

likelihood that there i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 

understanding the collective influence or health 

impact of spatial exposure could enhance our 

ability to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various 

social outcomes (Cohen, Inagami and Finch, 

2008).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leaders in public health policy have stressed the 

need for changes in the built environment to 

promote the health status of individuals. 

Approaches for creating metrics have arisen 

from several different disciplines including land 

use, transportation planning and epidemiology. 

But, to date, there is little consensus on how the 

built environment should be measured, modeled 

and evaluated. Relations have thus sometimes 

been evaluated lacking a sound theoretical or 

behavioral foundation. Metrics assessed by the 

current study included urban sprawl index as a 

composite measure. 

2. Literature Review

In many metropolitan areas across the globe, 

the dominant development type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as been urban sprawl (Wilson 

and Song, 2011). A variety of statements have 

been set forth in the literature to explain sprawl. 

Increasing low-density development is an often 

cited characteristic of sprawl. Another often cited 

characteristic of sprawl is discontinuous or 

leapfrog development (Carrión-Flores and Irwin, 

2004). 

At all events, urban sprawl is endemic 

throughout the nations, and there is widespread 

concern over its potential public health impacts. 

A number of hypotheses have been forwarded to 

explain sprawl and its multi-dimensional impacts 

(Ogura, 2009), but empirical evidence of sprawl’s 

impact on human health is limited, although a 

different body of literature has documented 

relationship of sprawling land use patterns to 

physical activity, and especially car u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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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Kelly-Schwartz, Stockard, Doyle, and 

Schlossberg, 2004). 

Physical inactivity and obesity have been 

linked with physical attributes (Sallis et al., 2009) 

such as degree of sprawling dispersion in the 

neighborhoods. Physical activity is welcome in 

certain places, while it is difficult, discouraged, 

or even virtually prohibited in others (Sallis & 

Glanz, 2006). Physical inac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health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due to its influence on the most deadly 

chronic diseases (De Nazelle et al., 2011: 767). 

Incorporating these activities into a daily 

routine can serve as a gateway to more vigorous 

activity, assisting in the maintenance of a healthy 

weight (Brockman and Fox, 2011). In particular, 

walking is the most frequent form of physical 

activity and is often the target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because it can be done as part 

of day-to-day life (Bentley, Jolley, and Kavanagh, 

2010: 1806; Brockman and Fox, 2011: 210).  

One factor that may play a role in obesity risk 

is the built environment, which consists of 

human-made factor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placement, and distribution of residences and 

neighborhoods (Lopez, 2007). Hypothesized links 

between the built environment and the risk of 

obesity were recently being explored jointly by 

experts in urban planning and public health. This 

multidisciplinary union has produced important 

new evidence suggesting that sprawl and obesity 

are associated (Schmidt, 2004).

Some studies in the urban planning literature 

look at the rates of obesity in the areas with 

different sprawl indexes to see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rawl and obesity, 

and therefore increased risk of diabetes, 

hypertension and heart disease (Ewing et al., 

2003). The studies have examined data collected 

by surveys or questionnaires to determine if there 

are higher rates of certain illness in areas of high 

sprawl. A commonly utilized source of data in 

the US is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an annual telephone survey of 

adults. Having created a sprawl index using 

density, land-use mix, street accessibility and 

degree of centering, Ewing et al. (2003) analyzed 

the data from BRFSS and found that people 

living in high sprawl areas were likely to walk 

less, weigh more and have greater prevalence of 

hypertension. The same was true for rates of 

heart disease and diabetes, but these relationshi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dy Mass 

Index(BMI) declined as leisure time walking 

increased, and the more sprawling the 

community, the higher the BMI. Other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live in low-density 

suburban areas are more overweight, walk and 

bicycle less, use cars more even for short trips, 

and have higher rates of obesity-related illnesses. 

In Korea, the prevalence of obesity in adults 

and children has increased rapidly from 1990s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and 

is steadily increasing in parallel with our rapid 

socioeconomic progress (Kim, Ahn, and Nam, 

2005). The apparent obesity endemic is a serious 

threat to public health in Korea. Obesity in Korea 

has been linked to individuals’ socioeconomic 

position measures (Oh et al., 2011; Yoo, Cho, 

and Khang, 2010), but less is known about its 

geographic correlates (Drewnowski, Rehm, and 

Solet, 2007). To address increasing obesity, 

recent attention on physical activity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has focu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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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friendly modifications, such as reducing 

urban sprawl, increasing street connectivity, and 

increasing infrastructures for pedestrians (Hou et 

al., 2011).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fairly 

recent trend of living in sprawling suburbs with 

design features that  encourage residents to walk 

less and drive more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to this epidemic of obesity. 

3. A Policy Imperative in Korea 

While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of 

urban built environment (more specific, urban 

sprawl) and health outcomes (more specific, the 

levels of walking and other physical activities 

and the risk of obesity) remain congruent, the 

quest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has also attracted researchers in some European 

nations (Power, 2001; Quezada, García, Vilalta, 

and Martori, 2011) and in Canada (Bray, Vakil, 

and Elliott, 2005) as well as in the US. In short, 

there is moderate support for the assertion that 

urban form ca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uman health outcomes from combined evidences 

in the western literature.

Nevertheless, the built environment & health 

outcomes connection has been examined much 

less in the context of oriental or developing 

countries (Ojima and Hogan, 2008). Conclusions 

drawn from the developed or western countries' 

experience may not be applicable to other 

settings, especially countries undergoing fast- 

paced urban development. In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like the US, urban land use is under 

government regulations, the public often is in a 

much stronger position to implement land use 

strategies as an approach to achieve desired 

social outcomes. 

Thus, to gain a richer, deeper, and mor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the 

built environment & health outcomes connection, 

the scope of our academic inquiry should be 

expanded. It should include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undertaken in diverse 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The current study on SMA 

in Korea makes an effort to fill part of 

knowledge gap. SMA is one of excellent cases 

for studying the urban built environment & 

health outcomes relationship in Korean cities, as 

city of Seoul has experienced rapid sprawling 

expansion for the decades. 

Despite the growing attention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more robust and objective 

evidence of the human health effects of the built 

environment is needed to establish the 

mechanisms of such relationships and to address 

urban planners, policy makers, and public health 

professionals’ concerns about the quality of 

research into built environment in a public health 

context. Though much of Korea’s built 

environment has changed over the decades in 

ways that have promoted sedentary lifestyle, a 

risk factor of obesity, it is not known whether 

these changes have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obesity rates and subsequent health outcomes 

(Sallis and Glanz, 2006). 

Health disparities may constitute the most 

concret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spatial 

divide in urban and suburban areas and they 

manifest themselves quite early in life. But, built 

environment and its amenities are often 

overlooked element of health-related justice, and 

many have cri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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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parate distribution of adverse health 

conditions. The inequitable distribution of health- 

providing environmental amenities can also lead 

to profound and systemic differences between the 

health profiles of the marginalized residents from 

dominant social groups. My focus here is on 

testing predictions rarely evaluated as justice 

issues (Cutts et al., 2009).

Spatial inequalities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access to virtually all products and 

service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Sprawl 

and its adverse effects tend to concentrate a 

host of problems and privileges in different 

neighborhoods. These concentration effects shape 

opportunities and lifestyle throughout the life- 

cycle and across generations (Squires and Kubrin, 

2005).

Smart growth regulations involve redistributing 

the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land 

development and urban growth. Smart growth 

practices have substantial redistributive effects 

for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community 

for the welfare of different groups of people. 

Such redistributive consequences are important 

outcomes of adoption of any smart growth 

regulations that promote urban compact 

development (Ramírez de la Cruz, 2009: 220). As 

such, the redistributive consequences emphasize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because they 

affect the power of interest groups or advocacy 

coalitions to influence policy decisions (Dyble, 

2007;. Pond, 2009; Samarüütel, Selvig, and 

Holt-Jensen, 2010). 

4. Research Hypothes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ed (e.g., Bray, 

Vakil, and Elliott, 2005; Ewing et al., 2003; 

Kelly-Schwartz, Stockard, Doyle, and Schlossberg, 

2004), working hypotheses are that urban 

sprawl would have direct or indirect causal 

links to health status. Though any direct causal 

link between urban sprawl and human health 

remains unclear, subsequent analyses of indirect 

effects will be made. I test five working 

hypotheses.

 

① H1: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walk less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② H2: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have 

more engagement in motorized travel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③ H3: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have 

higher levels of BMI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④ H4: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have 

higher levels of cholesterol problems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⑤ H5: Residents of sprawling places would have 

higher levels of coronary heart disease than 

those living in more compact places 

 

Ⅲ. Methods and Modelling

1. Data

Working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recent online survey of 2011. 

The degree of urban sprawl is related to the 

level of walking, driving a car,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such as myocardial infarction and an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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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toris for the respondents to our online 

survey 2011 from the particular cities in SMA. 

1,268 residents in SMA of Ko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a voluntary basis and their places 

of residence for which urban sprawl indices 

were available could be identifi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link urban sprawl indices or other 

contextual built environmental factors directly 

to data of travel behavioral patterns including 

driving frequency and daily mileage, and data 

of health outcomes such as BMI, high 

cholesterol, myocardial infarction and angina 

pectoris for all respondents.

This data came from recent online survey. 

With the collaboration of Embrain Co., Ltd., I 

sent emails to all of the registrants of the panel 

living in SMA, asking them to take part in our 

survey. They were asked to access the website 

address listed in the email and fill in the survey 

form. The form are posted there http://onair. 

ezsurvey.co.kr/ezOnAir/OnAir2/OnAirTestLogin.a

sp?SurveyidAlias=3352454315. As only those 

who accepted our request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was based on a self-selected 

sample. The replies were automatically stored in 

our CSV-format data files. The website for the 

online survey was accessible from November 16 

to 30, 2011. 

The participants in this survey were individuals 

who had a driver’s license. The dataset of the 

year 2011 produced a total of 1,268 individuals 

aged from 19 to 59 living in SMA. I excluded 4 

respondents living in O-San and one respondent 

in Ongjin-Gun, Incheon because their Sprawl 

Index could not be obtained from the secondary 

data (Choi et al., 2010). As a result, selected 

respondents were 1,263 individuals (636 males 

and 627 females). Appendix 2 present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2. Measures of Health-related Outcom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based on 

Likert-type or multiple choi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made up of thirty web pages. Five primary 

individual-level health-related outcomes were 

examined: walking, driving a car,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Data from the online survey were gathered only 

through self-report of the respondents. Below I 

detail features of these data sets pertinent to 

measurements. 

 

A. Frequency and Duration of Walking

The rate of walking was measured based on 

self-reported (a) frequency per week measured 

in number of days, (b) duration per day 

measured in minutes, of every kind of walking 

such as exercise walking (leisure walking) and 

walking to work or school (utilitarian walking), 

≥ 10 min/day.  

B. Driving Frequency and Daily Mileage

Driving pattern was measured based on 

self-reported (a) driving frequency per week 

measured in number of days, and (b) daily 

mileage (average daily number of vehicle miles) 

of every kind of driving a vehicle: the reported 

destination activities included work, school, 

eating, entertainment, shop, meeting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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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MI

Data on self-reported weight and height was 

used to calculate BMI (Body Mass Index). BMI 

was calculated as weight in kilograms divided by 

squared height in meters (kg/m2) after measuring 

height and weight through self-report in the 

online survey. Self-reported weight and height 

were assessed by asking, “About how much do 

you weigh without shoes?” and “About how tall 

are you without shoes?”

    

D. Cholesterol Problems

In the present study, cholesterol problems 

(high cholesterol) were assessed using 

respondents’ response to one measurement item 

concerning frequency of cholesterol medications: 

“Are you currently taking medication to lower 

cholesterol levels? If you do, how often do you 

do?” Choices are rank-ordered in order that 

higher numbers indicate more serious problems. 

 

E. Coronary Heart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was assessed using 

respondents’ response to one measurement 

item concerning frequency of medications to 

manage coronary artery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 and angina pectoris): “Are you 

currently taking medication to manage coronary 

heart disease, for example,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If you do, how often do 

you do?” Choices are rank-ordered in order 

that higher numbers indicate more frequent 

medications. 

<Table 1> summarizes health-related outcome 

variables, measurements, and items extracted 

from the online survey.

Table1. Survey Measures of Health-related Outcomes

Variable Measure

Frequency 
and Duration 
of Walking 

․ Frequency per week of every 
kind of walking such as 
exercise walking and walking to 
work or school, ≥ 10 min/day․ Its duration per day

Driving Frequency 
and Daily Mileage
 

․ Frequency per week of driving 
a vehicle; the reported 
destination activities included 
work, school, eating, entertainment, 
shop, meetings, etc. ․ Average daily number of vehicle 
miles

BMI ․ Weight in kilograms divided by 
squared height in meters (kg/m2)

Cholesterol Problems ․ Frequency of cholesterol 
medications

Coronary Heart Disease ․ Frequency of medications 
(myocardial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3. Sprawl Index

Sprawl index used in this study to represent 

urban built environment was from secondary data 

(Choi et al., 2010), calculated from observed 

variables from multiple data sources. The 

measures of sprawl were taken directly from the 

analyses of Ewing, Pendall, and Chen (2002), 

and Ewing et al. (2003) but were modified for 

their analysis. Choi et al. (2010) operationalized 

conceptually distinct four sub-indices measuring 

urban sprawling patterns. A list of all the 

variables for measuring sprawl index is available 

in <Table 2>. 

The measure of residential density used is a 

calculated value of variables from the 2005 

Census conduc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e 

measure of employment density is a calculated 

value of variables from the 2005 Economic 

Censu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A list of 

all the variables is available in <Table 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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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riables and Data Sources for Measuring 
Urban Sprawl

Score Variable

Residential & Employment 
Density

․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being employed) at densities 
less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being employed) at densities 
more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Land Use Mix
 

․ Neighborhood mix of homes, 
shops and offices  ․ Balance of jobs and residents

Urban Compact Design ․ Number of intersections per 
square kilometers․ Reciprocal number of cul-de- 
sacs per square kilometers․ Length of streets per square 
kilometers 

Street Accessibility ․ Number of bus and railroad 
stations per square kilometers

 

the formula used for residential and employment 

density is shown as follows.

Residential Density = {[(Dr–Sr)/100]+1}×50

Dr: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at densities more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Sr: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at densities less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Employment Density = {[(De-Se)/100]+1}×50

De: Percentage of population being employed at densities more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Se: Percentage of population being employed at densities less 

than median density in SMA per square kilometers

 

Land use mix index is defined in terms of the 

degree to which land uses are mixed and 

balanced within subareas of region. The measures 

of land use mix (LUMi) and ratio of job-home 

balance (JHratioi) utilized in this study are 

calculated values of variables from the 2005 

Census, Economic Census from the Statistics 

Korea, and National Transportation Database 

fro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 list of all the variables is 

available in <Table 2>, and the mathematical 

formulas used for mixed use and balance are 

shown as follows.

 


 



ln 
 ln 

Pi=Proportion of Homes, Shops, and Offices in the area of i

Ni=Number of Homes, Shops, and Offices in the area of i

 



 i f


≺ 



 i f


≥ 

JHratioi: Ratio of Job-Home Balance in the area of I

POPi: Population in the area of i

EMPi: Number of Employees in the area of i

 

Urban compact design sub-index was defined 

in terms of the length and size of blocks. Street 

networks can be dense or sparse, interconnected 

or disconnected. In Choi et al. (2010)’s study, 

data sources enabled them to measure the length 

and size of blocks using proxy variables, which 

captures both block lengths and the extent to 

which streets are interconnected: number of 

intersections per square kilometers, reciprocal 

number of cul-de-sacs per square kilometers, and 

length of streets per square kilometers. A list of 

all the variables for urban compact design score 

is available in <Table 2>. 

Street accessibility is represen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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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to public transit. Measuring of street 

accessibility factor through counting the number 

of bus and railroad stations per square kilometers 

is determined using variables from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hoi et al., 2010). A list of all 

the variables for accessibility of the street 

networks is available in <Table 2>.

Using composite index generated using 

variables in the <Table 2>, we can rank the cities 

in SMA by the sprawl index. Next <Table 3> 

indicates which cities had the highest and lowest 

sprawl index values.  

   

Table 3. Cities in SMA with Highest and Lowest Sprawl 
Index Values

Rank City SI D LUM UCD SA

1 Songpa-Gu 142.59 120.46 128.56 136.56 126.92

2 Ilsandong-Gu 137.16 117.72 135.61 126.88 117.94

3 Guro-Gu 136.83 108.31 126.94 132.91 129.12

4 Yongsan-Gu 132.68 92.08 170.86 102.77 120.63

5 Gangnam-Gu 129.72 126.54 63.95 137.09 150.91

6 Seocho-Gu 127.46 133.55 91.80 130.57 116.62

7 Gunpo 127.26 121.10 110.16 123.64 117.11

71 Gapyeong-Gun 58.99 50.73 101.79 50.69 88.46

72 Yangpyeong-Gun 58.51 47.05 90.98 51.78 100.59

73 Gangwha-Gun 57.76 52.58 100.24 85.00 50.62

74 Icheon 55.88 61.29 111.72 56.20 54.27

75 Pocheon 53.04 58.06 116.58 50.69 50.62

76 Ansung 48.81 53.81 105.43 54.93 50.62

77 Yeoju-Gun 48.12 64.03 97.63 50.69 50.62

 Note: SI (Sprawl Index), D (Density), LUM (Land Use Mix), 

UCD (Urban Compact Design), SA(Street Accessibility)

Source: Choi et al. (2010)

The average score for each factor is 100. 

Appendix 1 is ranked in order from most 

compact (least sprawling) to least compact (most 

sprawling) on overall Sprawl Index (SI). Higher 

values on the sprawl measures indicate less 

sprawling characteristics (e. g., higher density, 

greater mixes of land use, more compact design, 

more highly connected street grid). 

4. Statistical Modelling

A path analytical framework is generated in 

reference to literature reviewed, as shown in 

<Figure 1>,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 sprawl, travel behaviors,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residents in SMA. In this way, possibl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exogenous predictor 

(urban sprawl) on BMI and the risk of high 

cholesterol and coronary heart disease can be 

modeled and evaluated. No research currently 

examines whether SI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prevalence of obesity, cholesterol 

problem and coronary heart disease. 

Note: Bolder (thinner) arrows indicate positive (negative) 
relationship

Figure 1. Path Analytical Framework

Path modelling is used as a technique that 

allowed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explanatory and criterion variables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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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cher, 2003). As multicollinearity can be a 

confounder for our analysis, collinearity 

diagnostics were performed for each of the 

variables in full model with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and tolerance. We are recommended 

that a VIF of less than 3 is an acceptable limit 

(Ai et al., 2006). A staged approach is adopted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Sprawl Index, 

travel behaviors,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sample of residents 

around SMA. 

First, using AMOS 18.0 software, a path 

model was constructed comprising observed 

variables explained above. In a second step,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for the model 

parameters using the correlation matrix for the 

total sample are calculated. Multiple measures 

are used to assess the goodness of fit of data to 

the proposed and modified models. The 

indicators of the model fit include a chi-squared 

goodness of fit, goodness-of-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Relative Fit Index (RFI), and normed fit index 

(NFI). Having model fit statistics allows 

researcher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tested path model fits the data and is valid in 

reference to the data. Finally, not only possible 

direct effects but indirect effects of SI were 

modeled and tested. 

Ⅳ. Analysis and Results

1. Model Specification and Modification

   
We started by fitting our theorized model 

described in <Figure 1>. Based on the 

correlation matrix, the theorized model was 

tested using path analysis. We first ran fully 

saturated alternate model and then reran this 

model trimming any non-significant paths. 

Following standard modification approaches for 

the refinemen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Kline, 1998), we tried to remove non- 

significant paths to identify the best fitting 

model. Notably, to achieve a better fit between 

the model and the data, the output of the 

analysis suggested that paths from/to walking 

patterns and paths from SI to endogenous 

variables should be removed. Final modified 

model exhibits better model fits than the 

originally theorized model, though they also 

reflect considerable stability. 

  

2. Model Fit

 
Model fitting was carried out by means of 

path modelling using the Amos 18.0 software 

package. In the same way as fo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given that the 

observed variables deviated slightly from the 

multi-normal distribution, the proposed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procedure. <Figure 2> presents the Amos 

estimate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I, 

daily mileage,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sample of 

respondents in SMA. Overall this model fits 

data well, so estimated model showed 

reasonably acceptable goodness-of-fit measures, 

as shown in <Table 4>. In sum, there is little 

evidence of model in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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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oodness-of-fit Measures for the Estimated 
Model

Indices Values 
obtained 

Recommended values

Chi-square
(d. f.)

p-value
GFI
AGFI

RMSEA
RFI
NFI

4.084 
(6)

.665

.999

.997

.030

.973

.984

Small value

Check significance of test 
Value  above .90
Value  above .90
Value  below .05
Value  above .90

Value  close to 1.00

 

3.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s in the <Figure 2> below, the relationship 

observed here supports the view that urban 

sprawl spurs daily mileage (β=-.090, p=.001),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BMI level (β=.185, 

p<.001). Next, BMI spurs cholesterol problems 

(β=.106, p<.001), which in turn, affects 

coronary heart disease such as myocardial 

infarction and angina pectoris (β=.362, p<.001). 

In short, urban sprawl has an indirec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risks of obesity, high 

cholesterol and coronary heart disease.

 Note: Thinner arrows indicate non-significant relationships

Figure 2. Standardized Coefficients for Causal Model 

<Table 5> presents a summary of the 

significant city-level or individual-level measures 

for major outcome variables.

Table 5. Significant Predictors for Major Outcomes

 Outcomes

Predictors

Daily 
Mileage

BMI Cholesterol 
Problems

Coronary 
Heart 

Disease

Sprawl Index negative n.s. n.s. n.s.

Daily Mileage n.a. positive n.s. n.s.

BMI n.a. n.a. positive n.s.

Cholesterol 
Problems

n.a. n.a. n.a. positive

 Note: n.s.(non-significant), n.a.(not applicable)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1. Summary

In the current study, the path analyses using 

cross-sectional data from SMA residents were 

performed to examine possibl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urban sprawl on human health 

simultaneously. Urban sprawl had an indirect 

association to BMI,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artery disease in the mediation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The results from mediation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Sprawl Index on the risk of obesity 

was completely mediated by car use (daily 

mileage), and that the effects of Sprawl Index on 

the prevalence of high cholesterol was completely 

mediated by car use and BMI (serial connections,  

to BMI, and that the effects of Sprawl Index on 

the preval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was 

completely mediated by car use, BMI and high 

cholesterol (serial connections, to BMI and BMI 

to high cholesterol). In short, SI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valence of obesity, 

cholesterol problems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pectively, even though urban sprawl h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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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significant effect on BMI, and obesity- 

related diseases.

2. Discussion and Implication

The contribution of urban sprawl score to the 

observed gap of health outcomes varied 

statistically significant via path modelling that 

controlled for individual-level demographic and 

behavioral correlates. In short, SI explains a 

proportion of geographical disparities in human 

health that were previously unaccounted for by 

individual-level analyses. 

These findings are not inconsistent with previous 

western research that urban sprawl increases 

residents’ physical inactivity, motorized travel, 

BMI and related chronic diseases. Although in 

Korea urban land use is under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often is in a 

much weaker position to implement land use 

strategies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like 

the US, cases drawn from the western countries’ 

experience, to a certain degree, may be applicable 

to other settings, especially SMA in Korea, as far 

as sprawl’s health effects are concerned. 

Defined as one of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t environment in which people live, urban 

sprawl were found to impact the choice to drive. 

Respondents selecting neighborhoods or cities 

with greater compactness drove less in terms of 

daily mileage. In particular, these findings help to 

further clarify and support more recent finding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built form in 

promoting non-motorized transport, such as 

walking and cycling.  

Certainly, SI matters for travel choice and 

BMI levels and obesity-related health outcomes. 

It is possible and desirable to design built 

environments that would be connected to either 

utilitarian or leisure walking, ultimately resulting in 

reduction of obesity and obesity-related health risk. 

Places matter for human health.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help elucidate spatial variations in 

urban form, community design, and human health 

outcomes. This study also shows that a core feature 

of urban sprawl is motorized travel, reflecting 

firmly established association between lower 

compact development and more automobile travel. 

Accordingly, we urge healthcare providers, 

legislators,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 health 

professionals to take action on the following 

point: they should recognize that the causes of 

obesity are complex and that urban built 

environment is a part of emerging picture in 

addition to both genetics and behaviors. 

Environmental amenities and other built form 

characteristics are an often overlooked element of 

justice discourse and many have cri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unequal distribution of 

adverse health-related behaviors and conditions. 

If unwalkable characteristics of urban physical 

environment may disproportionately affect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with populations 

of low-income residents compared to dominant 

social groups, a social justice approach to 

obesogenic environments that hinder walking will 

provide a more explicit focus on potential inequities. 

I argue for conducting equity reviews that all 

citizens have equal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best practice built environment regardless of sex, 

age, income level or ability, and for taking extra 

steps to ensure that vulnerable populations have 

access to the same choices and opportunities for 

active living as the population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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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ly patterned health inequalities are 

rooted in the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social relationships embedded within cities or sub- 

cities. Defining cities or sub-cities as opportunity 

structures implies that they display specific 

contributions of the resources required for individuals. 

3. Limitations

This study has certain strengths. The findings 

offered some insights into interventions that 

target obesity by presenting a good empirical 

evidence for both urban planning and health 

policy tools. However, this study also has 

weaknesses. This study only included non- 

institutionalized SMA-dwelling Korean people 

aged more than 19, and may not be generalizable 

to entire population or to children. Similar studies 

that include children would be appropriate because 

of the increasing rate of child obesity in recent 

Korea. In addition, the exclusion of persons who 

lived outside SMA could have affected the findings.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examining 

people in one time-period and one place.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placing the same 

people in a different environment, or following 

them over time, would provide different results. 

In particular, the present analysis couldn not 

extend beyond Ewing et al. (2003) in that the 

data used was gathered through a self-reported 

online survey rather than in-person interviews 

and medical examinations. 

Furthermore, city areas are not homogenous 

but differ from inner city to older suburbs and 

outer suburbs. The study design is ecological in 

nature, treating each city as a unit of homogenous 

Sprawl Index, though large differences within 

borders are likely. As such, a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it did not control this variety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herefore, applying relative increased risk to 

individuals living in sprawling places should be 

approached cautiously. At present, because no 

complete and reliable SI data are available in 

smaller areas, the ability to study SI & human 

health outcomes connection requires new data 

collection activities. Future analysis should involve 

finer levels of geography, such as census tracts.

These caveat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mind, this cross-sectional and 

ecologic study found that higher levels of urban 

sprawl were associated with engagement of 

motorized travel, obesity risk, high cholesterol, 

and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SMA 

respondents in Korea. By and large, this study 

raises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built environment on the risk of obesity 

and its health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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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prawl Scores for 77 cities in SMA

Ranking City Sprawl   Index Ranking City Sprawl   Index

1 Songpa-Gu 142.59 40 Seodaemun-Gu 103.98

2 Goyang   Ilsandong-Gu 137.16 41 Incheon   Gyeyang-Gu 103.38

3 Guro-Gu 136.83 42 Eunpyeong-Gu 100.98

4 Yongsan-Gu 132.68 43 Dongjak-Gu 100.86

5 Gangnam-Gu 129.72 44 Gwanak-Gu 99.55

6 Seocho-Gu 127.46 45 Gwangmyeong 98.30

7 Gunpo 127.26 46 Seongbuk-Gu 97.97

8 Suwon   Paldal-Gu 126.71 47 Bucheon   Ojeong-Gu 96.29

9 Dondaemoon-Gu 126.56 48 Goyang   Deogyang-Gu 95.93

10 Mapo-Gu 126.56 49 Incheon   Seo-Gu 92.83

11 Yeongdeungpo-Gu 126.36 50 Incheon   Jung-Gu 91.55

12 Incheon   Dong-Gu 126.03 51 Gangbuk-Gu 88.57

13 Seongnam   Bundang-Gu 125.80 52 Uijeongbu 87.61

14 Yangcheon-Gu 123.86 53 Pyeongtak 86.23

15 Geumcheon-Gu 123.39 54 Hanam 86.17

16 Ansan   Danwon-Gu 123.06 55 Gwacheon 84.67

17 Bupyeong-Gu 123.03 56 Uiwang 82.34

18 Gangseo-Gu 121.44 57 Suwon   Gwonseon-Gu 79.39

19 Goyang   Ilsanseo-Gu 121.15 58 Dongducheon 77.93

20 Bucheon   Wonmi-Gu 120.76 59 Paju 76.63

21 Incheon   Namdong-Gu 120.72 60 Yongin   Suji-Gu 76.56

22 Seongdong-Gu 120.19 61 Jung-Gu 75.27

23 Anyang   Dongan-Gu 118.50 62 Yongin   Giheung-Gu 75.12

24 Nowon-Gu 118.24 63 Namyangju 73.99

25 Gangdong-Gu 118.03 64 Yangju 73.84

26 Gwangjin-Gu 117.40 65 Gimpo 71.49

27 Dobong-Gu 117.29 66 Gwangju 70.13

28 Incheon   Yeonsu-Gu 116.45 67 Hwaseong 67.62

29 Incheon   Nam-Gu 115.53 68 Yeoncheon 64.49

30 Anyang   Manan-Gu 115.28 69 Jongno-Gu 63.52

31 Suwon   Yeongtong-Gu 115.23 70 Yongin   Cheoin-Gu 60.08

32 Jungnang-Gu 114.35 71 Gapyeong-Gun 58.99

33 Guri 113.30 72 Yangpyeong-Gun 58.51

34 Bucheon   Sosa-Gu 113.23 73 Ganghwa-Gun 57.76

35 Seongnam   Sujeong-Gu 110.98 74 Icheon 55.88

36 Ansan   Sangnok-Gu 108.26 75 Pocheon 53.04

37 Seongnam   Jungwon-Gu 105.51 76 Anseong 48.81

38 Suwon   Jangan-Gu 104.66 77 Yeoju-Gun 48.12

39 Siheung 104.10 Mean=100.0            SD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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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s value

Gender
male
female

636(50.4)
627(49.6)

Region
Seoul
Inchon

Gyeonggi-Do

502(39.7)
352(27.9)
409(32.4)

Age group

19-29
30-39
40-49
50-59

300(23.8)
315(24.9)
369(29.2)
279(22.1)

Educational attainment

no school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no answer

1(.1)
6(.5)
6(.5)

252(20.0)
728(57.6)
98(7.8)

172(13.6)

Personal monthly income

no income
less than 1,000,000
1,000,000-2,000,000
2,000,000-3,000,000
3,000,000-4,000,000
4,000,000-5,000,000
5,000,000-6,000,000
6,000,000-7,000,000
7,000,000-8,000,000
8,000,000-9,000,000
9,000,000-10,000,000
more than 10,000,000

no answer

210(15.9)
176(13.9)
262(20.7)
213(16.9)
165(13.1)
103(8.2)
57(4.5)
28(2.2)
13(1.0)
12(1.0)
6(.5)

13(1.0)
14(1.1)

Walking frequency 
per week

never
one day
two days
three days
four days
five days
six days

seven days(everyday)

31 (2.5)
88 (7.0)
95 (7.5)

156 (12.4)
84 (6.7)

290 (23.0)
99 (7.8)

420 (33.3)

Walking duration
per day

< 20 min.
20 ≤ Duration < 30 min.
30 ≤ Duration < 40 min.
40 ≤ Duration < 50 min.
50 ≤ Duration < 60 min.

≥ 60 min.

69 (5.5)
83 (6.6)

280 (22.2)
110 (8.8)
37 (2.9)

684 (54.2)

[Appendix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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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sures value

Frequency of 
driving a vehicle

never
one day
two days
three days
four days

more than five days

565 (44.7)
15 (1.2)
95 (7.5)

201 (15.9)
306 (24.2)
81 (6.4)

Daily mileage

< 5 km
5 ≤ mileage < 10 km
10 ≤ mileage < 15 km
15 ≤ mileage < 20 km
20 ≤ mileage < 25 km
25 ≤ mileage < 30 km
30 ≤ mileage < 35 km
35 ≤ mileage < 40 km
40 ≤ mileage < 45 km
45 ≤ mileage < 50 km

≥ 50 km

636 (50.4)
64 (5.1)
90 (7.1)
41 (3.2)
91 (7.2)
16 (1.3)
74 (5.9)
10 (.8)
37 (2.9)
4 (.3)

200 (15.8)

BMI

< 18.5
18.5 ≤ BMI < 20
20 ≤ BMI < 25
25 ≤ BMI < 30

 ≥ 30 

70 (5.6)
144 (11.1)
759 (60.2)
252 (20.0)

38 (.3)

total 1,263(100)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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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지 18매 내외로 작성 

 
4. 논문 접수 및 제출 : 수시 접수

￭ 접수 : 수시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5. 학술지 발간일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6. 내용 

￭ 원고 내용은 교통 관련 모든 분야로 다른 학회

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원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기준을 참조하

여 제출 바랍니다.

￭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논문작성스타일(아래한글)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7. 원고료 지급

￭ 본원 논문집 교통연구에 게재된 원고는 편당 

50만 원(세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8.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기획경영본부 교통연구 담당자

￭ E-mail : jyny@koti.re.kr 

￭ 전화 : 031-910-3023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및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

하는 교통 전문 학술지로서 투고 원고는 다른 간

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

고 파일을 논문투고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이지 이

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표 ․ 그림은 직

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여

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

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 이내의 국

문 초록을 작성한다.

5.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

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

지 않는다. 

6. 교통연구 게재 확정 논문의 디지털정보 권한은 

본원에 귀속된다.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코자 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을 의뢰하고,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

원 3인은 원내 1인, 원외 2인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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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

며,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4.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

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

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심

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악

(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6.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7.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심

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

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

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

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다.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1. 논문의 체제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 ․ 영문초록, 본문(서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제목 : 표지는 국 ․ 영문제목, 국 ․ 영문 저자명, 소

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로 작성한다.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

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로 작성

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ABSTRACT’으

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재한다.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

으로 작성한다.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으로 작성하며,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 면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7) 참고문헌은 동양서(가나다순) 다음에 서양서(알

파벳순)으로 배열한다.

8)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한다.

2. 사용어 및 표기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 :Ⅰ/ 절 : 1 / 항 : 가 / 목 : 1),  -,  ․
3. 번호수식의 표시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

하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y = ax²+ bx+c                         (1)

4. 도표 및 그림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1> 제목, <그림1>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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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해

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표기하고, 그

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기’로 표기한다.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5. 용어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대한교통학회 발행의 교통

용어집을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하여 원어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  ) 안에 쓴다.

6. 인용문 작성방법

1) 인용문 : 논문내용 중에 인용문장이 있을 경우 인

용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인용논

문의 저자 및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Cervero, 1982).

2) 논문내용 중에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이름 뒤에 괄호를 

하고 논문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Dewecs(1994)는 13마을에 달하는 토론토의 지

하철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7.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위첨자

로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 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참고문헌 및 각주 작성 형식 : 참고문헌은 국문문

헌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

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1. 박문수 ․ 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

사, 1995. p. 35.

    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1984. p. 255

   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

도. 인용면.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법리에 대한 실증분석”, 교통연구, 제22권, 

2000. pp. 81-96.

    2. Coffey, W. J. and Baily, A. S., “Producer 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and Change, 

22(4), 1991. p. 118. 

   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

체), 게재지(주기) , 출판년도. 인용면.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77. p. 100.

   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

년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81. p. 38

   5 <인터넷자료> 검색자료명, 사이트명(주소), 

[검색연월일].

     1. 안양시 인구현황, 안양시청(http://www.anyang. 

go.kr), [2007. 2. 14]. 

8. 주작성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

1)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차 

등), 게재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예1) 접수일 : 2007년 3월 20일

      수정일 : 2007년 6월 4일(1차), 6월 13일(2차)

       게재확정일 : 2007년 6월 15일

  예2) Received September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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