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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process of transportation demand forecasting for future, a network calibration is 

performed to represent well the pattern of the route choice in the base year.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flect relative magnitude of the path costs in the route choice behavior

model, which the travelers actually perceived. KTDB data distributed by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KOTI) uses BPR function as highway performance function. The BPR function 

representing the link cost recognized by travelers consists of free flow speed, capacity and toll.

This study explained possibility of distortion in the results of transportation network analysis 

due to errors in flow and speed relationship function if parameters   and  in the BPR function

was arbitrarily adjusted during the network calibration including toll roads by using KTDB 

data. Therefore, the study tried to reduce the errors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ifferentiated

weight within the link performance function to reflect different preference in route choice 

behavior by highway functional hierarchy. The influence of toll on route choice have been 

analyzed by using the value of time (VOT) based on the average wage until the present days in

South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validation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observation 

data of web-navigation whether the wage-based-VOT adequately expresses the level of 

impedance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 VOT, which is 

actually perceived by the travelers in choosing path, is larger than the VOT presently used in 

network analysis in the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is study explained the necessity of 

(   ≤ ) as the differentiated weight of the toll, because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ect of

toll on the route choice is actually less than that of the previou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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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장래의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기준년도의 경로선택 패턴을 모사하기 위해 네트워크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통행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로간의 상대적 비용을 경로선택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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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장래의 교통수요예측과정에서 기준년도의 경로선택 패턴을 모사하기 위

해 네트워크 정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통행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로간의 상대적 비용을 경로선택 

행태에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통연구원(KOTI)에서 배포하고 있는 KTDB 자료는 도로 서비스 성능

(Performance) 함수로써 BPR 함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행자가 인식하는 경로비용을 반영하는 링크 서비스 성능

함수는 자유속도, 용량과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KTDB를 활용하여 교통수

요분석 시 유료도로의 정산을 위해 BPR 함수의 파라메타 ,  값을 임의 조정할 시에 교통량과 속도 관계의 오류로 

인해 네트워크 정산 결과에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위계별로 경로선택

에 있어 도로 특성별 선호의 차등화 반영을 위해 불편비용()의 개념을 도입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여 오류의 규

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금율법에 산출된 시간가치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이 경로선택에 주는 

저항 정도가 적합한가를 내비게이션 관측 자료를 가지고 검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시 실제 인지하는 시간가치가 기존 우리나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간가치에 비해 더 크다는 판단이 나왔

다. 즉 통행요금이 경로선택에 주는 영향이 기존 분석에서보다 적다고 분석 결과가 나와 유료도로의 가중치에 

(   ≤ ) 적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네트워크 정산, 도로위계, 유료도로, 통행량-지체 함수, 요금 가중치

서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SOC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장래의 교통수요예측을 통한 (예

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은 기준년도의 관측된 통행패턴이 장래에

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모형은 기준년도의 관측된 통행패턴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정산과정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과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은 네트워크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정산은 기준년도의 경로선택 행태를 모사하기 위해 도로 위계별 상대적 서비스 성능(Performance) 차

이로 대안 경로간의 경로 선택 행태를 통행배정 모형으로 모형화 하며, 통행배정 결과는 관측된 교통량과 비교하여 

모형이 모사하는 대안 경로간의 선택 행태가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경로선택 행태는 통행배정 모형에서 구현되고 있으며 링크의 성능함수(Link Performance function)는 링크에 배

정되는 교통량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통행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국내외 교통수요예측에서는 링크의 성능함수

(Voulme–delay function, VDF)로 BPR 함수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08)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링크의 성능함수로 KOTI(2012)에서 배포하고 있는 BPR 함수식의 기본 구조로 하

는 Equation 1을 제시하였다. 

   



  구간거리가중치 (1)

여기서, 가중치=(통행요금/km)/(차종별 시간가치)

KTDB는 교통량 지체 함수(VDF)를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 등 도로위계별로 구분하고 VDF별 

 , 와 함께 자유속도와 용량의 기준값과 정산 시 고려할 조정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KTDB가 자유속도와 용량의 

조정범위를 제시하는 이유는 정산과정에서 교통량과 통행시간의 관계식에서 추정된 계수 , 를 조정할 경우 통행

시간에 왜곡이 발생하므로 자유속도와 용량을 통한 정산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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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quation 1의 구간거리*가중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으로 통행요금을 통행의 시

간가치를 통해 통행시간으로 변환하고 이를 링크의 통행시간에 더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유료도로에서 통행요금의 

저항 정도를 시간단위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유료도로와 무료도로간 통행요금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된다. 이때 통행의 시간가치는 통행목적, 통행거리와 같이 통행속성과 

무관하게 임금률법에 의해 산출된 시간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현실적 현상을 모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 를 통한 과도한 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유료도로 분석 시 통행시간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통행배정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 시 도로의 위계를 고려하기 위한 정산 파라메타()와 유료도로 

가중치 조정을 위한 정산 파라메타()를 통한 네트워크 정산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의 고찰

수요예측단계에서 통행배정 모형은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행태를 모사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통행자가 완벽한 정

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Wardrop(1952)의 제 1원칙에 따

른 사용자 균형 상태(User Equilibrium)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균형 상태는 통행자가 인식하는 경로의 

일반화 비용에 대한 선호 정도를 반영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행태를 모형화하는

데 통행자 개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각 경로의 일반화 비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Sheffi(1985)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통행시간으로 일반식을 설명하였으며, 통행시간과 함께 연료비, 통행

료 등 금전적 비용을 시간단위로 전환된 일반화 비용에 포함시켜 모형을 구성하기도 한다. Roy Thomas(1991)의 

경우는 통행자의 경로선택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과 더불어 통행거리, 지도, 표지

판, 노선에 대한 인지도, 대기행렬, 신호등 개수, 도로의 경관 등 노선의 외부적인 요소를 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통

행자의 나이, 성별 등 통행자 개인의 속성의 다양한 요소들이 통행자들의 노선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Mahmassani and Chen(1993)은 도로위계 구조가 노선선택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Kim(1995)는 도로위계구조를 고려한 통행배정기법을 소개하면서 도로위계상의 속성을 각 

링크의 일반화비용에 통행시간단위로 계량화된 효용가치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능함수를 통행배정모형

에 반영하고 있다.


 




 


 




  (2)

여기서, 
: 기점 i에서 종점 j에 이르는 노선 R의 일반화 비용(분)



: 링크 L이 교통량 


상태에서의 단위 거리당 통과 통행시간(분/km)

: 링크 L이 속하는 도로위계등급 h의 단위 거리당 선호정도(분/km)



: 링크 L의 길이(km)


: 0 or 1 (만일 기점 i에서 종점 j에 이르는 최단 노선 R이 링크 L를 포함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 기점 i에서 종점 j에 이르는 최단노선에서 n번째로 도로의 위계등급 s에서 t로 바꿀 때의 불편

(Penalty) 정도(분)

Equation 2의 통행비용 함수식 구조는 통행배정모형 정산 시 교통량 지체 함수(VDF)의 , 의 조정을 통한 교통

량 정산이 아니라 도로 위계별 속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반영하고자 경로선택을 위한 해당 링크의 속성을 토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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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링크의 통행량과 해당 링크가 전체 도로네트워크 상에서 갖는 도로위계상의 선호도 그리고 

경로선택과정에서 도로위계의 변화에 따른 불편비용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분석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KTDB에서도 교차로 밀도를 고려한 도로 

위계에 따라 교통량 지체 함수(VDF)를 차등화 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Equation 2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큰 어

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TDB에서 배포하고 있는 교통량 지체 함수(VDF)는 자유속도, 용량, 통행요금으로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

고 그 조정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의 경우 금전적인 통행요금에 대해서 통행자의 시간가치를 적용한 

일반화 비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시간가치를 통행목적, 통행거리와 같이 통행속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유료도로의 경로선택 행태를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료도로의 경우 유료도로 간의 통행요금 차이에 따른 경로선택 행태를 현실적으로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시부 고속도로(유료도로)와 다르게 지방부 고속도로의 경우 비교적 장거리의 지역간 통행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거리 통행의 경우 요금에 의한 경로선택 확률 탄력성이 비교적 적은 것이 일반적인 논리적 추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Kim(2003)은 수도권 지역과 천안-논산 고속도로 일대에서 수집한 잠재선호의식(SP)자료에 기

초하여 다양한 시장분할로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고 통행시간거리가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통행시

간가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통행시간가치의 보정이 이루어져야 함과 통행시간거리에 따른 원단위 제시가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Yook(2018)은 통행소요시간별로 통행시간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이론적 및 행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국내외 실증적 조사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가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Kim(2014)은 서울시내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유료도로 이용자의 통행요금의 시간가치를 산출한 결과 장거리 통행자의 시간가치가 단거리 통행자의 

시간가치보다 높음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내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 간 통행의 경우 장거리 통행 시 고속도로의 쾌적성, 연비향상효과, 안전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될 경우 그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료도로 이용자의 요금인상에 따른 수요의 탄

력성을 분석한 결과 0.559로 가격변화에 비해 수요의 변화가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하였다. 유료도로의 요금탄력성과 

관련해서 FHWA(2005)는 경험적 추정을 통해 미국 내 단일요율의 통행요금에 대한 요금 탄력성은 0.1에서 0.31의 

범위내로 추정하고 있다. Kim(2009)은 유료도로의 일반화 비용 산정을 위한 통행시간가치의 차등화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통행자의 소득수준별로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행배정 단계에서 

통행자의 속성에 따라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여 궁극적으로 경로선택을 위한 유료도로와 무료도로의 상대적 서비스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Gim(2013)은 DSRC 경로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고

속도로 노선선택 분석을 분석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로선택 요인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유

료도로의 요금수준의 차이가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Kumar and Peeta(2011)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경로를 여행하는 운전자는 최소 경로 비용에 더 가까운 

여행시간을 갖는 경로를 여행하는 경로에 비해 경로를 변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개념에 따른 통행배정 방법을 제안하고 경로간의 비용차이의 민감도를 이용하여 경로 선택과정의 행태적 근거를 제

시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문헌조사에 따르면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속성에 따라 다양하고,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통행시간가

치는 대체로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수요예측 시 이에 대한 반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로의 위계를 고려하기 위한 정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시간가치를 보이는 장거리 통행이 

잦은 지방부 고속도로에 대해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의 요금수준의 차이가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행

배정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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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경로선택 행위

기존문헌 조사(Kim, 2003; Kim, 2014; Yook, 2018)는 소요통행시간이 증가할수록(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통

행시간가치가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장거리 통행의 경로선택과정에서 통행요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노선선택 행태를 분석하여 통행요금 수준에 따라 경로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요금 수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경로상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기종점 쌍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기종점 쌍과 비교되는 대안 경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examinate OD and alternative expressway routes

Origin Destination Route Via Length Time Fare

Cheonan 
IC-Cheonan JC

Nonsan 
JC-Iksan IC

Route 1 Gyeongbu-Cheonan Nonsan-Honam  95.0km 63min 11,400won

Route 2 Gyeongbu-Honamji-Honam 110.0km 66min  8,200won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SK의 2017년 4월 16일-4월 22일까지 관측된 7일간의 내비게이션 자료이며, SK 내비게이

션 자료는 Figure 1과 같이 암호화된 개별통행의 고유ID와 수집일시, 통행의 순서, 통행경로(KS 표준링크)와 링크

의 진입, 진출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SK navigation data

내비게이션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수집된 통과한 링크의 정보(KS_LINK_ID)를 확인하여 경부 고속도로 안성

JCT-천안JCT 구간과 호남 고속도로 익산IC-익산JCT 구간을 통과한 차량(ID)를 구분하고 이들 차량의 통행순서

(SEQ)와 링크정보(KS_LINK_ID)를 구성하여 경로를 추적하였다.

2017년 4월 16일-4월 22일을 기준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기종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천안논산 고속도로만을 이용한 차량은 4,338대/일주일, 호남 고속도로지선만을 이용한 차량은 

4,560대/일주일, 2개 경로를 모두 이용한 차량은 4,436통행/일주일로 경로선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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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route choice

Date
Route 1

(Gyeongbu-Cheonan Nonsan-Honam)
Route 2

(Gyeongbu-Honamji-Honam)
Route 1+Route 2

4-16 562 592 577

4-17 532 554 541

4-18 680 712 694

4-19 604 632 617

4-20 674 704 688

4-21 560 578 566

4-22 726 788 753

Sum 4,338 4,560 4,4365

Average 619.71 651.43 633.71

경로 관측 자료를 이용한 노선선택 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로 2를 선택한 차량이 경로 1을 선택한 차량보다 근소

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NOVA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P-Value>0.05로 경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Table 3. Result of ANOVA

Source of variance SS df MS F P-value F crit
Between groups 3536.381 2 1768.19 0.278991 0.759759 3.554557
Within groups 114080.6 18 6337.81
Toal 117617 20

경로간의 통행비용을 비교할 경우 Table 1과 같이 통행요금을 고려한 일반화비용에서 경로 2가 유리한 경로가 

되는데, 경로 1 (경부-천안논산-호남)의 경우 경로 2 (경부-호남지선-호남)보다 통행요금에 있어서 3,200원을 추

가로 지불해야하며, 이는 승용차 기준의 시간가치(2014년 전국권 시간가치 19,892원)로 요금을 시간단위로 전환할 

경우 약 10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자료에서는 경로 간에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기존문헌의 견해와 같이 장거리통행의 통행의 시간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통행요금이 경로선택과정

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행배정 과정에서는 통행요금의 수준에 따른 일반화비용의 차이가 노선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기 때

문에 기존문헌의 견해를 내비게이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통행의 속성에 따라 통행의 시간가치를 적절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현실의 노선선택 행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유료도로의 요금 차등화 방법

1. 유료도로 요금 차등화의 필요성

현재 국내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KTDB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KTDB는 교통량 지체 함수

(VDF)의 , , 자유속도, 용량 등을 도시부 도로와 지방부 도로로 구분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도로위계는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비연속류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자가 지불해야할 통행요금을 반영하

기 위해 요금가중치를 통행수단(승용차, 버스, 트럭 등)별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료도로는 199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에는 많게는 1.3배 이상의 통행요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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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분석 방법에 따라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지침서에서 제시한 임금율 기준의 시간가

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통행속성(통행목적, 통행거리 등)에 따른 시간가치의 차이가 통행요금이 고려된 일

반화 비용에 주는 영향을 차등화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의 통행자 경로선택 행태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기본문헌의 통행의 속성별로 통행시간가치에 차이가 있고, 장거리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높다는 결과는 유료도

로의 기능에 따라 장거리 통행의 경로선택에 있어서 통행료가 주는 영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유료도로의 요금 차등

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KTDB 자료와 지침서의 시간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은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료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통행배정 분석에 반영됨에 따라 현

실의 유료도로 간의 경로선택 행위를 모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 통행배정 모형의 VDF 구성

통행비용 함수식는 경로선택 과정에서 통행자가 경험하게 되는 효용가치 개념에서 Equation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

: 다른 위계 도로와의 상대적 서비스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불편(Penalty) 정도(분)

: 도로의 위계 등 VDF를 구분하는 기준(ex,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재정), 고속국도(민자) 등)

: 유료도로 가중치

이때,  Equation 2의 와 
 로 설명할 수 있다.

Equation 3에서 유료도로 가중치에 대한 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재정 민자 재정 (4)

여기서,  




네트워크 정산 시 통행배정 단계의 경로선택과정에서 다른 위계 도로와의 상대적 서비스 성능을 반영하기 위한 

와 유료도로의 가중치 조정을 위한 는 각각이 설명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구분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 정산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파라메타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도로 위계별 상대적 서비스 수준 정산을 위한 의 조정 범위

유료도로 요금가중치에 대한 차등화는 유료도로간의 경로선택 행태 정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유료도로 요금가중

치를 조정하는 정산과정에서 요금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도로 위계와 기하구조적 특징에 따른 경로선택 행태가 함

께 정산될 필요가 있다.

는 통행요금을 제외한 도로의 위계와 기능, 표준적인 링크 속성과 차이가 나는 도로의 기하구조적 특징(자유

속도, 도로의 용량, 차로폭원, 가변차로, 노변 주차 허용 정도) 등을 통한 정산을 대표하며, 유료도로를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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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의 모든 도로에 적용될 수 있다. 이미 KTDB는 교통량 지체 함수(VDF)의 자유속도, 용량 등을 도로 위계별로 

차등 적용하고 그 조정범위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KTDB가 제시하는 자유속도와 용량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정산

을 수행하는 것은 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정산과정에서 자유속도와 용량

의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로선택 행태에 대해서 를 통해 추가적인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로의 위계와 기하 구조적 정산과정을 로 대표하고자 하는 이유는 BPR 함수의 , 를 통한 과도한 정산이 

통행배정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BPR 함수의  , 는 도로의 선형 및 물리적 설

계 구조와 관련하여 교통량 변화함에 따른 통행시간(속도)과의 함수의 계수 값으로 네트워크상의 통행자의 경로선

택 행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수 값이다. 그러므로 단지 링크의 교통량과 통행시간과의 관계식의 계수인 , 

를 네트워크 정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조정 변경할 경우, 교통량과 통행시간과의 관계식에 변화가 발생(기울기

의 변화)하며 이는 통행배정 분석 결과에 왜곡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정산을 위해서 교통량 지체 

함수(VDF)를 조정할 경우는 교통량과 통행시간의 관계식에서 추정된 계수 , 을 조정하기 보다는 통행자의 경로

선택 행태에 영향을 주는 속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 정산 시에 링크 위계별 가중치  값 규모에 대해 도로위계별 상대적 값에 대한 논리적 검증이 필요하

며, 가중치 은 해당 링크의 통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초기속도에서 도로 위계별 상대적 경로선택 선호 정도

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KTDB를 적용하여 자유속도와 용량의 범위 값을 참고할 때 VDF 1를 예로 보면 의 범위

가 자유속도 100.7km/h와 자유속도의 최대-최소 조정범위(95-110km/h)의 차이에 해당하는 –5.7～9.3km/h 범

위의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4. 유료도로 통행요금 가중치 정산을 위한 의 조정 범위

기존연구에서 유료도로의 요금수준은 통행목적 등에 영향을 받으며,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통행소요시간이 증

가할수록) 통행시간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유료도로 요금 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장거리 통행이 잦은 지방부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연구 

결과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거리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 요금 수준의 차이가 경

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로 선택 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요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

행요금 가중치 산정시 임금율법에 따른 시간가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은 상기와 같은 경로선택에 있어서 유료도로 요금에 의한 경로선택 행태의 영향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변수로써 현재 통행요금 가중치 산정을 위해 일률적으로 임금율법에 의한 시간가치를 적용함에 따른 정산의 

제약을 다소 완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는 요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도로 간에 적용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은 경로선택에 있어서 요금규모가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정산 파라메타로 

KTDB는 동일한 유료도로에 현재 징수중인 다양한 요금수준이 입력되어 있으나 현실의 유료도로의 경로선택 과정

에서는 요금수준의 차이보다는 통행 목적, 통행 거리 등 통행의 특성에 따른 시간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경로선택 과정의 시간가치를 통행 목적, 통행 거리등 통행속성에 따른 차별화된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를 고려한 경로선택

의 현실적 모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Equation 4의 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가치를 적용할 경우, 통행료의 시간단

위 가중치(penalty weight)와의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상대적인 요소로    ≤ 의 범위를 갖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은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의 요금 차이를 경로선택 행태에 적합한 시간가치로 조종하는 보정계

수로써,  ≅ 일 경우 유료도로의 요금차이가 경로선택 행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는 지침서의 시간가치보다 더 큰 시간가치로, 즉 요금이 주는 영향이 지침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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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게 경로 선택 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 경우는 통행요금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즉 시

간가치가 지침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지침서의 내용을 최대한 준용하기 위함이며, 

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에 의한 경로선택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에 요금탄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요금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FHWA(2005)의 연구

결과를 준용할 경우 0.1-0.3 수준에서 고려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국토의 면적이 적어 통행거리가 미

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요금에 대한 경로선택의 탄력성에 대한 추가

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분석

1. 대상사업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02년 개통된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연장 81km, 분기점을 포함하여 11곳의 유

출입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통행요금은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9,400원(2016년 4월 현재)
1)
을 징수 중에 있어 동일한 

연장의 재정고속도로 요금(4,500원=기본요금(900원)+주행거리(81km)×44.3원/km)
2)
의 약 2.0배 수준이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남풍세IC와 정안IC 구간을 기준으로 2015년 57,501대/일의 평균일교통량을 보이고 있

어 차로 당 14,375대/일/차로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변의 경부 고속도로 천안JC와 옥천IC의 교

통량이 86,716대/일 수준으로 차로 당 14,453대/일을 보이는 것과 비교 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검토에서는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등과 일부 경쟁관계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교통량 정산을 위한 를 추정하고자 한다. 교통량 정산과정은 Figure 2와 같다.

Network Assignment

(=1, =1)

↓

Attribute Change of Each Road Class

(  calibration)

↓

Change of Fare Weighting ( )

↓

Calculate Error rate and RMSE for each link

↓

Fare Weighting ( ) Computation

Figure 2. Process of calibration

네트워크 정산은 우선  정산을 통해 도로의 위계와 기능, 도로의 기하구조적 특징(자유속도, 도로의 용량, 차

로폭원, 가변차로, 노변 주차 허용 정도) 등을 고려한 정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순수하게 통행요금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함이다. 이를 전제로  정산을 통해 유료도로간의 정산을 수행하고 결과를 RMSE로 확인하였다.

1)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안내(http://www.cneway.co.kr/sub/sub02/sub_0202.jsp)

2)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요금 안내(http://www.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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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분석 전제

를 통한 유료도로 정산 사례 분석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한 전국 지역간 여객 OD 및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2013년 기준년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행배정방법은 승용차, 버스, 화물차를 구분하여 다차종 통행배정(multi-modal assignment)기법을 적용하였

으며, 첨두시(7.0%, 10시간) ․ 비첨두시(2.5%, 9시간) ․ 심야(5시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민자 및 유료도로는 통

행요금을 별도로 반영하였다. 일반화 비용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시간가치는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12｣에서 제시된 시간가치를 적용하였다. 배정된 교통량은 도

로교통량 통계연보의 관측교통량과 비교하였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 주변의 고속도로 147개 조사지점, 일반국도 

240개 조사지점의 교통량과 비교하였다.

3.  정산 결과

 정산 결과, Table 4와 같이  값이 작을수록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배정 교통량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통행자가 체감하는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에 대한 차이

가 적어짐을 대변한다고 판단된다. 2번 관측 지점(천안논산)을 살펴보면,  값이 0.9일 때 35,042(대/일)로 배정

되었으며  값이 0.3일 때 47,732(대/일)로 배정되어 관측 교통량 50,808(대/일)에 점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1번, 3번, 4번 관측 지점의 배정 교통량은  값이 작을수록 감소하여 관측 교통량과의 오차율

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통행자가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 간 통행 요금 차이가 적게 체감하여 서

해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선택하여 배정됨을 의미한다.

Table 4. The result of calibration

Point Route Section
Obser-
vation

=0.0 =0.3 =0.6 =0.9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1 West 
coast

Haemi IC-
Seosan IC

34,821 34,293 -1.5 35,873 3 37,191 6.8 38,504 10.6

2 Cheonan 
nonsan

Jeongan IC-
South cheonan IC

50,808 54,241 6.8 47,732 -6.1 42,709 -15.9 35,042 -31.0

3 Gyeongbu Cheongju IC-
Mecheon IC

82,328 94,992 15.4 96,363 17 97,426 18.3 98,486 19.6

4 Joongbu West chungju IC-
Ochang IC

61,770 55,980 -9.4 56,719 -8.2 57,865 -6.3 58,881 -4.7

5 West 
coast

Daecheon IC-
Gwangcheon IC

27,101 30,068 10.9 31,805 17.4 33,148 22.3 34,551 27.5

6 Seocheon
gongju

West gonhju IC-
West gonhju JC

17,164 19,569 14 19,197 11.8 19,297 12.4 19,059 11.0

7 Cheonan 
nonsan

South gonhju IC-
Gonhju JC

35,301 42,088 19.2 37,638 6.6 32,478 -8.0 26,769 -24.2

8 Dangjin
youngdeo
k

West sejong IC-
South sejong IC

28,874 29,868 3.4 29,820 3.3 29,800 3.2 29,746 3.0

9 West 
coast

Moochangpo IC-
Daecheon IC

27,712 30,404 9.74 32,140 16 33,494 20.9 34,912 26.0

10 Seocheon
gongju

East secheon IC-
West buyeo IC

13,055 13,587 4.1 13,922 6.6 14,482 10.9 15,514 18.8

11 Cheonan 
nonsan

West nonsan IC-
tancheon IC

33,712 40,855 21.2 36,494 8.3 30,947 -8.2 25,087 -25.6

12 Honam Gyeryong IC-
West daejeon JC

41,308 47,125 14.1 48,227 16.8 49,734 20.4 51,293 24.2

13 Joongbu Chubu IC-
South daejeon IC

29,149 34,749 19.2 34,949 19.9 35,344 21.3 35,782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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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상의 관측교통량과 비교를 통해 RMSE를 확인한 결과 유료도로의 경우 

  에서 RMSE가 가장 낮은 수치로 검토되고 있으며, 일반도로의 경우 에 따라 RMSE의 변화는 크지 않

아 의 영향은 유료도로간의 경로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 The RMSE of calibration

OBS
=0.0 =0.3 =0.6 =0.9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Assignment Error

RMSE Expressway 147 12,658 12,656 13,022 13,625

National highway 240 14,414 14,394 14,361 14,343

결론

국내 유료도로는 199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

로의 2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에는 많게는 1.3배 이상의 통행요금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황을 Wardrop(1952)의 균형이론에 따라 통행배정을 수행할 경우, 유료도로의 요금 수

준은 경로선택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도로의 기능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의 특성과 무관하

게 도로의 운영주체(재정, 민자)에 따라 통행요금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통행배정 모형의 경로선택의 결과는 현실

의 경로선택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은 원인은 통행배정 모형에서 유료도로간의 요금의 영향

차이를 현실적으로 모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통행거리가 증가할수록

(통행소요시간이 증가할수록) 통행시간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내

비게이션자료를 통해 유료도로의 서로 다른 요금수준이 경로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위계별 네트워크 정산 시 통행속성에 따른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의 네트워크 

정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금수준의 유료도로간의 경로선택 행태를 교통량과 통행시간과의 관계식의 계수인 

 , 를 무분별하게 조정 변경할 경우, 교통량 변화에 따른 통행시간의 변화가 현실과 차이나서 통행배정 분석 결과

에 왜곡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불편비용()을 통한 도로위계별 

정산방안과 유료도로의 요금수준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 정산과정에서 고려하기 위한 유료도로의 

가중치에 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로위계에 따른 불편비용()와 유료도로의 가중치 보정계수()로 구분한 네트워크 정산은 네트워크 정산

의 과정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설명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무분별하고 과도한 파라메타의 

조정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유료도로간의 요금차이를 조정하는 효과로 동일한 네트워크 조건 하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고속도로의 수요 예측 과다를 우려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는 통행자가 인식하는 유료도로간 요금의 영향 차이를 경로 선택 행태에 현실적으로 모사

할 수 있도록 모형에 반영한 것으로 개별 사업 분석에 있어서 과대 혹은 과소 수요 예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정산 과정에서 현실적 반영이 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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