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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속도로에서 단거리통행만을 단순 금지․억

1. 연구의 배경

제시키는 것은 도로의 공공기능 및 교통권보장

고속도로 주행거리별 이용차량 분포를 보면

측면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적으

전체 이용차량의 약 80%가 50km이하를 주행하

로 고속도로에서 단거리통행자를 불리하게 하

고 있고 100km이상 장거리 주행차량은 약 8%

고 장거리통행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안들은 계

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고속도로는 장거리

속 연구되어 왔고 실현되고 있다.

간선교통망의 기능보다 단거리 교통망으로서

1997년부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수요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속도로 기능

리를 위해 최저요금제를 시행하여 단거리통행

및 효율성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을 억제하고 있으며, 장거리통행을 유인하기 위

본래의 생산력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거리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0톤

고속도로이용차량 중 단거리통행은 대부분

이상 대형화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최대

도시권역에서의 통행으로 통행목적이나 대체도

50%까지 할인하는 심야할인제를 2000년부터 시

로의 유무 등 특성상 장거리통행에 비해 쉽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최저요금제와 장거리

대체노선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할인제의 경우 그 기준거리들이 체계적인 분석

단거리통행이 고속도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작업을 거쳐 도출된 최적거리라는 의미는 없고

과 상당량 고속도로 용량을 차지하는 것을 막

단지 정책적 판단기준에서 제시된 기준거리들

는 등 단거리통행의 규제가 필요하다. Yager는

이다. 이 때문에 최저요금이 부과되는 단거리

장거리통행의 고속도로이용의 필요성 강조와

20km에 대한 명확한 의미부여가 되지 않아 단

고속도로의 일부 용량은 장거리통행을 위해서

거리 이용자들의 불만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었

보호되어야한다는 관점에서 램프미터링을 통한

고, 심지어 통행료거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

단거리통행의 전환을 강조하였고, Robinson과

다. 장거리할인제 역시 할인이 되는 기준거리의

Doctor 등은 고속도로가 매우 짧은 통행에 대

의의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해서는 서비스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고 있다.

수요관리개념의 고속도로통행료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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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

이러한 요금체계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요금징
수 및 교통관리(ETTM : Electronic Toll and

IC간

최저거리인

중앙선

칠곡-서대구간

6.4km를 사용하고 있어, 기준거리 책정은 이전
연구보다 논리적 타당성을 더 잃고 있다

Traffic Management)가 발전하면서 수요관리차

가장 최근인 2000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원에서 다양한 통행료 조정정책을 통한 적극적

고속도로요금제도 및 영업체계개선방안 등을

인 교통관리를 시행하고자하는 것과 개념을 같

연구하였다. 장래수요예측 결과에 요금제도 및

이하면서 그 실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업체계 대안별 통행료수입을 분석하면서. 개
방형과 폐쇄형 영업체계의 개선방안과 민자유

Ⅱ

치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징수 방법

고속도로통행요금 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1. 고속도로통행요금에 관한 기존 연구
2. 고속도로 수요관리요금체계 검토

국내에서 고속도로통행료에 관한 최초의 연

현재 시행중인 최저요금제와 장거리할인제는

구는 1978년 건설부에서 수행되었고, 여러 기관

제도의 검토단계에서 통행자의 효용이 고려되

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 왔다.
1991년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원에서 처음

지 않고 있으므로 통행료 기준이 최적의 의미

으로 수요관리 개념의 통행료 연구를 수행하였

를 갖지 못한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으로 발생

다. 이 연구에서는 요금 차등제를 제안하였는데

하는 편익도 초기에 조사된 고속도로 및 대체

노선별, 차로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함으로써 현

도로의 교통량만으로 계산되므로 통행료변화에

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신설고속도로 통행료

따른 고속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량 변화가

할증제와 6차로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고려되지 않아 적정통행료 결정을 위한 민감도

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분석 및 환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용 편익으로 국도 이용비용과 고속도로 이용

현재의 최저요금제는 최저요금이 징수되는

비용의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통행료가 최적의

기준거리와, 최저요금수준 산정과정이 없이 몇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개의 대안적인 최저거리에 대한 최저요금이 분

1996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시행중

석되었을 뿐이고, 시행중인 최저요금 기준거리

인 최저요금제와 장거리할인제를 고속도로 수

20km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통행요

요관리차원에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금 체계의 결정에서 고속도로와 대체도로간의

이용 편익산정 등은 1991년 한양대학교의 방법

수요관리 개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론을 사용하여 통행료가 최적의 의미를 갖지

장거리할인제 역시 고속도로 건설총괄원가를

못하고, 최저요금제와 장거리할인제의 기준거리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수요관리의 이론적 근

원론적 측면에서의 언급 뿐 장거리의 구분이나

거가 미약하다.

할인율 등의 산정과정이 없어 장거리 통행차량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1999년에는 당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던 최저요금제의 기준거리에 대

의 고속도로 유인과 대체도로의 수요관리에 대
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화물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요금제와 장거리

심야할인제의 도입근거를 제안하였고, 경승용차

할인제를 도입할 때 제시된 방법론의 개선방향

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낮추고, 통행료면제

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에는 고속도로 이

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하였다. 방법론에서는

용편익을 통행자의 효용개념을 사용하여 통행

고속도로와 인접 대체도로간의 가격탄력성에

료가 최적의 의미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통행

의한 선호도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통행요금조

료 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

정에 따른 이용교통량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최

량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최저요금제

저요금제 대안들을 분석하는 등 많은 개선이

및 장거리할인제의 기준거리 산정을 위해서, 사

있었다. 그러나 최저요금의 기준거리는 고속도

용자 측면에서의 최적과 체계적 측면에서의 최
적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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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관리요금체계 분석의 효과척도

Ⅲ. 분석모형 개발

수요관리요금체계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고
속도로 통행요금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고속도

1. 고속도로수요관리의 개념

로와 대체도로의 교통량을 사회적 비용 관점에
수요관리요금체계의 개념을 도식하면 <그림

서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란

1>과 같다. 교통체계를 고속도로와 대체도로로

모든 통행자의 통행시간 합을 의미하는 즉, 체

구별할 때 기존에는 두 도로 모두 단거리․장

계최적해 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리 통행이 혼재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혼잡이

수요관리요금체계 효과척도로서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의 시행 후

최소화를 사용한다.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대한

고속도로에서 단거리통행은 대체도로로 전환되

목적함수의 수리적인 표현은 각 링크별 지체함

고 대체도로에서는 장거리통행이 고속도로로

수 값과 통행량의 곱인 다음 식과 같다.
Min.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요관리 요금체
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도 등 대체도로는 단

또 다른 효과척도로써 총 통행료수입을 들

거리위주의 통행이 주를 이루고 고속도로는 장
거리 통과교통이 주 이용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S a (V a )⋅V a
∑
a

수 있다. 총 통행료수입은 도로공사 등의 영업
수지 개선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변수이고, 특

고속도로

고속도로

히 최근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투자가 활발
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 입장에서 고려 대상
인 결정변수이므로 이를 포함시켰다. 통행료 수

대체도로

대체도로

<수요 관리 시행전>

<수요 관리 시행후>

입은 경로교통량과 주행경로에 대한 통행료의
곱으로 표현된다
Max.

<그림 1> 고속도로수요관리 개념도

C p⋅X p
∑
p

Ⅳ. 고속도로 수요관리요금체계 구축

2.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통행료 변경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차량과 대체도로 이용차량의 변화를 검토

1. 기본 전제

하고, 고속도로 수요관리요금체계의 구축을 위

수요관리요금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적 범위

해 최저요금제와 장거리할인제의 기준거리 분

는, 고속도로는 서울-대전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두 도로가 연결되는 영동

고속도로통행요금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기

고속도로 신갈-새말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대체

위해서는 이용자의 총 주행경로거리가 도출되

도로는 국도 1호선, 3호선, 17호선, 36호선, 42호

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배정모형에서는 구간

선과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등 분석대상 고속

교통량을 도출할 뿐 통행자의 기종점간 경로에

도로망과 병행하는 노선대를 대상으로 한다.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특히 이들 노선대의 고속도로는 단거리 및

서 통행요금은 단순히 주행거리별 요율을 적용

장거리 통행이 혼재하는 구간으로

하는 방법으로 반영하여 왔다.

계 적용에 의한 결과와 본 연구의 수요관리요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통행배정모형에 반영하
기 위해서는 경로통행요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요금체

금체계 적용 결과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어
요금체계의 적정기준 도출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배정모형도 경로교통량을 도출할 수 있
는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입력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경로통행시간과 경로

1) 지체함수

통행요금을 고려할 수 있는 경로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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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대체도로의 지체함수 파라메터

는 강호익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이는 강호

4) 시간가치

익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간가치는 한국개발연구원도에서 발표한 도

고속도로와 대체도로의 차로별 지체함수를 모

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에

두 제시하고 있으며 미시적 분석을 통한 정밀

수록된 <표 3>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도가 높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표 3> 승용차 대당 평균 통행시간 가치

<표 1> 도로시설별 지체함수 파라메터
대상도로

α

β

승용차

구 분

업 무

비업무

고속

8차로

0.77

1.20

재차인원(인)

0.39

1.61

도로

4차로

0.48

1.91

시간가치(원)

10,580

3,460

4차로

0.93

1.80

시간가치(원/대․시)

4,126

5,571

2차로

1.30

2.30

평균시간가치(원/대)

국도

2) 초기속도

9,697

5) 통행요금

고속도로와 대체도로에서의 초기속도는 일차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통행요금조정에

적으로 설계속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실제 도로

의한 고속도로 수요관리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

의 지형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조정한

고, 최종적으로 현재 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

다.

는 최저요금제의 기준거리 및 할인율을 분석하

도로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한 속도척도로서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현재

가중평균설계속도(WADS: Weighted Average

의 기본조건들을 인정하면서 수요관리방안의

Design Speed)개념을 도입하였다.

효과분석을 수행하고자, 승용차의 통행료 요율

가중평균설계속도 산정을 위한 자료수집은

은 현재값인 38.1원/km로 하고, 최저요금 기준

우선 고속도로를 IC구간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거리와 최저요금은 20km, 1,100원으로, 장거리

상응하게

할인 기준거리와 할인율은 100km, 2%를 사용

대체도로도

구간별로

정리하였다.

WADS 개념의 적용을 위한 종단 및 선형에 관

하였다.

한 기초자료는 분석 대상 교통망을 중심으로

6) 분석교통망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

분석교통망은 실제 고속도로망과 이와 병행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대체도로는 건설

하는 대체도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그림 2>

기술연구소의 도로현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와 같다. 교통망의 구성은 29개의 교통죤을 포

였다.

함한 6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링크의

3) 용량

차로수와 길이는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2」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통량은

1일단위의 집

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계치를 사용하므로 분석 교통망의 구간별 도로

7) 분석 기종점교통량

용량도 일교통용량이 필요하다. 일교통용량의

분석에 사용한 기종점교통량은 도로공사의

산정은 김영찬․심대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통행료징수시스템(TCS)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본 연구에 맞게 조정한 <표 2>와 같다.

하였다.

<표 2> 도로시설별 일교통용량
구분

고속도로

국

도

차

로

4차로

6차로

8차로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평

지

84,375

126,875

169,166

15,000

47,500

71,875

95,833

구릉지

49,375

74,375

99,166

8,125

30,000

45,625

60,833

산

33,125

49,375

65,833

6,250

22,500

33,125

44,166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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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

신갈JC
29

51

호법JC

52

53

54

55

18

19

20

21

41

11

42

12

43

시켜 가면서 배정된 교통량을 이용하여 효과척
도들을 계산하였다. 이 작업을 계속하면서 기준
거리별 효과척도 값들의 비교에서 최저치 또는

13
45

56

57

58

59

60

23

24

25

26

최고치를 도출하는 거리를 탐색하였다.

30

2
31

22

최저요금 기준거리 도출을 위한 결과는 <그
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비용이 최

14

3

46

소가 되는 최저요금 기준거리는 25km인 것으로

32

4

15
33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47

5

16
34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최저요금 기준거리는

48

6
35

25km이고 그 이하 거리에서는 최저요금 1,290.5

17

7

49

8

원을 징수하는 것이 교통망 전체의 운영효율화

36

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50

이 결과는 현재의 승용차 최저요금 기준거리

남이JC

20km와 최저요금 1,100원과 비교해볼 때 최저

37

고속도로
9

38

대체도로

요금 징수구간의 연장이 5km 증가하고 최저요

10

39

대체도로 노드번호
(교통죤)

금이 약 200원 정도 인상되어, 단거리 이용이

27

40

고속도로 노드번호

좀 더 억제되어야 실제 교통망에서의 운영최적
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분석교통망도

한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행료수

TCS자료는 고속도로 IC간 기종점교통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체도로를 포함하는
분석대상 전체의 기종점교통량을 산출하는 방
법을 모색하였다.

입 분석에서는 최저요금 기준거리를 22km로 하
고 최저요금을 1,176.2원으로 할 때 최대의 통
행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705000

년간 IC간 기종점표에서 중차량을 승용차단

1700000
사회적비용 (대*시간)

위로 보정한 뒤 일정 값으로 나눈 기종점 교통
량을 고속도로에 배정하여 IC간 교통량을 구하
고, 도로교통량통계연보의 IC간 교통량과 편차
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기종점표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1일 기종점표에서 그 값을 일정배수

1695000
1690000
1685000
1680000
1675000
1670000
1665000

로 증가시켰다. 증가시킨 기종점 교통량을 분석

1660000
10

12

14

16

18

교통망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반영하여 고
속도로와 대체도로에 배정한 결과와 도로교통

<그림 3>

20 22 24 26
기준거리 (km)

28

30

32

34

최저요금 기준거리별 사회적비용

량통계연보상의 중차량 보정된 구간별 교통량
을 비교하여 최종 기종점표를 완성하였다.

122000
120000
통행료수입(만원)

Ⅴ. 분석결과
1. 최저요금 기준거리

118000
116000
114000
112000

최저요금 기준거리 도출의 초기 조건은, 최저

110000

요금 기준거리 20km와 장거리 기준거리 100km

108000
10

에서 배정된 교통량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과
통행료수입 등의 효과척도를 산출하였다. 그리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기준거리 (km)

<그림 4>

고 최저요금 기준거리를 1km씩 증가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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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요금 기준거리별 통행료수입

2. 장거리할인 기준거리

개선된 고속도로수요관리 요금체계 결정방안을

장거리할인 기준거리 도출은 앞에서 최저요

구축하였다.

금 기준거리 분석에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

분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반영

는 25km를 초기값으로 하고, 장거리할인 기준

되어야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행거리별

거리를 100km에서 1km씩 증가 또는 감소시켜

로 다양한 체계를 가지므로 기 개발된 경로기

가면서 효과척도를 분석하였다.

반 통행배정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림 5>에 의하면 사회적비용은 장거리할

분석대상 교통망은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가

인 기준거리가 89km에서 최소값을 나타내고,

장 높고 효과가 쉽게 확인되는 서울-대전간 고

기준거리가 더 감소하거나 100km이상이면 증가

속도로망과 병행하는 대체도로망에서 수행되었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장거리할인

다.

기준거리를 현재수준보다 더 낮추어 장거리이

최저요금 기준거리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

용자를 고속도로로 유인하는 것이 교통망 전체

적 비용은 기준거리 25km에서 최소화됨을 보였

의 운영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

고, 장거리할인 기준거리 분석에서는 기준거리

미하고 있다.

89km에서의 배정결과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한편

통행료수입은

장거리할인

기준거리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현재 수
준보다 단거리 이용은 더 억제되어야 하며 장

110km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거리 이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야 함을 나
타내고 있다.

1678000

사회적비용 (대*시간)

1677500

참고문헌

1677000
1676500

Yagar,

S.

Predicting

1676000

Freeway

1675500

Flows and Queue. ITE 1989 Compendium of

Ramp

the

Metering

Impacts

on

Local

of

Street

Technical Papers. 1989.

1675000
60

70

80

89

91

100

110

120

130

140

Robinson, J. and M. Doctor. Ramp metering

기준거리 (km)

Status
<그림 5> 장거리할인 기준거리별 사회적비용

in

North

Washington

D.

America,
C.:

DOT-T-90-01.

Federal

Highway

통행료수입 (만원)

Administration, September 1989.
118200

권용석, “통행료체계에서의 경로기반 통행배

118100

정 모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

118000

문, 서울대학교, 1999.

117900

한양대학교 산업과학대학교 산업과학연구원.

117800
117700

「고속도로 편익조사와 통행요금체계에 관한

117600

연구」. 1991.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속도로 통행요금제

117500
60

70

80

90

100

109

111

120

130

140

도 개선방안 연구」. 1996.

기준거리 (km)

<그림 6> 장거리할인 기준거리별 통행료수입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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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속도로에서 시행중인

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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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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