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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raffic SOC investment policy changing from road-centered to railway-centered according to 

environment-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regarding overlapping and overinvestment of traffic 

facility have been raised. Regarding investment of various traffic facilities of which departure and destination are 

similar to each other, academia, civic organizations, government, etc. are recognizing problems including 

overlapping investment of budget, environmental destruction, etc., but not suggesting definite solutions.

Objective transportation network analysis is required because various positive effects including solutions of 

delay/congestion may occur due to provision of alternative way and distribution of the amount of traffic when 

accidents occur, as well as negative effects suggested by some of civic organizations in various transportation 

facility investment of similar departure and destination.

Hereupon,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tool that can objectively evaluate interrelations of transportation network 

by applying multi-criteria analysis including economic feasibility regarding analysis of interconnections between and 

within means of transportation.

1. 서 론

최근 정부의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에 맞춰 교통SOC투자 정책이 수립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학계 등

을 중심으로 교통시설의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러 시민단체들은 교통

시설의 중복  과잉투자에 대해 출발지와 목적지가 유사한 여러 교통시설의 투자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

행,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7월 도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의 효율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도로관리청별 도로 관리 및 도로 사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건설사업

별 개요, 사업기간, 우선순위까지 포함한 5개년의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국토의 간선교통망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교통수단간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검토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사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지는 여러 교통시설의 투자는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제시하는 부

정적인 효과 외 사고발생에 따른 대체경로의 제공, 통행량 분산으로 인한 지  정체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통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철도 네트워크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교통시설간의 객관적인 효과 측정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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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문헌 고찰

2.1. 중복  과잉 투자되는 도로현황, 원인, 해결책(2005. 07, 윤기돈, 신근정, 최은애)

윤기돈외(2005)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과잉 투자구간을 정의하고, 수요예측의 과다, 세금낭비 

및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 도로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철도로의 투자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복  과잉투자구간에 대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개의 사회간접자

본이 건설되어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역에서 교통량의 변화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

는 현실에서 국도의 4차선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구간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구

간 4차선 국도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30분 안에 고속도로의 접근이 가능함에도 같은 구간에 고

속도로를 신설하는 지역도 중복  과잉투자구간으로 정의하였다.

중복  과잉투자에 대해 개통중인 고속도로  국도 중복구간, 고속도로와 병행한 구간의 국도 공사현

장, 고속도로  국도 건설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중복  과잉투자 현장 등의 3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

각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 81.0km를 포함하여 5개 구간 325.5km, 호남고속도로 장성~금산

사 구간과 원평~금구 구간 10.2km를 포함하여 19개 구간 193.6km,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여주 구간

과 여주IC~장호원 구간 8.2km를 포함하여 18개 구간 193.3km의 구간에서 중복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복  과잉투자 구간은 외형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구간을 선정하고, 그 구간의 현재까지 

구간별 교통량을 비교하였으나, 장래 주변개발계획 및 도로, 철도망 계획, 장래 교통량 추이 등이 고려

되지 않아 장래 교통패턴의 변화에 따른 상호연관관계 분석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도로중복투자평가의 판정기준 개발(2007. 02, 박준석, 주재홍, 권영인)

박준석외(2007)는 중복  과잉투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시민의식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

으며, 중복 도로구간을 동일한 지역을 기종점으로 연결하는 나란한 도로구간으로서 외형적, 기능적으로 

유사한 도로구간으로, 과잉투자 도로구간을 개통 후 20년 동안의 예측교통량 평균이 도로의 용량에 현

저히 미달하여 결과적으로 건설시기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되는 도로투자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중복  과잉투자 구간의 분석을 위해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도표 1과 같이 각 기준별 중복성 및 과투자를 검토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모형은 도로간 상호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것으로 통행량이 전환되는 도로-철도간 수

단전환에서의 상호연관관계 분석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며, 장래 예측교통량을 이용한 중복  과투자를 분

석함으로써 교통패턴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외형적 유사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

기  준

 고속화도로(1등급도로)

  - 왕복 4차로, 제한속도 

80km/h

  - 신호등 밀도 3개 / 

10km 이내

 주간선도로(도로기능 고려)

  - 장거리 통행비율의 유

사성

  - 통행분포의 유사성

 장래교통량과 국도의 확

장계획 기준교통량 비교

  - 2→4차로 : 7,300대/일

  - 4→6차로 : 41,300대/일

  - 6→8차로 : 62,000대/일

검토내용 중복성 검토 과투자 검토

도표 1. 도로중복투자평가의 3단계 기준

2.3 관련 문헌과 본 연구의 차이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윤기돈외(2005)는 중복, 과잉투자구간을 외형적으로 정의하고, 고속도로와 국

도의 유사한 출발/도착지를 가지는 신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교통량을 통해 판단하였으나 중복, 과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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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간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교통량을 토대로 분석하여 장래 교통패턴에 대한 고려가 미

미하였다. 박준석외(2007)는 중복, 과잉투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정의를 설정하고, 외형적 유사

성, 기능적 유사성, 시기적 적정성으로 중복, 과잉투자 구간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으나 도로에 

국한된 분석방법론으로 수단간 교통네트워크의 분석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위해 외형적 유사성을 포함하여 전환통행량에 대하

여 검토하고,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업구간의 객관적인 상호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  분 관련 문헌 제목 관련 문헌 연구내용 본 연구의 차별성

내  용

중복  과잉 투자되는 

도로현황, 원인, 해결책

(2005. 07, 

윤기돈, 신근정, 최은애)

중복, 과잉투자구간 정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유사한 

출발/도착지를 가지는 신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교통량을 

고려한 판단

중복, 과잉투자구간 선정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여 객관

적인 판단으로 선정

외형적 유사성을 포함하여 

도로에 대한 교통패턴의 변

화를 검토 후 교통량 전환에 

따른 상호관계판단

각 노선의 통행패턴을 Select 

Link Analysis 기법을 이용하

여 기/종점 패턴을 분석

단순히 외형적 판단으로 중

복, 과잉투자를 판단하지 않

고, 교통량 및 교통패턴의 변

화를 고려하여 사업구간간의 

객관적인 상호연관성 판단

도로중복투자평가의 

판정기준 개발

(2007. 02, 

박준석, 주재홍, 권영인)

중복, 과(잉)투자 정의

GIS를 이용한 분석대상노선

의 외형석 유사성 판단, 기능

적 유사성 지수(FSI)를 개발

하여 유사성 판단, 교통량 적

정성 판단

도표 2. 관련 문헌과 본 연구의 차이

3. 상호연관성 분석 방법론 개발

3.1 분석 과정

철도 네트워크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 구간의 선정, 

접근통행량의 비율분석, 통행패턴의 변화분석, 통행분포의 유사성 분석 등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며, 4

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 상호간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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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호연관성 분석 과정

3.2 분석 구간 선정(1단계)

철도사업의 장래 수요예측은 사업 영향권내 도로의 통행량으로부터의 철도로의 전환량을 추정함으로

써 장래 철도수요를 예측하므로 철도 네트워크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의 대상구간은 철도 

사업으로 인해 통행량의 전환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토대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림 2.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환통행량

그림 2와 같이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전환통행량은 굵은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여러 네트

워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환량이 발생하는 모든 구간이 철도 네트워크와의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개의 철도 네트워크에 다수의 도로 네트워크와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도로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하

며, 상호 연관성 네트워크 분석은 도표 3과 같이 설정한다.

1819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준

 철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의 전환통

행량이 발생하는 모든 네

트워크를 선정

 도로의 전환통행량이 발

생하는 네트워크 중 전환량

이 가장 많은 링크 순으로 

리스트를 작성

 2단계에서 전환량이 많은 

링크 중에서 최상급 도로

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로

에 대해 전환패턴이 발생

하는 같은 도로를 분석대

상 도로로 설정

도표 3. 상호 연관성 분석을 위한 대상 도로구간 선정

3.3 접근통행량의 비율분석(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도로 네트워크(대상 도로)에 대하여 철도로의 총 통행전환량 대비 해당 링크에서 

철도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통행량 비율을 산정하여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철도 네트워크로의 통행량은 철도+도로 통합 네트워크와 존 출발기준의 철도 O/D, 공로 O/D를 

통행배정하여 산출된 공로통행량, 철도통행량 및 공로를 이용하는 철도통행량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교

통DB에서는 전국권 및 지방 5대 광역권에 대하여 역 출발기준의 철도 O/D를 제공하고 있어 존 출발기

준의 철도 O/D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보정방법은 (식 1)과 같이「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

(2010,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보정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자료의 경우 존 출발중심의 철도 O/D를 제공하고 있어 따로 보정할 필요는 없다.


 








  

  








 --------- (식 1)

여기서,    : zone 에서 zone 로 철도재배분 통행량 


 : zone 에서 zone 로 국가교통DB상의 철도통행량


 : zone 에서 zone 로 국가교통DB상의 승용차통행량


 : zone 에서 zone 로 국가교통DB상의 버스통행량

 : 출발지 대도시권 의 구 단위 죤 (예:  -서울 25개구)

 : 도착지 대도시권 의 구 단위 죤 (예:  - 부산 16개구)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 선정된 도로(대상 도로)에서 최대의 교통량 전환이 발생하는 링크를 선정한 

후, 총 전환통행량 대비 해당 구간의 철도 접근통행량의 비율을 산출하여 도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

율을 기준으로 상호연관성을 판단한다.

비율 0.8 초과 0.8 ~ 0.6 0.6 ~ 0.4 0.4 ~ 0.2 0.2 미만

상호연관

판단점수
5 4 3 2 1

연관성 상호 보완관계 ←----------------------→ 상호 경쟁관계

도표 4.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총 전환통행량 대비 철도 접근통행량의 상호연관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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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접근통행량 비율분석 방법의 예

3.4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3단계)

통행분포의 변화는 미시행시 대상 도로구간과 시행시 대상 도로구간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여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 도로의 영향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대상 도로의 통행패턴 변화 정도가 

높을수록 철도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이 높은 것으로 철도 네트워크와의 상호 경쟁관계라 볼 수 있다.

분석방법은 그림 6과 같이 미시행시와 시행시 대상 도로구간의 최대 교통량을 나타내는 링크에 대하

여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외부로 구분하여 통행 O/D를 작성하고,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총통행량 대비 각각의 통행비율을 산출하여 미시행시와 시행시의 비율차이(절대차

이)를 산출한다. 비율차이가 발생한 셀에 대한 평균을 도표 5와 비교하여 상호연관성을 판단한다.

A지점의 미시행시, 시행시 Select Link Analysis 결과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30% 27% 3% 60%

간접 27% 4% 2% 33%

외부 3% 2% 2% 7%

계 60% 33% 7% 100%

<미시행시 통행패턴>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16% 34% 3% 53%

간접 34% 4% 2% 40%

외부 3% 2% 2% 7%

계 53% 40% 7% 100%

<시행시 통행패턴>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14% 7% 0% -

간접 7% 0% 0% -

외부 0% 0% 0% -

계 - - - -

<비율의 절대차이>

  => 음영의 절대평균 0.09

그림 4. 통행패턴 변화 분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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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차이의 

평균
0.8 초과 0.8 ~ 0.6 0.6 ~ 0.4 0.4 ~ 0.2 0.2 미만

상호연관

판단점수
1 2 3 4 5

연관성 상호 경쟁관계 ←----------------------→ 상호 보완관계

도표 5. 통행패턴의 변화분석에 대한 상호연관성 판단 기준

3.4 통행분포의 유사성 분석(4단계)

통행분포의 유사성은 미시행시 대상 도로구간과 시행시 철도 구간에 대하여 통행분포를 비교 분석하

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패턴이 철도로 얼마나 전환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즉, 대상 도로의 통

행패턴이 시행시 철도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철도와 도로의 상호 보완 또는 경쟁관계를 판

단할 수 있다. 3단계 통행패턴의 변화분석은 대상 도로구간의 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도로의 통행

패턴 변화를 검토하는 단계로, 철도와 도로의 통행패턴 유사성을 검토하는 4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분석방법은 그림 5와 같이 먼저, 미시행시 대상 도로구간 중 전환량이 최대 교통량을 나타난 링크를 선

정하여 Emme/3의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 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외부로 구분한 통행 O/D를 작

성한다. 이 후 시행시 철도 구간의 최대 재차인원을 나타내는 링크에 대하여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

한 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외부로 구분한 통행 O/D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미시행시 대상 도로와 시

행시 철도 통행O/D에 대하여 총통행량 대비 각각의 통행비율을 산출한다. 미시행시 대상 도로와 철도 통행

O/D의 비율차이(절대차이)가 발생한 셀의 평균을 산정하여 도표 6과 비교하여 상호연관성을 판단한다.

A, B지점의 Select Link Analysis 결과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30% 27% 3% 60%

간접 27% 4% 2% 33%

외부 3% 2% 2% 7%

계 60% 33% 7% 100%

<A 지점 통행패턴>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21% 15% 4% 40%

간접 15% 25% 3% 43%

외부 4% 3% 10% 17%

계 40% 43% 17% 100%

<B 지점 통행패턴>

직접 간접 외부 계

직접 -9% -12% 1% -

간접 -12% 21% 1% -

외부 1% 1% 8% -

계 - - - -

<비율의 절대차이>

  => 음영의 절대평균 0.07

그림 4. 통행패턴 변화 분석의 예

비율차이의 

평균
0.8 초과 0.8 ~ 0.6 0.6 ~ 0.4 0.4 ~ 0.2 0.2 미만

상호연관

판단점수
5 4 3 2 1

연관성 상호 보완관계 ←----------------------→ 상호 경쟁관계

도표 6. 통행분포의 유사성 분석에 대한 상호연관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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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호연관성 분석의 종합 판단

2, 3, 4단계에서 판단된 상호연관판단점수는 상호 보완관계를 높은점수로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따라

서, 이를 종합하면 높은 점수일수록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간 상호 보완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 종합 판

단방법은 2, 3, 4단계의 상호연관판단점수를 평균값을 산출하여 도표 7의 기준으로 철도와 도로의 상호

연관성을 판단한다.

상호연관

판단점수의

평균

4 초과 4 ~ 3 3 ~ 2 2 ~ 1 1 미만

연관성 높은 보완관계 보완관계 복합적 관계 경쟁관계 높은 경쟁관계

도표 7. 상호연관성 분석의 종합 판단 기준

상호연관판단점수의 평균이 낮을수록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간 경쟁관계가 높기 때문에 철도 사업시행

시 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도 사업 시행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평균이 높

을수록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간 상호 보완관계가 높기 때문에 철도 사업시행시 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도 사업 시행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도로 네트워크와의 상호 경쟁관계, 보완관계를 판단 기준을 총 4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는 아직 철도와 도로의 중복  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철도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도로

와 철도 네트워크의 향후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부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철도투자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증

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교통DB에서 존 출발기준의 철도 O/D를 제

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 연구(2010,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하는 보

정방법론은 현재의 철도통행패턴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호연관성을 분석하는데 판단 오류가 커

질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수단간 교통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은 연구의 초기단계로 판단기준이나 분석 방법론

이 미약하나, 향후 분석기준이나 분석방법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검증을 통해 철도와 도로 네트워크의 

상호연관성 분석 방법론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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