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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gestion proble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dynamics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capacity and congestion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ive control’ archetype among four system archetypes suggested by 

Wolstenholme. There is a balancing feedback loop between road capacity and road 

congestion. However, there is another balancing loop between road congestion and 

car traffic volume, which keeps disrupting the equilibrium of the former loop. A 

system dynamics model, which is based on a partial adjustment model of induced 

traffic in the literature, is built to simulate three road building scenarios: ‘Expanding 

investment', ‘Balancing investment' and ‘Frozen road investment' scenarios. The 

‘Expanding investment' scenario manages to drop congestion levels by 9% over 30 

years, however, causing much higher emissions of CO2 than other scenario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congestion levels and environmental cos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road inve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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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로정책의 정책  목표로는 교통혼잡의 개선이 일차 으로 논의된다. 즉 도로교통의 혼

잡도를 개선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해서는 도로건설을 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통혼잡의 개선 이외에도 도로교통으로 인한 기오염 증가나 온실

가스 배출 등이 이슈화되면서 단순히 교통혼잡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의 감소에 

해서도 정책  심을 차 갖게 되었다(Noland, 2007; 김도훈 외, 2009; 최남희․김선

경, 2001). 그러므로 도로투자 확 를 통한 교통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교통량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여 도로투자의 정책  단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도로건설에 한 투자 시나리오별로 혼잡도에 미치는 향과 교통량  주요 온실가

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을 용하는 이유는 도로용량과 교통혼잡도, 교통량 등 주요 

변수들간에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용량과 혼잡도 사이에는 자기조  피드백(balancing feedback) 효과가 작용한다. 혼

잡문제가 심해지면 도로건설을 한 투자가 확 되고 이는 혼잡문제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시스템 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통량과 혼잡도 사이에도  다른 

자기조  피드백(balancing feedback) 효과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2장에서는 이

와 같이 두 개의 자기조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에 해서 시

스템원형(system archetype)이론에 근거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도로투자와 

혼잡도, 교통량의 총량  계를 분석하기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소개한다. 모형

의 목 이 총량  변수간의 계에 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나 속도 등 미시  

변수들이 모형에서 생략된 단순 모형이 제시된다. 여기서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는 도로

연장의 확 에 의한 유발교통량의 규모인데, 회귀분석에 기 한 기존의 실증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동학  모형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의 방법은 축약형 회귀식에 기 한 추세 분

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4장에서는 도로투

자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 교통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장기 인 추세값을 제시한다. 

과연 도로건설에 한 투자확  는 축소가 교통혼잡 해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

오염 감소라는 상이한 정책목 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시 으로 보여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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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로투자 확 에 의한 교통혼잡 해소: 시스템 분석

Wolstenholme(2003, 2004)은 시스템 인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본 인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이러한 시스템원형(generic system archetypes)은 시스템 다이내

믹스 모형의 구축을 돕기 한 사  개념틀로서도 유용하고 는 모형에 한 일반 인 해

석을 돕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교통혼잡 해소를 한 도로건설 

확  문제도 시스템 인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원형의 분

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Wolstenholme(2003, 2004)에 따르면 모든 변화를 한 행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첫째는 자기강화 피드백 효과에 의해 시스템의 확장을 의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조  피드백 효과에 의해 시스템의 균형, 조정을 의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 의도한 

효과 이외에 의도하지 않은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기제들이 시스템 문제의 원인

으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Wolstenholme은 시스템 내부의 경계(boundary)를 강조한다. 즉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총체 인 인식이 어려운 것은 각 조직별로 주어

진 경계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Wolstenholme의 시스템 

원형 이론에서 요한 요소는 시간 지체(delay) 상이다. 특히 어떤 행 에 의해 의도하지 

효과의 작용에는 보통 시간 지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의 총체 인 악에 

어려움을 래한다는 것이다. 

의 인식에 기 하여 Wolstenholme(2003, 2004)이 제시한 시스템 원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행 에 의해 발생하는 의도된 피드백 효과(intended 

consequence)가 작용한다. 둘째, 조직의 다른 부문 는 외부에서 의도된 피드백 효과에 

한 반작용으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unintended consequence)가 발생하는 것이 시스템 문제의 

고유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도하지 않은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는 데에는 보통 시

간지체가 발생한다. 넷째, 조직의 경계 때문에 보통 최 의 행 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발생을 인지하기 어렵다. 다섯째, 모든 시스템 유형에 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스템 

원형이 존재한다. 

여기서 의도된 피드백 효과(ic)와 의도하지 않은 피드백 효과(uc)는 앞에서 언 했듯이 자

기강화 피드백일 수도 있고 자기조  피드백일 수도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피드백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원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과소달성

(underachievement) 유형은 자기강화 피드백의 ic와 자기조  피드백의 uc로 구성되어 있다. 

1) 권태형(2008) 과 김창욱 외 (2007)도 Wolstenholme의 시스템원형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의 설명은 

권태형(2008)에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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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기조  피드백   o: 음의 인과 계

[그림 1] 도로용량 확 에 의한 혼잡해소 정책의 시스템 문제

의도된 효과의 실 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의해 지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둘째, 조 실

패(out of control) 유형은 자기조  피드백의 ic와 자기강화 피드백의 uc로 구성된다. 조

을 한 행 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의해 실패하는 유형을 나타낸다. 셋째, 상  목표

달성(relative achievement) 유형은 자기강화 피드백의 ic와 자기강화 피드백의 uc로 구성된

다. 여기서는 의도된 목표달성이 다른 목표달성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넷째, 

상  조 (relative control) 유형은 자기조  피드백의 ic와 자기조  피드백의 uc로 구성

된다. 의도된 조 이 상 방의 균형을 무 뜨려서 상 방의 조  행 를 래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교통혼잡 해소를 해 도로건설을 확 하는 정책의 문제상황은 의 네 가지 시스템원

형 에서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상 조 (relative control)’로 설명할 수 있다. 먼  

도로투자와 혼잡도 두 변수 사이에는 서론에서 언 했듯이 자기조  피드백이 작용한다. 

혼잡도가 증가할 때 의도된 정책행 는 도로투자의 증가에 의해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이

다. 도로투자에 의해 혼잡도가 완화되면, 도로투자에 한 유인은 어든다. 시스템 다이내

믹스 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두 개의 부정 인 인과 계가 작용하므로 자기조  피

드백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 시스템에는 이러한 의도한 행  이외에 의도하지 않

은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는 정책결정자가 인식하는 시스템 경계 

바깥에 있어서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도로투자 확 의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는 [그림  

1]의 아래쪽에 나타나 있다. 도로확장에 의해서 혼잡도가 어들면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래한다. 즉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자기조  피

드백을 나타내므로 Wolstenholme(2003, 2004)의 시스템원형 에서 ‘상  조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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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기조  피드백   o: 음의 인과 계

[그림 2] 교통혼잡문제의 시스템 해결 원형

해당하는 것이다. ‘상  조 ’에서는 의도된 조 이 상 방의 균형을 무 뜨려서 상 방

의 조 을 래한다. 즉 혼잡도 증가  도로투자 확   혼잡도 감소  교통량 증가  

혼잡도 증가  도로투자 확 의 악순환구조가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이 동

학 으로 어떤 행태를 보인가 하는 것은 도로연장과 유발교통량 증가 간의 탄력성 값에 의

해서 결정된다.  체 시스템의 작용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시간지체가 발생

하므로 이러한 시간지체도 체 시스템의 행태에 향을 미친다. 를 들면 교통혼잡에 

한 체 교통량의 반응은 즉각 인 반응뿐만 장기 인 행 변화를 포함한다. 교통혼잡이 

증가할 때 평균속도의 감소로 교통량을 즉각 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직장 근처로 옮기는 것과 같은 행태 변화로 장기 으로 감소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도로연장과 교통량 간의 동학  계에 한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으

므로 이러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다음 3장에서 동학  모형을 제시한다.

한편 Wolstenholme(2003, p.13)은 ‘상 조 ’유형에 속하는 시스템 문제의 해결을 해

서는 상  조 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인 목표를 설정하기 한 자기조  피드백

루 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본 연구의 사례에 용하자면, 교통혼잡도를 지속

으로 일정수 으로 낮추기 해서 사후 으로 도로투자를 확 하기 보다는 도로투자에 

한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한 로 들 수 있다(그림 2). 즉 교통혼잡에 해서 사

후처방으로 도로투자 확  정책을 시행한 결과 유발교통량에 의해 교통혼잡문제도 해소를 

못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인 도로투자 

목표를 설정하여 악순환 구조를 끊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다음 3장과 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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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도로투자 시나리오별로 교통혼잡도와 교통량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어떠한 추세

를 나타내는가를 구체 으로 검토한다.

Ⅲ. 도로투자 정책효과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본 장에서는 도로투자에 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와 교통량,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장기추세를 시뮬 이션 하기 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구축한다. 서론에서 

언 했듯이 본 연구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미시  교통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총계  변수들 간의 인과 계에 주목하여, 도로건설로 인한 교통량 유발효과에 한 

기존 문헌의 동태  모형을 극 활용한다. 

도로연장과 소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 계에 해서 많은 경험  연구가 있었다. 

표 으로는 Noland and Lem(2002)이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리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도로연장길이에 한 교통량의 탄력성값은 단기 으로는 

0.3-0.6, 장기 으로는 0.7-1.0에 이른다. 반면에 Goodwin(1996)은 추가 인 도로연장이 단

기 으로 10%의 교통량 확 , 장기 으로는 20%의 교통량 확 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

다. 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도로건설에 의한 유발 교통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지지하지만, 유발효과의 크기에 해서는 아직 논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유발효과는 

실제 도로건설 지역의 특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크기는 상당히 가변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Goodwin, 1996). 그러므로 고정된 일정한 탄력성값을 모형에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들의 경험  연구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모형을 구축하도록 한다.

첫째, 연간 교통량의 변화를 두 요소로 구분한다. 하나는 기존 추세에 근거한 변화로 이

는 주로 소득증가, 자동차 소유의 증 의 추세  요인에 근거한 변화로 모형에서는 매년 

1%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연간 교통량 변화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교통혼잡도에 

의한 유발효과이다. 유발효과는 칭 으로 혼잡도의 감소에 의한 교통량 증가나 혼잡도의 

증가에 의한 교통량 감소를 다 포함한다. 즉 도로연장의 증가율이 추세에 근거한 교통량 

증가율을 웃돌 경우 혼잡도는 낮아지고 이는 추가 인 교통량을 유발한다. 반면에 도로연

장의 증가율이 추세에 근거한 교통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혼잡도가 증가하고 이는 

교통량의 감소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발효과를 식(1), (2)와 같이 부분조정모형

(partial adjustment model)을 통해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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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 = α×(Rt - Tt)                              (1) 

Tt+1 = Tt + ITt + ETt                          (2) 

여기서 ITt 는 t년도의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 Rt는 t년도의 도로연장2), Tt 는 t년도

의 총교통량, α는 조 계수, ETt 는 외부 요인(추세)에 근거한 연간교통량 변화이다.

교통혼잡도(C)는 본 연구에서 도로연장에 한 교통량의 비율(= Tt/Rt)로 정의된다. 그러

므로 식 (1)은 식 (3)으로 환 가능하다. 

ITt = α×(1/Ct - 1)․Tt                          (3)

본 모형에서는 기 년도의 도로연장과 총교통량의 비율, 즉 기 년도의 교통혼잡도를 1

로 가정한다. 도로연장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도로투자확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2%의 성장을, 균형투자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1%의 

성장을, 투자동결 시나리오에서는 도로연장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간 총교

통량의 변화는 식 (1)과 (2)에 보여지듯이 추세변화와 유발교통량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추

세변화는 연간 1%의 성장을 가정한다.  조정계수 α값은 0.1로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변

수들은 상 인 비율을 나타내므로 조정계수값은 교통량에 한 도로연장의 단기탄력성

값이다.  0.1의 단기탄력성값은 Goodwin(1996) 이 제시한 값과 비슷하며 Noland and Lem 

(2002)이 제시한 값보다는 작다. 앞에서 언 했듯이 교통량의 도로연장 탄력성 값은 지역

에 크게 의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소 보수 인 값을 가정하 다3). 하지만 민감도분석을 

통해서 조정계수를 상향조정할 경우의 결과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3]은 도로용량과 혼잡도, 교통량의 동태  행태를 나타내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

형을 보여 다.4) 앞에서 언 했듯이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총량  계에 을 두고 있

2) 보다 정확히, Rt 은 t년도 도로연장의 수용 가능한 교통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한 본 연구에서 조정계수 값, 즉 단기탄력성값을 낮게 설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장기탄력

성값을 1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문헌의 실증연구  상한값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식 (1)의 

보다 일반화된 식은  ITt = α×(β․Rt - Tt) 이다. 여기서 단기탄력성값은 αβ, 장기탄력성값은 β에 해당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연장확 와 도로연장축소의 효과를 칭 으로 보기 해 β=1로 가정하

다.  상 으로 높게 설정된 장기탄력성값과 균형을 이루기 해서 단기탄력성값을 비교  낮게 가정

하고 민간도 분석을 통하여 조정계수를 상향조정할 경우의 결과를 제시하 다. 부분조정모형의 회귀계수

와 장단기 탄력성값의 계에 해서는 Noland(200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 [그림 3]에서는 혼잡도가 도로투자결정에 미치는 인과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그림 2]의 시스템문

제 원형에서 보여지듯이 도로투자 결정이 혼잡도에 의해서 사후처방 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그림 3]의 

시스템 문제해결 원형에서 나타나듯이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을 제한다. 도로투자의 목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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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로용량, 혼잡도, 교통량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으므로 차량속도 등 미시 인 변수들은 모형에서 생략되어 있다. 분석의 핵심은 유발교통

량에 해서 기존 실증연구의 탄력성값을 참조하여 동학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Ⅳ.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세

앞에서 언 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혼잡도와 교통량의 변

화를 30년의 기간에 해 추정한다. 교통량의 변화는 곧 연료소비의 변화를 래하여 기

오염 배출량 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례 인 변화를 동반한다. 특히 감

장치에 의한 오염 감이 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이기 

해서는 연료소비량을 여야 하며, 동일한 연비를 가정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

기 해서는 교통량의 감소가 필수 이다5).

본 연구에서 비교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첫째, 도로에 한 투자를 외생 인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하는 균형투자 시나리오, 둘째 외생 인 교통량의 증가 추세보다 확

장 으로 투자하는 투자확  시나리오, 셋째 교통량의 축소를 해서 도로연장 규모를 

나리오에 의해서 소개된다.

5) 즉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추세는 교통량의 변화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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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 에서 동결하는 투자동결 시나리오이다. 앞의 모형의 가정에서 논의되었듯이 외생  

교통량의 증가는 연간 1% 성장을 가정하므로, 균형투자 시나리오는 연간 1%의 도로연장 

확 , 투자확  시나리오는 연간 2%의 성장, 투자동결 시나리오는 도로연장이 기 연도에

서 동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도로규모의 1% 성장은 물리  확 뿐만 아니라 ITS 

(Intelligent Traffic System) 와 같이 기술  투자를 포 한다. 를 들면, 1%의 도로규모 확

는 신규 도로건설에 기인할 수도 있고 새로운 ITS 기술에 의해서 1% 더 많은 교통량을 

동일한 혼잡도 수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투자도 포함한다.

[그림 4]는 각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의 추세를 30년 기간에 해서 보여 다. 먼  투

자확  시나리오에서는 교통혼잡도가 차 으로 떨어져서 30년 후에는 기 연도보다 9% 

정도 혼잡도가 어든다. 즉 도로투자 확 는 교통혼잡도의 감소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혼

잡도의 하락으로 인한 유발 교통량 때문에 의도한 만큼 큰 혼잡도의 감소는 달성하지 못한

다. 두 번째 균형투자 시나리오에서는 도로규모의 성장률이 추세 인 교통량의 증가와 균

형을 이루므로 교통혼잡도도 기 연도에서 변화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세 번째 투자

동결 시나리오에서는 교통혼잡도가 지속 으로 악화되어 30년 후에는 기 연도보다 10% 

정도 더 높은 혼잡도를 나타낸다. 도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혼잡도는 계속 증가하

지만 혼잡도의 증가가 교통량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혼잡도의 악화를 다소 완충시

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의 추세

[그림 5]에서는 각각의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연간 총교통량, 연료소비량 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의 추세를 나타낸다. 연비나 연료구성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연료소비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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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량은 연간 총교통량에 비례하므로 그림의 추세는 교통량과 연료소비량 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본문의 설명에서는 환경문제를 강조하기 

해서 [그림 5]의 추세를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지표로 해석한다. 첫째, 투

자확  시나리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년 후 기 연도보다 66% 증가한다. 교통혼

잡도 감소에 따른 유발교통량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다. 둘째, 균형

투자 시나리오에서는 30년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 연도보다 35% 증가한다. 이는 

외생  추세에 의한 교통량 증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다. 셋째, 투자

동결 시나리오에서는 30년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 연도보다 단지 10% 증가에 그

치고 있다. 도로투자의 동결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가 지체된 결과이다.

[그림 5]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교통량  CO2 배출량 추세

앞의 분석은 조정계수값을 0.1로 가정하 는데 이는 기존연구의 단기탄력성값  하한값

에 가까운 수치를 용한 결과이다. 조정계수값을 0.2로 상향조정할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

면, 도로투자동결 시나리오의 경우 교통혼잡도의 증가추세를 더욱 완화시키는 반면에 이산

화탄소 배출량의 감소효과는 크게 증가한다. 즉 30년 후 교통혼잡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증가는 기존 10%의 증가에서 5% 증가로 완화된다. 반면에 도로투자확  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은 30년후 기존 66% 증가에서 73% 증가로 확 되고 교통혼잡도의 감소

는 9%에서 5%로 효과가 크게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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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교통혼잡 해소를 한 도로투자 확 정책은 Wolstenholme의 시스템원형 이론을 용할 

때 ‘상  조 ’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혼잡도의 증가는 추가 인 도로투자를 유발하

고 이는 혼잡도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잡도의 감소가 추가교통량을 유발하므

로 혼잡도의 감소효과는 의도한 만큼 크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발교통량을 고

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해서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교통혼잡도와 교통량,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추세를 검토하 다. 유발교통량 발생은 부분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 으며, 조정계수는 기존연구의 실증  연구들을 참조하여 반 하 다. 

도로투자 시나리오별 혼잡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도로투자확  시나리오의 경우 교통혼잡도의 감소에 성과를 나타내지만 감소효과는 상

으로 작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유발효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격한 증가

를 래하 다. 균형투자 시나리오에서는 혼잡도의 변화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추세

인 교통량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마지막으로 도로투자동결 시나리오에서는 교통혼잡

도는 다소 악화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최소화하는데 성공하 다. 

교통혼잡의 해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  기오염 완화 에서 정책의 우선순 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도로투자 시나리오의 선택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 어떤 정책

을 선택하든 유발교통량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를 고려하는 시스템 인 정책사고

를 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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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ar_traffic_volume(t) = Car_traffic_volume(t - dt) + (total_traffic_change) * dt

INIT Car_traffic_volume = 1

INFLOWS:

total_traffic_change = annual_growth_of_car_traffic_trend*Car_traffic_volume +induced\ 

suppressed_traffic

Road_capacity(t) = Road_capacity(t - dt) + (change_in_road_capacity) * dt

INIT Road_capacity = 1

INFLOWS:

change_in_road_capacity = Road_capacity*annual_growth_rate_of_road_capacity

adjustment_coefficient = 0.1

annual_growth_of_car_traffic_trend = 0.01

annual_growth_rate_of_road_capacity = 0

congestion_level = Car_traffic_volume/Road_capacity

induced\suppressed_traffic = Car_traffic_volume*(1/Congestion_level-1)*adjustment_coeffic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