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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amount of travel demand is a critical factor in a benefit-cost (B/C) analysis of railway 

investment, the travel demand changes especially for induced demand have not been considered. Therefore, 

the basic study of how to estimate travel demand changes after railway investment is worth investigating. 

This study reviews the methodologies for estimating diverted and induced demand generated after railway 

investment, and proposes appropriate approaches that will help railway planners to practically apply them in 

a case study. Further, the research stimulates the needs of consideration of the travel demand changes in the 

feasibility studies of railway planning. 

--------------------------------------------------------------------------------------------

국문요약

  

철도시설 투자를 한 경제성 평가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비 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투자 

평가에 반 되는 수요는 철도 투자이후에 발생되는 유발수요에 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 할 수 있는 기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환수요

(diverted)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계량화하기 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

요는 환수요에 비해 조사  계량화 방안에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심으로 조사  계량화 

방법들을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한 환수요  유발수요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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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분야의 부신 기술개발은 철도수단의 근성불편 등의 단 에도 불구하고 속도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철도 통행시간의 감을 가져옴으로서 향후 이러한 철도투자 사업(신선건설  기존선 개량)은 철

도를 이용한 지역 간 교통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 있다. 따라서 철도투자에 따른 지역 간 교통수

요의 증가는 투자이후에 더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단된다. 특히, 철도시설 투자를 한 경제성 평가

(B/C)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투자 평가에 반 되는 수요는 

이러한 철도 투자이후에 견되는 유발수요에 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철도의 고속

화 정책과 맞물려 투자이후 환수요  유발수요 등 수요증가가 상되므로 이를 고려하기 한 수요

변화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 

철도투자이후 수요변화 반 에 한 기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무한 실정을 감안하면 향후 철도 투

자를 한 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유발수요와 같은 수요변화를 반 하여 철도투자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철도시설의 효율 인 투자와 철도수단 이용증 를 한 효과 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한 

기반 자료로서 환  유발수요에 한 계량화를 극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환수요(diverted)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계량화하기 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환수요에 비해 조사  계량화 방

안에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심으로 조사  계량화 방법들을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한 환수요  유발수요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2.  수요변화의 정의

철도시설과 련하여 King1)은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학회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랑스와 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고속열차는 35%의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발생시켰고 이것은 

환수요(Diverted demand)보다 30%이상 높은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러한 유발수요에 

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어떤 에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를 들어, Goodwin(1996)은 

환 통행량을 제외하고 증가된 통행량을 유발통행(Induced Traffic)이라고 정의하 으며, 

DeCorla-Souza(1999)는 단기(1년 이내)와 장기(1년 이후)별로 환된 차량통행거리를 제외한 새롭게 생

성된 차량통행거리를 “Induced Travel”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통수요변화에 한 정의는 학자마

다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용어2)에도 조 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통행의 주체, 단 , 분석 범 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 언 하고 있는 수요변화는 유발수요와 환수요를 종합 으로 고려하고 있다.

2.1 경제학 측면의 정의

  경제학이론에 의한 수요변화의 정의는 수요․공  곡선으로 설명된다. <그림 1>은 교통시설의 공

과 통행수요의 변화를 수요․공 곡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도노선의 신설과 같은 교통사업은 교통시

설 공 을 증가시켜 공 곡선이 기존상태(S1)에서 공  후 상태(S2)로 이동시킨다. 반면, 통행수요는 

철도건설과 같이 장기 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이  통행수요(D1)에서 사업의 완공시 까지 인구의 

증가, 소득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경제지표의 변화로 증가하는 통행수요와 통행시간 감소로 인

한 추가 인 수요를 포함하는 (D2)로 정의한다. 따라서 통행수요의 증가는 사회․경제지표의 변화와 

같은 외부(exogenous)인자와 통행시간․비용과 같은 내부(endogenous)인자에 의해 동시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 King, J.(1996) Economic significance of high speed rail, ITS Working paper.

2) 유발수요(induced demand)는 통행의 주체를 사람이나 차량으로 구분하지 않은 총량 인 개념의 통행수요

로서 새로운 교통시설의 개통에 다른 추가 인 통행량을 의미하며 통행의 단 를 Trip으로 정의함, 유발교

통(induced traffic)은 도로시설의 에서 바라본 통행수요로서 통행의 주체를 사람이 아닌 차량으로 정의

하여 통행의 단 를 차량( )수로 정의한 개념임, 유발통행(induced travel)은 유발된 수요에 의해 통행거리

의 증가를 반 한 개념으로서 통행의 단 를 VMT(Vehicle Mile Traveled)로 정의하여 통행거리(km)로 표

되는 개념임



 구분  상(target)  요인 (factors)

 지역수

(Regional Level)
외부요인(exogenous)

․인구증가

․소득증가 

․지가상승

․토지개발

시설수

(Facility Level)

내부요인(endogenous)

․교통용량증가 

․교통서비스개선 

․통행거리 감소

․통행요  감소

<표 1> 수 별 유발수요(Induced travel demand)의 요인 정의

그림 1. 유발수요 (Noland, 2001) 

  내․외부 인자에 의해 수요와 공 곡선은 동시에 움직이게 되며 통행수요는 시설공 이  수요․공  

곡선이 만나는 균형 (T1)에서 새로운 균형 (T3)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유발수요는 통행수요변화

의 한 부분으로서 균형  T2에서 T3로 변화되는 수요의 측 치로 정의할 수 있다.

수요에 향을 주는 내․외부 인자는 지속 으로 변하기 때문에 얼마의 수요가 각각의 인자에 의해 

향을 받는지를 추정하거나 측하는 데에 실 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발수요는 경제학

에서 넓은 의미로 “내부인자 (교통용량증가, 서비스개선)로 인해 발생되는 순수 통행증가량”으로 정의 

될 수 있다. 교통시설측면에서의 유발수요는 경쟁노선에서 환되는 수요와 타 수단으로부터 이 된 수

요를 포함한다. 반면 지역 간 통행의 경우 신규통행(new trips)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교통시설측면에서의 유발수요는 경쟁노선에서 환되는 수요와 타 수단으로부터 이 된 수요를 포함한

다. 반면 지역 간 통행의 경우 신규통행(new trips)으로 정의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발수요는 지역수 (regional level)과 시설수 (facility level)으로 구분되며 

지역수 은 직 으로 교통시설과 련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며, 시설수

은 직 인 요인에 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경제학 측면에서 교통인 라 투자에 따른 수요변화는 유발수요와 환수요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통측면에서 수요의 정의는 도로시설 심으로 개념이 구체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많은 실증  



연구로 인해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다 (P. Souza, FHWA, 2000). 

2.2 교통시설 측면의 정의

  도로시설측면에서의 교통수요에 한 정의는 보다 구체 이며 교통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정의는 앞에서 제시한 경제학  측면에서의 수요변화 정의 구분에 있어 시설수 에 해당되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도로시설측면에서 교통수요변화는 발생교통(generated traffic), 유발통행

(induced travel), 잠재수요(latent demand)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련된 교통

수요에 한 다양한 정의를 언 하 다.

발생교통(generated traffic): 특정도로의 추가 인 첨두시 차량통행량으로서 도로용량이 증가한 경우 

발생되며 통행시간, 경로, 수단, 목 지, 통행빈도 등의 이 등으로 발생된 교통으로 구성된다.

유발통행(induced travel): 총 차량통행거리(total vehicle mileage) 증가로서 도로의 개선으로 인한 차

량의 통행빈도, 통행거리의 증가를 의미한다. 타 시간   경로로부터 이된 통행은 제외한다.

잠재수요(Latent demand): 통행환경의 개선(혼잡완화, 설계속도 향상, 차량비용 감소)으로 인해 발생

될 추가 인 통행량.

Triple(route, time, mode) Convergence: 도로용량 개선으로 타 경로, 시간, 수단으로부터 이되어 

늘어난 첨두시간 교통량

  

 Hills(1996)과 Litman(2001)은 유발수요의 향을 도로의 경우 단기 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철도사업인 

경우 장기 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 다. 단기 인 효과  장기 인 효과 항목은 <표 2>

에 제시하 다. 단기 으로는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 의한 효과로서 출발시간, 경로, 수단,  목 지 

선택에 향을 주며 통행발생량 증가를 실증 인 조사에 의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철도시설

과 같은 장기 인 측면에서의 유발수요 효과는 주거지 변경, 통행거리 증가, 신규통행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구분  단기 (short-term)  장기 (long-term)

 효과 항목

․출발시간 선택

․경로(route)선택 

․수단(mode)선택 

․목 지 변경

․통행발생량 증가

․주거지 변경

․사업지 변경

․통행거리

․신규통행발생량 

<표 2> 유발수요의 장․단기 효과 (Hills, 1996 & Litman, 2001)

시설수 (facility level) 측면에서 유발수요의 정의는 경쟁노선 는 경로로 부터 이 된 수요와 타 수단

으로부터의 환된 수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수 (regional level)에서는 신규로 추가된 수요를 의미

한다. 이상과 같이 유발수요는 어느 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DeCorla-Souza, 2000). 

통행의 주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통행을 사람통행으로 보는 입장과 차량통행으로 보는 입

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측정 단 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유발수요를 새로 발생하는 통행으로만 정의하는 것과 기존 

통행에 추가 으로 증가하는 통행거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통행량 증가에 계없이 통행시간의 이동에 해서 어느 시 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

다. 를 들어 하루 통행을 보는 에서 단지 첨두시간의 혼잡을 피하기 해서 출발시간을 변경

할 경우 이 통행을 유발수요로 보지 않는다. 



그림 2.  철도 투자이후 수요변화 추정 개념도

연구 상지역의 기 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구 상지역을 특정시설, 특정구간 이나 일부

지역의 통행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체지역에 한 통행을 고려할 경우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3.  철도개통이후 수요변화 추정 개념

  신규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인한 수요변화 계량의 목 의 하나는 기존의 철도사업에 한 비타당

성 분석결과 부분 수요 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결과로 인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문

제 을 해소하기 해 비타당성 분석 시 유발수요를 정량 으로 반 하여 철도사업의 타당성을 높이

고자 하는 데에 있다. 신규 철도노선의 개통에 따른 유발수요를 정량화 하기 해서는 실제 인 근거자

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 이러한 유발수요에 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함

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발수요의 계량화뿐만 아니라 유발수요가 기존수요와는 구분되는 신규수요라는 것

을 밝히는 방안에 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2>는 철도 개통에 따른 통행수요의 변화를 추정하는 개념을 도식화 한 것이다. 기본 개념은 

체 으로 개통 일을 심으로 개통 이 과 이후로 구분하여 개통이 에는 수요추정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과 개통 이후에 측 자료를 통해 변화된 수요가 개통에 따른 결과에 의한 수요인지를 단할 수 

있는 ‘observational before-and-after studies'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 다. 먼 , 개통 이  시 에서 

수요변화를 계량 으로 추정하기 해 지역 간 통행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모형구축 방법은 4단계 수요추정 방법 는 직 수요모형을 선택하여 추정하며 개통  시 에 

해 추정된 모형은 측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의 정산 과정이 필요하며 정산된 모형을 기 으로 장래 

년도의 수요추정을 수행한다. 장래에 추정된 수요는 개통 이후의 실제 측된 수요와 비교하여 그 차이

를 비교하여 유발수요량을 추정하게 된다.

  먼 , 개통 이  시 에서 수요변화를 계량 으로 추정하기 해 지역 간 통행수요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통  시 에 해 추정된 모형은 측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의 정

산 과정이 필요하며 정산된 모형을 기 으로 장래 년도의 수요추정을 수행한다. 장래에 추정된 수요는 

개통 이후의 실제 측된 수요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유발수요량을 추정하게 된다.  철도시설

이 개통하기 이  상태(B)에서는 수송실  등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축하

며, 구축된 모형은 다시 개통이 의 상태에 하여 정산작업(validation)을 수행하여 상태(B)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철도시설이 개통된 후 상태(A)에 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개통 

에 비하여 수요가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본다.  한 유발수요  환수요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서 



신규 철도시설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상태(B)-를 계량화한 시 (t)의 상태(A')를 추정하며 상태(A')를 

다시 상태(A)와 비교하여 실질 인 수요변화량을 계량화 할 수 있다.

  수요변화량, 즉 상태(A)와 상태(A')의 차이는 유발수요와 환수요량이 혼재하므로 유발수요를 추정

하기 해서는 환수요량에 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환수요량의 추정은 기존의 연구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철도투자에 따른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수인 통행시간, 통행요  등의 감효

과에 따른 타 수단 비 철도수단의 우월성에 따른 타 수단에서 환되는 수요를 추정함으로서 화된 

통행량을 계량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 환수요를 모형에 의해서 계량화 하여도 정확한 값이 추

정되었는지에 한 의구심이 지속 으로 제기되는바 환수요의 정확한 추정을 해서도 철도 노선과 

경쟁 계에 있는 기타 수단인 승용차, 버스, 항공에 한 승객수요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드에

서 획득된 측 자료가 지속 으로 확보되어 비교가능한 수 이 되어야 한다.

 이때 시 (t)는 모형에서 반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며 시 은 1년, 5년, 10년 단  등으로 시 을 달리

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여야하며 수요변화 분석모형을 구축하기 해서는 수요변화에 

향을 주는 사회경제지표, 즉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가변화, 인구변화, 소득변화 등 사회경제 지표의 변

화를 DB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 이다. 한 교통변수인 통행시간, 통행비용, 갈아타기 횟수, 근성 개

선 등 개통이 과 비교하여 통행과 련된 요인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3.1 철도 투자이전 단계(State A)에서 투자이후 수요변화 추정방안(State B')

  <표 3>은 철도 투자이  단계에서 투자이후 수요변화(그림 2의 State B')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장․단 을 비교하여 제시하 다. 기존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투자이  단계(그림 2의 State A)

에서 투자이후 수요변화를 추정하는 방법론에는 직 수요모형, 4단계 수요모형, 공간수단선택모형, 통

합수요모형 등이 있다. 이러한 모형들은 투자이  단계에서 모형구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모

형구축을 통해 투자이  단계(그림 2의 State A')에 한 정산을 수행한 후 투자이후의 수요를 추정하

게 된다. 

  모형의 장․단 을 비교하면 직 수요모형의 경우 모형의 구축과 이해가 쉬우며 모형에 요구되는 자

료의 양이 많지 않은 반면, 단기 인 수요변화 분석이 어렵고 통행자의 통행행태 반 이 어려우며 

환  유발수요에 한 구분이 어려운 단 이 있다. 

  4단계 교통수요모형의 경우 일반 으로 장래 교통수요 측에 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교통DB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환수요 심의 수요변화 추정이 가능하다. 4단계 교통수요

모형의 특성상 통행발생에서 추정된 발생교통량은 하  단계에서 고정된 수요로 가정하기 때문에 유발

수요에 한 추정이 모형 내에서는 불가능한 단 이 있다. 

  공간수단선택모형은 기존의 일반 인 수단선택모형에 공간효과를 추가한 형태로 철도수단의 투자에 

따른 공간효과를 추정하여 수단선택 모형구축을 해 조사된 수단선호도 조사가 모든 지역에 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용사례가 미흡하고 모형의 연산과 정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통합수요모형은 직 수요모형과 4단계 모형에서 구 하기 어려운 통행자의 통행행태(경로선택, 수단

선택, 목 지선택)를 반 할 수 있음에 따라 환  유발수요의 구분이 가능하고 장단기 수요변화, 지

역  권역별 수요변화 추정이 가능한 장 이 있으나 상당한 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며 모형의 정산과 

연산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공간수단선택모형과 마찬가지로 국내 용사례가 없는 단 이 있으나 

통합수요모형은 철도투자이후 수요변화 추정을 한 합한 방법으로 단되며 특히 유발수요 추정이 

용이한 것으로 외국의 연구사례에서 나타났다. 

  수요변화 추정을 한 방법론과 더불어 이러한 방법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 인 모형의 구축과 

사례분석에 필요한 수요변화 련된 자료 즉, 사회․경제지표  수송실 변화 등은 지속 으로 모니

터링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주기 인 이용자 통행행태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철도투

자가 이용자의 통행행태에 미치는 향을 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분석

방법
모형의 형태  장  단

직 수요

모형

 
 

 
 

       



  존 와존 간수단 을이용하는통행량

  존 와존 간의관련성변수인구고용자수등
 수단 의존 와 간통행시간분

 수단 의존 와 간통행비용

 수단 의존 와 간통행빈도횟수

모형의 이해가 쉽고 구축이 

용이

data에 한 요구가 많지 

않음

장기 수요변화 추정이 가능

권역별․지역간 통행수요변

화의 추정이 가능 

단기 인 수요변화 분석이 

어려움

corridor 심의 수요변화 

추정이 어려움

통행자 통행행태반  불가

환․유발수요의 구분이 

불명확함

4단계

모형

기존의 국가교통DB활용 가

능

모형의 이해가 쉬움

장기 수요변화 추정이 가능

권역별․지역간 통행수요변

화의 추정이 가능

단기 인 수요변화 분석이 

어려움

통행자 통행행태반 이 부

분 임

환수요 심의 수요변화 

추정

공간수단

선택

모형

    

여기서, 

 
: 이산형 변수(교통수단변수)

  : 일반화된 기존효용함수(통행시간, 비용 등)

 
: 임의효과모형으로 공간 향력

철도투자의 공간 향 분석

가능

장기․단기 수요변화 추정

이 가능

권역별․지역간 통행수요변

화의 추정이 가능

국내 용 사례 부족으로 

인한 검증이 불확실

모형의 이해가 어려우며 

복잡함

모형의 정산과 검증에 많

은 시간소요

통합수요

모형

 

환․유발수요 변화 구분

이 가능

장기․단기 수요변화 추정

이 가능

권역별․지역간 통행수요변

화의 추정이 가능

data에 한 요구가 많음

모형의 이해가 어려우며 

복잡함

모형의 정산과 검증에 많

은 시간소요

<표 3> 철도 수요변화 분석방법 비교  

3.2 투자이후 단계에서 수요변화 추정방안(State B')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에 따른 수요변화는 개통이  시 의 통행수요와 개통이후의 수요의 차이로 

단순히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통 ․후의 수요차이에는 타 수단으로부터의 환된 수요와 신규 

노선의 개통에 따른 유발수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림 3>은 신규 철도노선의 개통에 따른 수요변화를 개념 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신규노선 개통이

과 개통이후의 연도별 수요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개통시 으로부터 이  5개년에 한 수요

와 개통이후 3개년도의 수요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수요변화 

를 들어 신규노선 개통 후 3년 뒤에 수요변화를 추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항목의 수요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통이 의 수요(A)는 개통이후에 측된 수요(B)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개통이

과 이후의 수요의 차이를(B-A')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서는 수요(A‘)에 한 추정이 필요하다. 수요

(A')는 신규노선이 개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도별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한 측치

(prediction)가 된다. 신규노선 개통이후 특정 시 에서의 수요(B)는 실제 승객수요를 조사함으로서 간단

하게 실측치를 획득할 수 있으나 만약 유발수요에 한 분석시 이 향후 10년 후라고 가정한다면 다시 

향후 10년에 한 측치가 필요할 것이다. 

개통이  수요(A) 한 정확히 측하기에 어려운 것이 실인데 그 이유는 신규노선과 일치하는 개통

이 의 출발지와 목 지간 통행량을 측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의 교통량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

은 교통 승객수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철도의 특성상 신규노선에 포함될 정차역의 

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이용 승객의 근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수요변화

가 상되나 측된 자료로 이와 같은 상을 계량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 한 이러한 총량

인 수요를 악하기 해서 사 에 기종 에 한 운송실 자료  교통량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실 치를 통해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통에 따른 수요변화는 개통이  시 의 통행수요와 개통이후의 

수요의 차이로 단순히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통 ․후의 수요차이에는 타 수단으로부터의 환된 

수요와 신규 노선의 개통에 따른 유발수요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환수요와 유발수요의 구분이 어

려운 단 이 있다. 수송실 치 비교에 의한 수요변화의 통계  분석은 수요변화량을 통계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앞 에서 살펴본 수요추정방법들은 측 는 추정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수

요변화량을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통계  방법은 수요변화량의 편차  분산을 제공

함으로서 수요변화량의 최 수 과 최고수 의 값을 제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통계 인 분석을 해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투자 이후 시 에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수송실 으로 수송실  상치

(prediction)

: 시설투자 이후의 수송실  추정치(estimation) 

철도 투자가 수요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통계  지표로서 수송실  상치와 실제 추정치



그림 4. 투자이후 시 에서 철도수요변

화의 통계  분석 

를 비교하기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수송실  변화량(증가분) 

   : 시설물 투자에 따른 수요변화 비율 (투자효과척도)

>1인 경우에 철도투자가 수요 가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반 로 <1은 수요변화에 향이 

없거나 오히려 수요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한다. ×   은 수요변화의 %증가(감소)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는 수요변화의 통계  분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1: 투자이후 시 에서 수요변화량 추정

                                     

단계2: 통계  가정(  and   통계 으로 독립 )을 통한 수요변화량의 분산계산

                     

분산    와 의 계산을 간단히 하기 해서 수송실  통행량이 포아송(Poisson)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분산은  로 구할 수 있다. 통계미분법은 유사분산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수송실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 1과 2에서 각각 수송실  와 분산  , 를 

추정할 경우 이들 추정치가 분석기간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요구된

다. <표 4>는 단계1과 2에서 제시된 변수 추정 시에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기간(투자 ․후)이 다를 

경우 추정방법을 정리하 다. 



고려 사항
단계1 

( 라메타추정)

단계2

(분산추정)

분석

기간1)  ․후가 

다를 경우



 

 





<표 4>  분석기간(투자 ․후) 수송실 () 추정을 한 방법론

주: 1) 분석시 에서 투자이  기간과 투자이후 기간:


  

   

단계3: 수요변화 척도계산

    : 시설물 투자에 따른 수요변화 비율 (투자효과척도)

 는 수송실 에 의한    로 추정 가능하지만   와   는 와 의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or)

임에도 불구하고 은 의 불편추정치가 아니므로 비록 편추정량(biased estimator)이 작아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사불편추정치(approximately unbiased estimator)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

다.

                        

단계4: 수요변화 비율( )의 분산계산 

                     

이와 같이 4단계를 거치면 수요변화량의 통계  범 를 제시할 수 있다. 수요변화 추정을 한 방법론들은 

내부 으로 수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수요변화량의 추정이 단순히 하나의 값으로 제시되는 것보

다 통계 으로 수요변화의 범 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것으로 단된다.

3.3 수요변화량 제시 방향

 수송실  자료를 통한 철도 투자이후 수요변화량 제시는 투자이  시 에서 추정된 수요  수요변화

량과 같이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송실  자료에서 제시되는 수요변화는 철도의 개량  개통에 의한 수요변화 부분과 기타 요인에 의

해 변화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향후 철도투자에 따른 수요변화의 원단  등을 산출할 경우 총수요

변화에서 순수 철도투자에 의한 수요변화부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5>는 총수요변화  순

수철도투자에 따른 수요변화 (x축)와 기타요인에 의한 수요변화(y축)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서 45°선

은 철도투자요인과 기타요인이 일정할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시 에서 수송실 을 통해서 단순히 

시설투자이 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수요변화의 순변동요인  외부변동요인 

그러나 실 으로 기타요인(사회․경제여건, 교통여건)은 시간에 따라 지속 으로 변화하므로 이러한 

기타요인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으면 총수요변화는 그림에서 보듯이 선(오차범  ±7%)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순수철도투자에 의한 수요변화를 추정하기 해서는 과거 운송실 자료가 필요하나 신규노선

일 경우에 이러한 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 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선 개량의 경우는 과거 운송실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를 들어 기존선 

개량이  5년간 수송실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 수요증가량과 표 편차(2%)를 추정하 다면, 순수철도

개량에 의한 수요변화는 약 9%(=11%-2%)로 볼 수 있다. <그림 5>의  타원형은 철도개량에 의한 수요

변화 추정치인 11%와 변동범 폭(±7%), 그리고 불확실성에 의한 기타요인의 변동폭(±2%)을 개념 으

로 보여주고 있다. 

수요변화 변동 량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체수요변화량에서 순수 철도투

자사업에 따른 수요변화량을 쉽게 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사업에 한 지속 인 수송실 자료의 확보

가 필수 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철도 투자이후 수요변화 추정은 투자계획 단계(개통이 )와 투자이후(개통이후) 

단계로 구분하 다. 투자계획단계에서는 수요변화를 추정하기 한 방법론에 하여 검토하 으며, 투자

이후 단계에서는 철도의 수송실  등을 토 로 측 자료를 통한 수요변화량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을 맞추었다. 

  그동안 철도투자 계획 수립 시 일반 으로 실시하고 있는 철도 수요추정은 시설개통이후 측 자료와 

비교하 을 경우 부분 과 추정인 것으로 나타나 수요추정의 신뢰성을 하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요변화 특히 유발수요는 계획단계에서 철도 수요의 과 추정 시 

투자이후에 발생되는 유발수요에 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변화에 한 신뢰

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확보된 수송실  등의 모니터링 자료들은 사후평가를 통해서 개통이 에 수요추정을 해 사용되었던 

사회․경제 지표자료와 각종 개발계획 등이 개통이후 시 에서 재평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평가를 통

한 수요추정결과와 수송실  등 측 치와 비교를 통해 모형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수요변화에 한 실



체 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지속 이고 장기 인 수요변화 측자료 분

석을 통해 유발수요 등 수요변화 추정을 한 원단 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원단 를 통해서 투자

이후 수요변화에 한 고려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철도투자이후 수요변화를 지속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 인 모형의 구축과 투자

이 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실질 인 수요변화의 원단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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