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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traffic facilities has generated a variety of problems in the equality and efficiency when it would be

planed and evaluated. One of the reasons for these phenomena isn't the definition of an objective standard about benefit items.

Thus, results of evaluation couldn't give a demonstration of confidence. But, the traffic facility construction and its operation

costs are securely appeared. Therefor, it will be demonstrated to decide the benefit items in this study. Before deciding the

items, user's satisfaction evaluation and economic analysis would be carried. We find out subway user's satisfaction higher than

load traffic mode user in satisfaction evaluation, while subway's economic feasibility is lower than load facility, as a result of

B/C analysis. In this inconsistent results, we found out that the benefit value is a little lower because of indefinite standard of

it's items as comparing Busan Metropolitan City's population with subway's modal split ratio. Accordingly, we enumerate some

benefit items in the case of feasibility evaluation as constructing traffic facility. And each of evaluation items' weight is esti-

mated by using ANP. We found out that the weight value of accessibility has the highest one, that of punctuality has second,

that of travel time has third, and benefit items according to improvement of user's traffic condition have much more important

than those which were considered in the existence economic analysis.

Keywords : construction of traffic facilities, evaluation of user's satisfaction, feasibility evaluation, anp(analytic network pro-

cess), benefi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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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

의 종류와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익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교통시설에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

성 분석 방법인 B/C분석을 행한 결과, 도시철도시설이 대상도로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모순적인 사실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인구에 대비한 지하철 수단분담율에 비춰볼 때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이

맞지 않아 편익의 값이 다소 적게 산출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

시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교통시설 건설, 이용자 만족도 평가, 타당성 평가, ANP(Analytic Network Process), 편익항목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부산시는 도로와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꾸준한 시설

투자를 통하여 2004년 현재 도로율이 19.03%에 이르고 있

으며, 지하철 2호선 2구간 개통을 통하여 지하철 연장이

70.5km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대수가 96만 6

천대로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168만 명인 사실과 비교해 보

면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도로

율에 비해 차량대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교통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으나 경

우에 따라서는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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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업들

도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성 분석에 관련된 것으로 사업

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유지

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에 대한 종류와 기준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편익 항목

의 종류와 편익항목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건설된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

자들의 만족도 분석과 함께 사업의 사후평가를 경제성 분석

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ANP(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을 통하여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편익항목을 설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규명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

한 중요도를 파악하여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

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대도시내의 교통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

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역 및 지구간의 통행과 관련된 도로

와 도시철도의 투자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통시설이 바람직

한 방향으로 건설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전반적인

여건에 상응하는 교통체계를 전제로 적절하게 교통망이 확

충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첫째, 부산광역시에

이미 건설되어진 동서고가도로 및 도시철도인 지하철 2호선

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

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당해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의 사후평가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

석을 통하여 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성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을 통하여 편익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익항목 선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의 불명확성을 제

거하고 향후 건설하고자 하는 교통시설의 평가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1.3 기존문헌고찰

공공시설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

어오고 있는 편익측정방법에 대한 문헌들은 이용자들의 편

익측정 및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관련된 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등 다수존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광식(1989)은 교통시설 투자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용자 편익의 측정방법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기존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통행자는

이용노선의 대체만을 행하고, 통행횟수나 시간대, 통행의 출

발지 및 목적지, 통행수단은 대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고

정수요(Fixed Demand) 아래에서의 이용자 편익측정법 때문

에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노선대체 뿐

만 아니라 통행수단간 대체 및 통행장소의 대체 등 통행자

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변동수요(Variable Demand)

아래에서의 이용자 편익측정법을 제시하였다.

원제무, 박용훈(1989)은 서울시 지하철 3,4호선 건설에 따

른 개발편익을 지가상승에 따른 편익 및 지하철 개발로 인

한 이용자 시간절감편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법,

비교노선분석법, 소비자 잉여가치 산정법 등의 각각 다른 분

석기법으로 산정하고 그 규모를 비교하였다.

전경수, 조중래(1992)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

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 부문에

대해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양지청(2002, 2003)은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에 있어

서 전반적인 투자프로그램의 거시적인 효과측정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영향권 지수를 도출하고 서해

안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지역별 영향권 지수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직접적으

로 편익항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편

익항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통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및 사후평가

 2.1 조사의 개요

 부산광역시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

하여, 이용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를 행하였으며, 또한, 기존

의 시설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사전교육

을 받은 조사원들이 2004년 8월 30일~9월4일까지 7일간 설

문지 500부를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및 지하철 역사에서 직

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동서간의 이동축인 동서고가도로 및 지하철2

호선의 건설당시 자료와 현재 운영실태에 관련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인적사항과 지역

및 지구간의 이동형태, 부산시의 전반적인 교통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2.2 교통시설 이용자 만족도

2.2.1 이용자의 통행특성

이용자의 통행특성을 교통수단별로 도로교통을 주로 이용

하는 이용자 및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2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1. 교통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내용

조사기간 ○ 2004. 8. 30 ~ 2004. 9. 4(7일간)

표본수
○ 총 표본수 : 500부, 회수표본 : 460부,  유효표본 : 421부

(도로 : 289부, 지하철 : 112부, 도보 및 자전거 : 20부)

인적사항 ○ 성별 ○ 연령 ○ 직업 ○ 거주지 ○ 월평균 가구소득

통행
형태

○ 주 이용교통수단
○ 출발지, 목적지
○ 이용빈도

○ 이동시간
○ 이동요금
○ 환승형태

만족도
○ 수단별 접근거리
○ 수단별 이용요금

○ 이동속도
○ 시설이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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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다수(91.3%)가 자신

의 집에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평소에 운

전을 하는 사람은 195명으로 67.5%를 차지하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94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통행특성을 살펴보면,

지하철 이용자들 중에서 평소 가끔이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

들이 41명(36.6%)이며, 이들은 대체로 집에서 지하철역사까

지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하철 이용자 112명에 대한 집에서 지하철 역사까지의

거리분포를 살펴보면, 150~200m가 가장 많은 38명(33.9%)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250m가 26명(23.2%), 250m

이상이 24명(21.4%)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역사까지의 평

균도착시간은 9.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그림 1의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의하면,「도로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불만족

과 만족의 비율이 약 30%정도로 비슷하였지만,「부산시 도

로건설현황」에 대해서는 7.3%만이 만족을 하고 60% 이상

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른 4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

서는 만족하는 이용자가 5% 이하의 만족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지하철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지하철

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40

명(35.8%)이고, 만족이 36명(32.2%)으로 불만족이 약간 많

았으나,「지하철 역사의 위치와 관련된 만족도」의 평가결

과 만족이 37명(33.1%), 불만족이 24명(21.4%)으로 부산시

지하철 역사배치는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접근수단의 미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지하철 요금에 대한 만족도」,「지하철의 배차간격에 대

한 만족도」,「지하철의 운행속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

면, 요금은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에서 각각 36명(32.1%),

33명(29.5%)으로 만족하는 이용자가 약간 높았지만, 지하철

의 배차간격 및 속도에 대한 것은 불만족하는 이용자보다

만족하는 이용자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지하철 이용에 대해 도로교통 이용의 요금

및 속도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부여하여 도로교통 이용보다 지하철 이

용시의 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그렇지 않다

는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이 있었으며, 지하철 이용시 속

도에 대해서는 55% 이상이 지하철 속도가 도로교통 이용시

의 도로주행속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3 교통시설에 대한 사후평가

2.3.1 대상시설의 개요

분석대상인 도로는 부산광역시의 유료도로 7개소 중 1994

년12월에 완전개통을 이룬 동서고가도로이고, 도시철도는

1991년에 착공되어 1999년에 호포~서면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2년 9월 서면~좌동까지 2단계 구간이 개통

표 3. 운전유무에 따른 지하철 역사까지의 이동거리

구분 100m 미만 100~150m 150~200m 200~250m 250m 이상 합계

운전함 빈도(%) 0(0.00) 8(7.14) 16(14.29) 10(8.93) 7(6.25) 41(36.61)

운전안함 빈도(%) 6(5.36) 10(8.93) 22(19.64) 16(14.29) 17(15.18) 71(63.39)

합계 빈도(%) 6(5.36) 18(16.07) 38(33.93) 26(23.21) 24(21.43) 112(100.00)

표 2. 도로이용자의 승용차 소유 유무와 관련된 통행특성

구분
운전유무

운전함 운전안함 합계

승용차 소유 빈도(%) 189(65.4) 75(26.0) 264(91.3)

승용차 미소유 빈도(%) 6(2.1) 19(6.6) 25(8.7)

합계 빈도(%) 195(67.5) 94(32.5) 289(100.0)

그림 1.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림 2. 지하철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림 3. 지하철에 대한 도로교통과의 이용자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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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하철 2호선이다.

동서고가도로의 2003년 현재 차량이용대수는 대형차

3,923(천대/년), 소형차 26,398(천대/년), 경차 1,914(천대/년)

로 총 32,235(천대/년)이고, 지하철 2호선의 1일 평균수송인

원은 241천명 이다. 또한, 동서고가도로는 경차에 대해서는

300원, 소형차는 600원, 대형차는 8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

고 있으며1), 지하철 2호선의 1구간(10km 이내) 기본운임은

대인 900원, 소인 450원, 2구간(10km초과)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이

용자에 대해서는 대인 10%, 학생 20%를 할인 운영하고 있

으며, 20인 이상의 단체승객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학생(중학생 이상)에 대해서는 30%까지 할인해서 요

금을 징수하고 있다2).

2.3.2 교통시설에 대한 사후평가

도로 및 도시철도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서고

가도로는 해당시설의 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가로 12개 구간을 대상구간으로 설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지하철2호선은「부산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

에서 부산시 교통수요예측에 사용된 중존16개 중 지하철 2

호선이 통과하는 7개 존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중존 7개

중에서도 지하철 2호선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소

존 99개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항목의 산출은 교통시설건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간절감편익과 비용절감편익을 이용하였다.

동서고가도로 및 지하철 2호선의 사후평가를 비용편익분석

만으로 분석한 결과, 그 평가지표인 편익비용비(B/C)는 동서

고가도로의 경우 1.85로 수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타당성을 뒷받침하였으나, 지하철 2호선의 경우는 1.00

보다 훨씬 작은 0.56으로 나타나 건설타당성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2.2장에서 살펴본 이용자들의 만족도

와는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로이용자에

비해 지하철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지만, 경제성 분석의

내용은 그 반대로 도로의 경우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시설 건설타당성을 평

가함에 있어 편익산정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 및 이용자의 접근성, 쾌적성 등의 만

족도도 포함할 수 있는 편익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고자 한다.

3. ANP(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의 개념과

교통시설 건설사업 방향설정 모델

교통시설을 건설할 때 그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국가마다 차이 없이 명확히 나타나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은 그러하지 않다. 편익항목을 어떻게 설정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

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도로 및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을

건설할 때 고려되는 편익항목들을 열거하여 그 중요도를 산

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고려되어야 할 편익에 대한 요소가 각 대상시설에

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편익산정을

행할 경우 고려되어져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ANP

(Analytic Network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3.1 ANP기법 개요

일반적으로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에 의해 행해져 왔다. 이

기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유

치(eigenvalue)문제인 다음 식 AW=λmaxW를 구함으로써

알 수 있다. 여기서, A는 쌍대비교결과 얻어진 정방행렬이

며, λmax는 A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 W는

λmax에 대응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 A에 0이 아닌

열벡터(column vector) W를 곱하면, A · W=n · W가 성립한

다. W가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해서는 (a − nI) · W=0에서

A의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을 만족하는 근

(eigenvalue)을 구해야 한다. 고유치 λi는 최대치 λmax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고, λmax에 대응하는 고유벡

터 W는 ΣWj=1을 만족하며 위계 수준내 가중치(local

weight)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AHP기법을 통하여 산출되는 가중치는 각

구성 요소 간에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공리가 존재함으

로 인하여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반면에 ANP기법은

구성 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P기법은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

층화 구조를 갖는 AHP기법에 비하여 그 구조가 매우 복잡

하며, 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실세

계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중에는 대다수가 각 구

성요소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ANP기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1 대행렬 W

대행렬은 전체 시스템의 최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는데 이

용되며, 각 구성 요소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소행렬로 구성

된다.

3.1.2 Irreducible

모든 구성요소(네트워크모형에서 각각의 노드)를 네트워크

에 표현하였을 때, 구성요소들이 강연결(Strongly Connect)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강연결(Strongly Connect)이란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방향성이 있는 모든 아크가 최소 하나의

1) 2002년까지는 대형차와 소형차로 구분하였으나, 2003년부터

대형차, 소형차, 경차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함.

2) 2005년 현재 요금 징수체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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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안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3.1.3 Reducibility

Irreducible의 반대개념으로 네트워크상에서 각 구성요소가

강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3.1.4 Primitive

초기 대행렬 W를 무한대로 곱하였을 때, 수렴된 대행렬의

값이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해에 cycle이

없고, 한 개의 해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1.5 Impremitive

W를 무한대로 곱하였을 때, 해가 순환하여 cycle이 2개

이상 도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1.6 통제계층(Control Hierarchy)

어떤 시스템의 목적에 대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론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과 하위기준을 포함하는 계층을 말한

다. 즉 AHP에서는 기준(Criteria), 대안(Alternative)과 목표

를, ANP에서는 기준집합(Cluster), 요소(Element) 그리고 이

들의 상위 개념인 통제기준(Control Criteria)을 포괄하여 통

제계층(Control Hierarchy)이라 한다.

3.2 교통시설 건설사업의 방향설정 모델 수립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중인 각종 교통시설 건

설사업의 편익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경제전문가 4

집단의 전문가 12명에게 설문을 요청하여 각 응답에 대한

기하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수거된 자료

를 통하여 구축된 모델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단계 1 : 모델의 구조화

교통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편익항목의 중

요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도로와 도시철도의 2가

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시설들의 건설과 관련된 편익항목을

사업의 효율성측면과 관련된 요인, 환경 친화적인 측면과 관

련된 요인, 주민들의 교통여건 향상과 관련된 요인 3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도로와 도시철도 건설에 어

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 판별하기 위한 상위 의사결정부

분에서는 ANP모형을 구조화하였으며,3) 그리고, 하위 의사결

정단계에서는 교통시설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다시 그림 4와 같이 각각 3가지로 구분하여 AHP모형을 구

축하여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Saaty(1996)는 ANP모형에서 대행렬이 수렴하는 경우를 6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상위의사결정모

델은 Irreducible하고 Primitive한 경우로 ANP기법을 적용하

여 설명할 수 있다. Irreducible하고 Primitive한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rreducible인지에 대한 여부는 비음인 대행렬 W가 강연결

(strongly connect)되어 있어야 한다. 즉,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모든 아크가 사이클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항목

들에 대해 화살표를 따라가면 의사결정자가 정한 모든 평가

항목에 도착할 수 있도록 표현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모델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Irreducible함을

알 수 있다.

Primitive인지에 대한 여부는 그 조건인 초기행렬 W의 대

각합이 0보다 큼(Trace(W)>0)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

족하진 않지만, W를 임의 정수인 k번 만큼 곱했을 때 0보

다 큰 값을 가지면(Wn>0) Primitive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이 조건을 만족함으로 Primitive하

다고 말할 수 있다.

3.2.2 단계 2 : ANP모형에서의 소행렬(submatrix) 생성

대행렬(supermatrix)은 각각의 소행렬의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

어진다.

먼저, 도로와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중

요도를 구하여야 한다.

표 4는 도로건설 한 가지만을 고려하였을 때 그것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56.7%, 사업의 효율성이 27.5%, 환경친화성이

15.8%의 중요도를 갖는 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도시철도를 도로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요

도를 산출하여 적용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도로 및 도시철

도 모두 주민의 교통여건, 사업의 효율성, 환경친화성의 순

으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교통시설 건설영향요인에 대한 도로 및 도시철

도의 중요도를 구해야 한다.

3) 편익에는 교통시설의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및 지가 상승 등

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관련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 중의 하나인 지가상승과 같은 사항은 지역주민

개인의 사적 재화(private goods)에 대한 잉여가 창출되는 경

제학적 의미에서의 외부효과(externality)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건설의 편익산출에는 제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4. 교통시설 건설의 방향설정 ANP 네트워크구조

표 4. 도로만을 고려했을 때 건설영향요인의 중요도

도로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
교통여건

중요도

사업의 효율성 1.000 2.047 0.409 0.275 

환경 친화성 0.489 1.000 0.325 0.158 

주민 교통여건 2.448 3.079 1.000 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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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 6과 같이 편익항목 중에서 사업의 효율성 한 가

지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의 중요도

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철도가 50.2%, 도로가 49.8%의

순으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환경친화성에 대한 측면과 주민 교통여건 향상과

관련된 측면을 사업의 효율성 측면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

한 중요도를 구한 결과이다.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의 교

통여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더욱 신중히 고

려하여 할 요소로 나타났지만, 환경친화적인 부분에서는 도

로가 더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써, 도로를 건설할 때 환경

적인 부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단계 3 : ANP모형에서의 초기대행렬(supermatrix)

구성 및 수렴된 대행렬 생성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간의 상관관계 및 사업의 효율성간

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가정하고, 표 5와 표 7에서 구해진

소행렬을 이용하여 5×5 초기대행렬(W)을 만들었다. 그 결과

는 표 8과 같다.

수렴된 대행렬은 초기 대행렬 W를 임의의 정수인 k번 이

상 곱하였을 때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어진 행렬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대행렬을 5회 이상 곱하면 수렴된 값을

가지는 행렬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표준화한 결과가 표 9와

같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시

철도가 51.7%, 도로가 48.3%의 순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51.5%, 사업의

효율성이 30.7%, 환경 친화성이 17.9%의 순으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단계 4 : 하위의사결정단계의 교통시설건설사업에 대

한 세부영향요소의 중요도 결정

하위의사결정단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려해야할 요소인 사업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각각 주행시간, 주행비용,

교통사고, 대기오염, 소음, 주변경관,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로 및 도시철도를 건설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세부영향요소의 가중치를 표준화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27.0%, 정시

성이 13.6%, 주행시간이 12.8%의 순서로 중요도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의 공공교통시설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도로 도시철도

사업의 효율성 0.275 0.337 

환경 친화성 0.158 0.196

주민 교통여건 0.567 0.467 

합계 1.000 1.000

표 6. 사업의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때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의

중요도

사업의 효율성 도로 도시철도 중요도

도로 1.000 0.991 0.498 

도시철도 1.009 1.000 0.502 

표 7. 교통시설의 건설영향요인에 따른 도로 및 도시철도의 상대

적 중요도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 교통여건

도로 0.498 0.538 0.456 

도시철도 0.502 0.462 0.544 

합계 1.000 1.000 1.000

표 8. 5×5 초기 대행렬(W)

대행렬 도로 도시철도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
교통여건

도로 0.000 0.000 0.498 0.538 0.456 

도시철도 0.000 0.000 0.502 0.462 0.544 

사업의 효율성 0.275 0.337 0.000 0.000 0.000 

환경 친화성 0.158 0.196 0.000 0.000 0.000 

주민 교통여건 0.567 0.467 0.000 0.000 0.000 

표 9. 수렴된 대행렬(W5)

수렴된 대행렬 도로
도시
철도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
교통여건

도로 0.483 0.483 0.483 0.483 0.483 

도시철도 0.517 0.517 0.517 0.517 0.517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의 효율성 0.307 0.307 0.307 0.307 0.307 

환경 친화성 0.178 0.178 0.178 0.178 0.178 

주민 교통여건 0.515 0.515 0.515 0.515 0.515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 교통시설건설사업의 세부영향요소 가중치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의 교통여건

주행시간 0.416 대기오염 0.416 접근성 0.525 

주행비용 0.232 소음 0.232 쾌적성 0.211 

교통사고 0.352 주변경관 0.352 정시성 0.264 

표 11.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영향요소의 가중치

수준1
도로 도시철도 계

0.483 0.517 1.000

수준2
사업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주민의 교통여건

0.307 0.178 0.515 1.000

수준3
주행시간 주행비용 교통사고 대기오염 소음 주변경관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0.128 0.071 0.108 0.074 0.041 0.063 0.270 0.109 0.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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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타당성 평가에

서 고려되는 편익의 애매모호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편익

항목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해

당교통시설에 대해 기존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이

용자들의 만족도에 의하면,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대상도로시설은 B/C가 1.85, 도시철도시설은 0.56으로 나타

나 도시철도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때 경

제성 분석에 있어서 비용절감편익과 시간절감편익 만을 고

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

여 새로이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

의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

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

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

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 측면,

환경 친화성 측면, 주민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편익측면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타당성 평가에 변화가 필요

하고, 주민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편익이 매우 중요한 사

항임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도로 및 도시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연

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경제성 분석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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