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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물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와 적용 가능 범위 연구

A Study of Appropriate Amounts and Applicable Ranges of the 

Travel Time Values of Goods in Korea

최창호*·박동주

Changho Choi·Dongjoo Park

1. 서 론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시간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소득증대에 따라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화물의 고유 가치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통D/

B에서도 장래 통행량의 추이가 여객통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화물운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SOC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의 상당 부분을 통행시간절

감편익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SOC 투자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시간가치(이하 ‘화물운송의 시

간가치’ 또는 ‘시간가치’로 표기함)를 산출하는 방법 및 이

를 적용하는 분야와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그리고 화물

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국가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많지

않다. 이는 여객교통에 비해 화물운송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화물이 갖는 가치, 중량, 부피, 포장형태 등의 다양성

을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화물운송의 시간

가치는 ‘임금율법’이라 불리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며,

SOC 투자의 경제성 평가(이하 ‘SOC 투자평가’로 표기함)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율법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

란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여 운송

되는 화물(이하 ‘도로운송’또는 ‘도로’로 표기)에 대해서는 임

금율법의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도 하며 철도, 내륙수로, 해

운, 항공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한계대체율법’이

라는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어느 정

도 크기의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해보고

도출된 시간가치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과 주요 이

슈를 살펴보고 그 동안 국내·외에서 시행된 시간가치 연

구를 정리한다. 또한 최근의 국가별 시간가치의 적용기준과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2장을 통해 시간가치 연구 경향과 문

제점 해결 방향, 그리고 시간가치 크기의 변화를 파악할 수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e appropriate amount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for freight transport

modes in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appropriate sizes and applicable ranges of travel time

values of goods set for road transport mode (i.e. truck), whereas those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

port modes are not as easily estimated. The adequate travel time value for trucks is 20,000won/vehicle·hour, and the appli-

cation range of travel time value of trucks is 17,000~23,000won/vehicle·hour considering other variables. The most

adequate estimation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vel time value for road transport is the wage rate method, wherea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ethod is more rational for railway, inland waterway, marine, and air transport modes consid-

ering the application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ransported.

Keywords : Freight transport, Transport mode, Travel time value, Appropriate amount, Applicable Range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물의 운송수단별로 통행시간가치가 어느 정도 크기로 수렴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평가해보고, 아울러 시간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강구하였다. 연구의

결과 화물차를 이용한 도로운송은 적정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의 도출이 가능하나, 철도와 내륙수로·해운, 항

공운송 등은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도로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 크기는 20,000원/대·시간이며, 가변적 요소

까지를 감안하였을 때 적용 가능한 범위의 분포는 17,000~23,000원/대·시간이다. 아울러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

은 도로운송의 경우 임금율법이 적정하나 철도, 내륙수로, 해운, 항공 운송 등은 적용 목적과 대상 화물의 특성

을 반영하여 한계대체율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임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화물운송, 운송수단, 통행시간가치, 적정크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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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장은 본 연구의 중심부분이며 2장의 연구를 토대로

SOC 투자평가에 적용하는 시간가치의 적정 수준과 학술연

구를 근간으로 하는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를 제시한다. 아

울러 화물의 다양한 품목과 운송 특성에 따른 오차가 감안

되도록 시간가치 적용의 상한과 하한 값의 분포인 적용 범

위를 제시토록 한다.

2. 화물운송 시간가치 산정 방법과 연구 사례 조사

2.1 화물운송 시간가치 산정 방법과 이슈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갖는 기본 개념과 산정 방법은 여

객교통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여객교통에서는 시

간의 효용 크기를 결정짓는 주체가 사람인데 비해 화물운송

은 화물이 아니라 화주나 운송인이 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

송에서 시간가치가 갖는 의미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

은 운송인이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 단위 단축

하는데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값을 의미한다.

국내·외에서 시간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은 매

우 다양하다. Gwilliam[1]은 요소비용법(factor cost method)

과 화주의 선택행위법(choice behavior)를 토대로 분류하였

고, Kawamura[2]는 요소비용법과 지불의사법(willingness to

pay method)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택행위법이나 지불의

사법은 선택모형연구(choice modeling study)로 분류하기도

한다. 요소비용법에는 비용절감법, 순익법, 임금율법 등이 주

류를 이루며 이중에서 임금율법(wage rate(WR) method)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선택행위나 지불의사법, 선택모형연구

는 유사한 개념이며 한계대체율법(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 method)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계대체율법에 사용되

는 자료는 SP(stated preference, 잠재선호) 자료가 주로 사

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P자료 외에 RP(revealed preference,

현시선호) 자료도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SP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화물운송의 시간가치 산정 이론을 정

리한 국내 논문으로는 이재길[3], 최창호[4] 등이 있다.

한편, 여객교통은 통행단위가 개인으로 명확한 반면에 운

송되는 화물은 가격, 크기, 형태, 밀도, 포장방법, 운송의 시

급성, 정시도착의 중요성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

문에 저가이고 시급성이 낮은 화물의 운송에 시간가치가 존

재하느냐에 관한 것부터 톤(ton), 출하(transport) 등 시간가

치의 계량 단위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많은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Winston[5], Ogwude[6], Bolis와 Maggi[7],

Fowkes와 Whiteing[8] 등은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품목에

따라 달라짐을 제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창호[9], 주지원

과 하헌구[10] 등에 의해서도 입증된바 있다. 이는 결국 앞

서 정리한 화물의 다양성이 화물운송의 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Halse 등[11]은 자가용화물차 소유 화주의 시간가치가 영

업용화물차 이용 화주보다 높게 나타나며, 화물의 출하 규

모가 클수록 시간가치를 중시함을 밝혔다. 또한 Austroid[12]

는 도시 내와 지역 간 등 화물자동차의 운행지역에 따라 시

간가치가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창호[13]에 의해 입증된바 있다. 이와 같은 화물운송 시

간가치의 다양성과 이를 둘러싼 이슈들로 인해 결국 SOC

투자사업의 적합성 평가(이하 ‘타당성조사’로 표기)에서 보

수적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 특히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도로운송에 적용하는 시간가치 산

정방법을 임금율법으로 하는 추세의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임금율법의 적용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임금율법은

화물차 운송업에 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시

간가치를 산정하며,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 등 다른 요소는

반영되지 않는다. 즉, 임금율법은 화물자체의 시간가치, 화

물운송수단의 기회비용 등이 제외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

음이 강조된다. 이로 인해 화물의 가치와 화물운송업 근로

자의 급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의 급여로 도출된 것을 철도, 해운,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

다. 임금율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외국의 경우는 철도, 해

운, 항공 등의 분야에서는 한계대체율법을 일부 적용하기도

하며, 이를 도로운송 분야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 년 이상 한계대체율

법에 따른 시간가치가 제시되었으나 아직 임금율법을 대체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마다 시간가치의 산정

방법이 다르고 산정된 시간가치 또한 차이가 커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는 값으로 수렴시키기가 어려우며, 특히 제시된

시간가치의 크기가 임금율법에 비해 높게 산출된 사례가 많

아 보수적 입장에서 적용하기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간

혹 일부 SOC 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한계대체율법으로 도

출된 시간가치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한 대안은 화물의

시간가치를 운송수단에 따라 일정 값으로 수렴시키고, 더불

어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하도록

시간가치의 분포인 적용 범위를 제시하는 방법이라 판단된

다. 즉, 운송수단별로 시간가치의 평균, 상한, 하한 값을 제

시하여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2.2 화물운송 시간가치 연구 사례 조사 

2.2.1 국내 사례 조사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화물운송의 시간가치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다수의 연구가 이

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시간가치 산정사례는 앞서

시간가치 산정 방법에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

류된다. 먼저 임금율법을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도로공

사[14]가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15]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에

활용되고 있다.

한계대체율법으로 시간가치를 산정한 사례는 SP와 RP 등

모형 추정에 적용한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외

국의 경우 최근 추세가 대부분 SP자료인데 비하여 아직 우

리나라는 SP와 RP 자료가 공존하는 경향이다. 이 때문에 한



최창호·박동주

42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2013년 10월)

계대체율법으로 산정한 시간가치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더욱이 시간가치의 계량단위가 톤 단위(원/톤·시간)와 출하

단위(원/건·시간, 원/대·시간)로 일원화되지 않아 하나의

값으로 수렴시키기에 제한이 있다. 

외국의 경우 도로운송은 출하단위(/transport·hour, /shipment·

hour), 철도와 내륙수로·해운의 경우는 톤 단위(/ton·hour),

그리고 항공의 경우는 수단 전체(/carrier·hour)를 기준으로

시간가치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우리나

라에서 한계대체율법으로 산정한 화물운송 시간가치는 대부

분 도로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나 해운으

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시간가치는 아직 연구사례가 부족

하다.

Table 1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화물운송 시간가치를 조

사한 결과다. Table 1에서 2012년 기준 원화 환산방법은

GDP Deflator를 적용하였다. 시간가치를 2012년 원화 기준

으로 환산하면 임금율법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인다. 이는 임금율법으로 시간가치를 산정할 당시의 화물차

운전자의 급여와 2012년도 기준의 화폐가치 변화율이 일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율법에 의한 시간가치의 크

기는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한국개발연구원[15]의 2007

년도 기준 산정 값이며 이를 2012년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26원/대·시간이다.

Table 1 Previous study of the travel time value of goods in korea

Transport

(Mode)
Method Researcher Year

Model/

Data

Travel time value of goods

Result of research

Conversion value 

into 2012

(Won)

Road

(Truck)

WR

KRIHS [16] 1992

Average 

Salary

- 1,213 won/vehicle·hour 1,861

KOTI [17] 1992 - 2,100 won/vehicle·hour 3,221

KOTI [18] 1992 - 12,078 won/vehicle·hour 18,528

KRIHS [19] 1996 - 12,609 won/vehicle·hour 17,073

Hanyang univ. [20] 1999 - 7,976 won/vehicle·hour 10,297

Lee [21] 1999 - 7,165 won/vehicle·hour 9,250

KEC [14] 1999 - 7,420 won/vehicle·hour 9,579

KDI [22] 2004 - 11,670 won/vehicle·hour 19,526

KDI [15] 2007 - 16,571 won/vehicle·hour 19,526

MRS

Chung [23] 1999 Logit/SP
- Arrival type: 9,486~11,034 won/hour 12,246~14,245

- Goods type: 6,144~18,738 won/hour 7,932~24,191

Oh [24] 1999 Logit/RP
- Goods type: 7,174~10,104 won/shipment·hour 9,262~13,044

- Arrival type: 7,200~18,208 won/shipment·hour 9,295~23,506

Choi [13] 2002 Logit/RP - All: 29,397 won/vehicle·hour 35,864

Choi [9] 2002 Logit/RP - Average of goods type: 21,831 won/vehicle·hour 26,633

Choi [25] 2004 Logit/SP - Truck size type: 15,972~20,425 won/vehicle·hour 19,485~24,916

Joo and Ha [10] 2009 Logit/RP
- Goods type: 6,954~37,672 won/vehicle·hour

  (Average: 19,946 won/vehicle·hour)

7,615~41,251

(21,841)

Railway

(Train)
Other KST [26] 2006 Logit/SP

- Container(40ft): 8,670 won/hour 9,919

- Bulk: 375 won/ton·hour 429

Road

(Truck)/

Railway

(Train)

MRS

KR [27] 2007 Logit/SP

- Container(40ft): 14,387 won/hour, 553won/ton·hour 16,473

- Cement: 189 won/ton·hour 216

- Steel: 200 won/ton·hour 229

Choi, et al. [28] 2008 Logit/SP

- Container: 14,387 won/vehicle·hour 16,171

- Cement: 4,728 won/vehicle·hour 5,314

- Steel: 5,001 won/vehicle·hour 5,621

Road/

Railway/

Marine

(Shipping)

MRS

Ha and Nam [29] 1996 Logit/SP - Container(20ft): 4,893 won/hour 6,625

Kim, et al. [30] 2008 Logit/SP
- Container(20ft): 14,379 won/TEU·hour 16,162

- Bulk: 262 won/ton·hour 295

Jung [31] 2011 Logit/SP - Cement: 284 won/ton·hour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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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study of the travel time value of goods transported by road in other nations

Transport

(Mode)
Method Researcher Year Nation Model/Data

VOT of goods

(Won, Conversion value into 2012)

Road

(Truck)

WR

Mckinsey [36] 1986 Netherlands
Fuel costs, 

wage rate
33,129 won/transport·hour

NEA [37] 1991 Netherlands
Fuel costs, 

wage rate
34,569 won/transport·hour

SMG [38] 2004 USA wage rate 36,857 won/transport·hour

MRS

Transek [39,40]
1990 Sweden Logit/SP 2,881 won/transport·hour

1992 Sweden Logit/SP 4,321 won/transport·hour

Fowkes et al. [41] 1991 UK Logit/SP 115~1,670 won/tonne·hour

HCG, et al. [42] 1992

Netherlands Logit/SP 54,734~57,615 won/transport·hour

Germany Logit/SP 44,652 won/transport·hour

France Logit/SP 46,092 won/ transport·hour

Widlert and Bradley [43] 1992 Sweden Logit/SP 10,083 won/transport·hour

Fridstrøm and Madslien [44] 1995 Norway Logit/SP 0~11,523 won/transport·hour

Accent and HCG [45] 1995 UK Logit/SP 48,973~64,817 won/transport·hour

Fosgerau [46] 1996 Denmark Logit/SP 41,771~96,505 won/transport·hour

FBTC [47] 1999
Germany-

Denmark
Logit/SP+RP 28,087 won/transport·hour

Small et al. [48] 1999 USA Logit/SP 25,062~38,458 won/transport·hour

Kurri et al. [49] 2000 Finland Logit/SP 2,204 won/tonne·hour

Wigan et al. [50] 2000 Australia Logit/SP
Urban: 1,873 won/pallet·hour

Metropolitan: 2,017 won/pallet·hour

De Jong et al. [51] 2001 France Logit/SP+RP 7,202~15,844 won/transport·hour

Fowkes et al. [52] 2001 UK Logit/SP 34,569 won/transport·hour

Inregia [53] 2001 Sweden Logit/SP 0~46,092 won/transport·hour

FHWA [54] 2001 USA Logit/SP

Private: 33,705 won/transport·hour

For-hire: 41,483 won/transport·hour

Average: 33,705 won/transport·hour

Protrans [55] 2002 EU Logit/SP 4,321~5,762 won/transport·hour

Rand Europe [56] 2004 Netherlands Logit/SP
51,854~70,578 won/transport·hour

6,827 won/tonne·hour

De Jong et al. [57] 2004 EU Logit/SP+RP
All: 63,376 won/transport·hour

Container: 60,496 won/transport·hour

Smalkoski [58] 2004 USA Logit/SP 65,451 won/transport·hour

Maggi and Rudel [59] 2005 Swiss Logit/SP 15,334 won/transport·hour

Smalkoski et al. [60] 2005 USA Logit/SP 58,265 won/transport·hour

Halse et al. [11] 2010 Norway Logit/SP 38,867 won/transport·hour

Significance et al. [61] 2012 Netherlands Logit/SP 48,794 won/transport·hour

Other

Fridstrøm and Madslien [62] 1994 Norway
Box-Cox

Logit/SP
0~93,625 won/transport·hour(mean: 10,083)

Bergkvist and Johansson [63] 1997 Sweden
Logit/WAD/

bootstrap/SP
4,321~10,083 won/transport·hour

Kawamura [64] 2000 USA Logit+OLS/SP 31,688~36,009 won/transport·hour

Bergkvist and Westin [65] 2000 Sweden Logit+WML/SP 1,440 won/transport·hour

Bergkvist [66] 2001 Sweden Logit+WML/SP 4,321~67,698 won/transport·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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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체율법은 산정 당시의 화주나 운송인의 지불 의향

을 계량화 한 것으로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에 따라 2012년도 기준 값으로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Table 1의 결과를 보면 시간가치의 크기가 임금율법 보다 더

욱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모형 추정을 위한 설문과정의

차이(설문대상, 자료형태, 샘플 수 등)와 모형 추정 과정의

차이(경쟁수단의 설정, 설명변수의 수와 반영 방법 등) 등 다

양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내 연구사례 중 Table 1에 정리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32], 최창호[33], 교통개발연구원[34], 한상용 등[35]의 연구

가 있는데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

2.2.2 외국 사례 조사

외국의 화물운송 시간가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연구 사례를 운송수단별로 정리하면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와 Table 3은 본 연구에서 De Jong 등[57,

83]의 연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자

별로 시간가치의 크기를 국가별 화폐단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해의 편의상 화폐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2012년 기준 원

화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 기준 환산방법은 국

가별로 GDP Deflator를 적용하여 2012년 기준 시간가치를

도출한 후에 2012년 기준 원화 환율을 적용하였다.

시간가치가 범위로 표시된 것은 해당 연구자가 화물의 품

목별로 산출한 경우이다. 두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물

운송의 시간가치를 연구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한 임금율법을 이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는 별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한계대체율법을 이용한 연구사례가 대부분

이다. 한계대체율법을 이용한 시간가치 연구가 가장 왕성하

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이

며, 최근에는 한계대체율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시간가치 산정 사례를 우리나라의 사례인 Table 1

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수단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간가치 값을 제시한 반면에 외국의 경우는 일부 연구자들

이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

형을 추정할 때 운송수단의 경쟁관계를 설정한 차이에 의한

것이며, 철도나 내륙수로, 해운, 항공 등 특정한 운송수단만

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조사 자료와 모형 형태를 제한해서

산정할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한 시간가치를

2012년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Table 1보다 대체로 높게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2.3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연구 추세 

앞서 국내·외 연구사례에서 보인 바와 같이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국가별로 그리고 산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

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의 시간가치 연구가 과

거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원인도 같은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경향은 결국 SOC 투자의 타당성조사 기준인 투

자평가편람에서 임금율법을 채택하는 보수적 움직임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특히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많고 트럭의

크기 또한 다양한 도로운송에서 임금율법을 주로 적용하게

Table 3 Previous study of the travel time value of goods transported by modes other than road in other nations

Transport

(Mode)
Method Researcher Year Nation Model/Data

VOT of goods

(Won, Conversion value into 2012)

Railway

(Train)
MRS

Transek [39] 1990 Sweden Logit/SP 1,440 won/wagon·hour

Fowkes et al. [41] 1991 UK Logit/SP 115~1,743 won/tonne·hour

Vieira [67] 1992 USA
Ordered Logit/

SP+RP
936 won/tonne·hour

Widlert and Bradley [43] 1992 Sweden Logit/SP 43 won/tonne·hour

Kurri et al. [49] 2000 Finland Logit/SP 130 won/tonne·hour

Inregia [53] 2001 Sweden Logit/SP 0 won/transport·hour

Rand Europe [56] 2004 Netherlands Logit/SP
1,322,269 won/train·hour

1,383 won/tonne·hour

Significance et al. [61] 2012 Netherlands Logit/SP 1,789,094 won/full train·hour

Marine

(Shipping)

MRS

Blauwens and Van de 

Voorde [68]
1998 Belgium Logit/RP 130 won/tonne·hour

Rand Europe [56] 2004 Netherlands Logit/SP 720 won/tonne·hour

Significance et al. [61] 2012 Netherlands Logit/SP 108,972~487,935 won/ship·hour

Zhang et al. [69] 2010 Nothern Asia Biogeme/SP 3,128 won/TEU·hour

Other Roberts [70] 1981 USA Cost model/RP > 72 won/tonne·hour

Air

(Airplane)
MRS

Inregia [53] 2001 Sweden Logit/SP 18,725 won/shipment·hour

Rand Europe [56] 2004 Netherlands Logit/SP 11,429,421 won/full carrier·hour

Significance et al. [61] 2012 Netherlands Logit/SP 21,143,841 won/aircraft·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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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주요 국가별로 SOC 투자평가편람에 적용하는 화물운송 시

간가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운송의 경우는 임금율법

이 가장 많으며, 철도나 기타 운송수단은 한계대체율법과 SP

자료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율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도 우

리나라와 같이 화물차 운전자의 임금과 부가비용(보험, 연

금 등 복리후생) 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운전자 임

금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보완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시간가치 산정기준

과 변화 이유는 Dft[71], 국토교통성[72], 최창호와 박동주

[73]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편, 한계대체율법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계대체율법으로 산출한 시간가치는 특정한 운송수단이나

화물품목 등 대상이 뚜렷한 상황 이외에는 전체 운송수단이

나 전체 화물품목을 대표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적용에는 한

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계대체율법의 특징과 한

계는 최창호[74]에 정리되어 있다.

한계대체율법으로 시간가치를 산정할 경우 크기의 일관성

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Gwilliam[75]은 도로의 시간가치 크

기가 임금율법 대비 한계대체율법(SP자료)이 2배 정도 크게

도출됨을 알아냈다. 반면에 Table 2와 같이 일부 연구는 반

대의 경우를 보였다. 한계대체율법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차

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Wardman[76]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시행된 5개의 한계대체

율법 연구 결과로부터 SP자료로 산정한 시간가치가 RP자료

보다 차내시간은 11~16%, 차외시간은 15~27% 낮게 도출되

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한계대체율법은 임금율법과 차이가

크고 조사 자료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를 발생

시킨다.

이상과 같이 한계대체율법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

지만 한계대체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임금율법이 갖

는 장점이자 한계인 화물자체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가치가 쉽게 도출되고 그 분산도 적게 나오는 특

성을 한계대체율법이 대체 또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계은행[77]에서 권고한 화물자동차의 시간가치 산

정방안은 운전자의 임금 이외에도 운송되는 화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추가 항목을 포함시켜 보완하는 방안이다. 이것

은 시간가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임금

율법과 한계대체율법의 장점을 혼합하는 방안이 되며, 미국

이나 일본 등의 추세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로부터 도로운

송의 시간가치 산정은 단기적으로는 임금율법의 틀을 유지

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계대체율법으로 임금율법을 대

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 및 

적용 가능 범위 도출

3.1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 도출 

3.1.1 투자평가편람에 적용되는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산정

방법론, 이용하는 모형과 자료, 그리고 고려하는 화물품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장 정확한 방법은 투자평가 대상 별로 세밀하게 산출하여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따르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가치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값 개념의 적정한 시간가치의 크

기 제시, 그리고 최고로 적용할 수 있는 상한 및 최저로 적

용해야 하는 하한선인 하한 등 적용 가능 범위를 제시하여

시간가치를 잘못 적용해서 발생시키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unet[78]에서 임금율법을 근간으로 제시한 유럽의 국가

별 시간가치 분포를 보면 1인당GDP가 US$ 15000~20000

사이의 국가에서 도로운송(화물차 운전자)의 시간가치는

17,000~23,000원 사이에 분포한다. 그렇지만 GDP와 운전자

시간가치와 비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Eunet[78]에서 제시한 EU 회원국 14개 국가의 GDP와 시간

가치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64이고 회귀분석에서도

결정계수가 0.48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또한 세계은행[77]에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10

개국의 비교에서도 국가마다 시간가치의 크기에 차이가 있

으며, 역시 GDP 또는 GRDP와 시간가치와의 관련성이 높

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시간가치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조정하고자 Gwilliam[75]은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업무와 근로 통행의 시간가치를 통행

자 임금의 133%로 하고, 비근로 통행의 시간가치를 가구소

득의 30%로 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러한 권장 기준은 임

금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Table 4는 주요 국가의 SOC 투자평가편람에서 제시하는

화물운송 시간가치 적용 기준이다. 시간가치가 국가별 화폐

단위로 제시되어 이해의 편의상 화폐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2012년 기준 원화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영국과 일본은 단일의 값을 제시하기 보다는 차량의 크

기에 따라 세분하고 미국은 하한과 상한 및 평균 값을 제

시하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은 평균 값을 제공하지 않으며,

Table 4에 정리한 영국과 일본의 평균 값은 본 연구에서 국

가별 비교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IMF[84]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1인당 GDP는 영국

US$38,891, 일본 US$46,972, 미국 US$49,601, 호주 US$68,915,

뉴질랜드 US$40,453로 우리나라 US$23,679에 대비하면 각

각 160%, 198%, 209%, 291%, 171% 높다. 반면에 화물운

송 시간가치는 우리나라의 19,526원/대·시간 대비 영국

107~94%, 일본 208~279%, 미국 119~171%, 호주 107~145%,

뉴질랜드 109~96%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

가별 임금의 차이와 더불어 일부 국가에서 운송중인 화물의

시간가치와 차량의 시간가치(또는 기회비용)를 반영하느냐

에 따른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은 영국의 COBA(Cost-

Benefit Analysis)를[71]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영국, 호주, 뉴

질랜드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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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SOC 투자평가편람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수준은 현재와 같이 화물차 운전

자의 월평균 급여와 오버헤드 비율(34.92%)만을 적용한다면

2012년 기준으로 20,000원/대·시간 정도로 수렴될 가능성

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임금율법에 따른 적정한 시

간가치 크기로 제시한다.

3.1.2 학술연구를 근간으로 하는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

학술연구에 의한 시간가치의 크기는 Table 5와 같이 연구

자와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분산이 심한 품목별 자료는 제외 하였고 앞서 2장에 정리

한 국내외 연구사례 및 참고문헌에 제시된 연구 결과를 집

대성하여 작성하였다. ( )안의 수치는 연구 회수이다.

먼저 도로운송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차급단위 기준으

로 6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7,932~41,251원/대·시간의

범위에서 평균 22,494원/대·시간의 값이 도출된다. 외국의

경우는 차급단위 기준으로 59개 연구를 종합하면 0~96,505

원/대·시간의 분포를 보인다. 화물 품목에 따라 시간가치

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평균값으

로 보면 14,834~48,356원/대·시간의 분포를 보이며 전체 국

가의 평균은 35,809원/대·시간이다. 철도운송은 연구사례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우나 톤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외

국의 경우 국가별 평균값의 분포는 567~4,830원/톤·시간이

며 전체 국가의 평균은 1,849원/톤·시간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도로운송 차급단위 평균값을 비

교하면 외국이 187~117%의 범위에서 평균 160% 크게 산

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의 임금율법에서 외국이

100~243%의 범위에서 평균 142% 컸음을 볼 때 임금율법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시간가치가 다소 낮게 산출됨을

알 수 있다. 철도운송의 경우는 국내·외 모두 연구사례가

적어 비교가 어렵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낮게 산출되는 경향

은 알 수 있다. 

Table 4와 Table 5를 비교할 때 한계대체율법으로 도출되

는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도로의 경우 23,000원/대·시간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임금율법에 따른 적

정 시간가치인 20,000원/대·시간보다 15%가 높으나 운전

자의 임금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운송중인 화물 및 화물차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2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용 가능 범위 도출 

앞서 임금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의 SOC 투자평가편

람의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화물의 도로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는 20,000원 정도에 수렴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

만 외국의 투자평가편람이 임금만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

나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와 차량의 기회비용까지 시간가치

Table 4 Travel time value of goods in cost-benefit analysis by nation

Nation Manual Vehicle type
Travel time value of goods

(Won/Vehicle·hour)

Korea KDI [15] All vehicle 19,526

Other

nations

U.K. DfT [71]

LGV 20,868

OGV 18,283

Average 19,576

Japan MLIT [72]

Small Truck 40,622

Ordinary Truck 54,417

Average 47,520

U.S.A. DOT [79]

Limit-up 23,312

Limit-down 33,356 

Average 27,834

Australia Austroid [12]

Light 20,851

Medium 22,582

Heavy 28,294

Average 23,909

New Zealand PEM [80]

Light 21,240

Medium 18,660

Heavy 18,660

Average 19,520

Average

Range 19,520~47,520

Average
27,672(All Nation)

22,710(Except fo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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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금율법에 근거

한 시간가치의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72]을 기

준으로 할 때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와 차량의 기회비용이 전

체 시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형화물차 평균 5.0%, 보

통화물차 평균 25.8%이며, 미국 FHWA[81]의 기준으로는 2

축 이하 화물차 평균 10.0%, 3축 이상 화물차는 평균 28.2%

를 차지하고 있다. Austroad[12]에 의한 호주의 경우 2축 이

하 화물차 평균 4.8%, 3축 이상 화물차는 평균 25.1%를 차

지하고 있다. Eunet[78]의 유럽연합 14개 국가 평균값은 소

형화물차 8.8%, 중대형화물차 36.5%이다. 이로부터 4개 사

례를 평균하면 소형화물차는 7.2%, 중대형화물차는 28.9%

의 값이 도출된다. Table 4에서 미국의 경우 평균값을 기준

으로 최소 16.2%, 최대 19.8%의 변화폭을 제공하는 것을 감

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Table 4의 현재 기준 값에서 하한

범위는 10% 정도를 감하고 상한범위는 20% 정도를 증가시

키는 것이 적정한 범위로 평가된다. 이 경우 임금율법에 의

한 화물차 시간가치의 적정 범위는 17,000~23,000원/시간 정

도에서 분포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화물운송의 시간가치

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위는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나

시간가치가 매우 높은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전

체 화물의 평균적 개념에서 접근한 수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계대체율법에 의한 시간가치의 적정 범위이다.

선행연구에서 RP자료로 산정한 시간가치가 SP자료로 산정

한 시간가치보다 높다는 결과 및 임금율법으로 산정한 시간

가치보다 RP자료로 산정한 시간가치가 60~70% 높다는 점

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SP자료와 한계대체율법을 통해

산정되는 도로운송의 시간가치는 대략 20,000~26,000원/대·

시간의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도로로 운송

되는 화물차의 적정 시간가치 수준이 23,000원/대·시간 정

도라고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는

Table 5의 평균에서 각각 10% 감소와 15% 증가 수준이다.

이 범위를 앞서 임금율법의 범위와 비교하면 한계대체율법

의 범위가 임금율법보다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도로운송 시간가치의 평균과 범위의 적정

성은 국내의 경우 최근 연구인 Table 1의 최창호[25], 주지

원과 하헌구[10]의 평균값에 포함되는 수준이다. 또한 외국

의 경우는 Zaparini와 Reggiani[82]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

다. 이 연구는 유럽의 EU국가와 미국 등 10개국의 도로와

철도운송 시간가치의 크기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했는데 최

소 2,626원/대·시간부터 최대 72,067원/대·시간의 범위에

분포하며 평균 32,728원/대·시간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정

리한 Table 5의 35,890원/대·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의 시간가치가 GDP가 높은 국가일

수록 커진다고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GDP

수준을 감안하여 제시한 도로운송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위

Table 5 Travel time value of goods in previous research by nation

Nation
Road transport Railway transport

Unit classification Range Average Range Average

Korea
Won/transport·hour 7,932~41,251 22,494(6) n.a. n.a.

 Won/ton·hour - - 429(Bulk) 429(1)

Other

nations

U.K.
Won/transport·hour 24,105~82,754 46,056(9) 23,447~100,684 53,802(5)

Won/ton·hour 1,670~6,435 4,231(3) 1,002~7,283 4,830(3)

U.S.A.
Won/transport·hour 25,063~65,451 42,701(11) 23,784 23,784(1)

Won/ton·hour - - 116~936 618(3)

Sweden
Won/transport·hour 1,440~83,882 23,071(13) - -

Won/ton·hour - - 0~1,103 567(3)

Netherland
Won/transport·hour 33,129~70,578 48,356(8) 1,332,269~1,789,904 1,561,086(2)

Won/ton·hour - - 1,383 1,383(1)

Denmark Won/transport·hour 24,464~96,505 45,853(5) - -

Germany Won/transport·hour 28,087~44,652 37,061(3) - -

France Won/transport·hour 11,523~76,511 46,840(5) - -

Swiss Won/transport·hour 14,342~15,334 14,838(2) - -

Norway Won/transport·hour 0~93,625 18,237(3) - -

Range

(Min., Max.)

and

Average

Won/transport·hour 0~96,505 14,838~48,356 n.a.

Won/transport·hour 18,017~69,921 35,890(59) n.a. n.a.

Won/ton·hour 1,670~6,435 4,231 34~7,283 567~4,830

Won/ton·hour - 4,231(3) -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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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철도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 범위는 국내·외 모두 연

구사례가 너무 적어 도출하기가 불가하다. 다만, Table 5로

유추할 때 벌크화물의 시간가치는 500원/톤·시간 이하에서

분포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교통학회[26]와 한국철도시설

공단[27], 김찬성 등[30]의 연구로부터 적정 범위는 200~500

원/톤·시간으로 평가된다. Zaparini와 Reggiani[82]의 연구

에서는 출하단위로 1,334~55,168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15,952원으로 제시했으나 출하단위의 크기가 다양해 기준을

삼기 어렵다. 다만, De Jong[83]가 미국과 유럽의 4개국 연

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138~1,981원/톤·시간에 분포하는 것

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평균하면 1,146원/톤·시간이다. 본 연

구의 Table 5에 제시한 1,849원/톤·시간보다 낮은 수준이

다. 역시 우리나라의 GDP 수준을 감안하고 도로와 철도의

경쟁관계 및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의 종류가 국한됨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철도운송 시간가치의 크기와 범

위 분포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륙수로와 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적정 시간가치를 도

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수로는 경

인아라뱃길이 대표적이나 연구사례가 없다. De Jong[82]가

제시한 내륙수로운송의 시간가치는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3개국의 138~1,981원/톤·시간분포이며 평균 184원/톤·

시간이다. 도로나 철도운송에 비해 낮은 값이다. 

또한 해운은 연안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연구사

례는 소수 있으나 수출입 장거리 운송에 대한 연구사례는 전

무한 실정이다. Table 1에서 도로와 철도, 해운의 경쟁관계

를 토대로 도출한 시간가치의 크기는 두 개 사례이지만 연

구시기에 차이가 커서 평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

운으로 운송하는 화물의 시급성이 육상운송수단에 비하여 떨

어짐을 감안하면 도로나 철도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시간

가치보다는 낮은 범위에 분포함은 분명하다. 이로부터 연안

으로 해송되는 컨테이너의 적정 시간가치는 10,000원/TEU·

시간 이하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연구를 통해 규

명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시행된 Zhang 등[69] 연구에서 제

시된 값은 3,128원/TEU·시간이다. 

항공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국내보다 국제 운항을 생각해

야 하며, Table 3을 볼 때 연구사례가 적으며 연구자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부터 항공화물의 시간가치는 특

정한 사안과 적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도출된 결과를 볼 때

운송수단별로 화물운송의 적정 시간가치의 범위를 정확히 도

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반

영할 적정 수준의 화물운송 수단별 시간가치 도출이 필요하

다는 문제 제기로는 의미를 부여한다.

4. 결 론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은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SOC 투자평가에의 적합성을 확보

하거나 교통 혼잡에 따른 손실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따라

서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과다하게 평가되어서도 반대로 과

소 추정되어서도 아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투자평가편람과 학술연구

사례를 토대로 화물운송 시간가치의 적정 크기와 적용 가능

한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례들이 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도로운송의 시간가치를 중심

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도로운송 화물의 적정 시간가

치는 20,000원/대·시간이며,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와 차량

의 기회비용,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 추가 변화요소까지를

감안하였을 때 적용 가능한 적정 범위는 17,000~23,000원/

대·시간으로 평가되었다. 이 값은 임금율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도로운송에서 한계대체율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

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

금율법의 산정 기준을 아직 화물차 운전자의 급여에만 국한

시키므로 외국과 같이 운송중인 화물의 가치와 화물차의 기

회비용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철도와 내륙수로/해운, 항공 등 기타 수단에 대

해서는 임금율법 적용이 어렵고, 학술연구 사례를 통한 적

정한 시간가치 도출도 어렵다는 것도 나타났다. 이를 해소

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화물차 이외의 기타 수단에 대해

서는 시간가치를 적용하려는 목적과 대상 화물품목의 특성

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철도와 내륙수로, 해운, 항공 운송은 한계대체율법을 적

용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영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시행

하고 있다. 부가하여 철도운송의 경우는 운송시간 이외의 야

적과 환적 시간에도 시간가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야 한다. 그리고 내륙수로·해운의 경우는 항만하역의 시간

가치는 일정수준 도출될 수 있으나 장거리인 경우 항해중의

시간가치는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공의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시간가치가 매우 크게 도출되고 있으므로 다수의 연구를 통

해 보편화된 값으로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만큼 화물의 다양한 운송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평균

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화물운송의 시간가치는 경우에 따

라 품목별로도 필요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개별 수단 또는 전

체수단을 통합하는 시간가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

료와 분석수준의 한계로 인해 이 부분까지 제시하지 못하였

다. 또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만큼 향후 연구 결

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값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

다.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화물운송 시간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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