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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 전국적으로 개통된 하이패스(Hi-pass)의 이용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수정 중요도-만족도 
분석(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IPA)을 수행하였다. 서비스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M-IPA 기법의 경우 
지역, 계층, 성별 등 다양한 유형별 특성 파악 및 각 유형별 개선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M-IPA 수행 결
과 ‘무정차 납부’와 ‘통행요금 연계 할인’항목의 경우 중점 개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무정차 납부’항목의 개선을 위
하여 하이패스 이용수요에 맞는 하이패스 톨 부스의 운영 및 영업소 전후 진출입로를 고려한 하이패스 부스의 위치 선정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통행요금 연계 할인’의 항목의 경우 현재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요금 할인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개선시켜 하이패스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하이패스, 만족도, 선호도, 중요도-만족도 분석, M-IPA 

ABSTRACT

The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ETCS), is globally used in about 40 countries. In Korea,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led
the nationwide introduction of the ETC system in 2007 under the brand name of the Hi-pass. Since then, Hi-pass, with its rate of
average daily use reaching about 70%, has become an essential facility in Korean expressways. To identify users’ perception on Hi-pass
(satisfaction, preference, etc.), this study conducted a 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IPA). With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kind of efforts necessary to enhance current Hi-pass users’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M-IPA, the items including “non-stop payment” and “toll discount” are identified as key items that require further improvement. For
improvement in the “non-stop payment” item, operations of Hi-pass toll booths appropriate for the demand for Hi-pass use and the
selection of Hi-pass booths’ locations in consideration of entry and exit lanes need to be improved.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toll
discount” item, although toll discount is currently provided to Hi-pass users, thus, PR thereof will have to be strengthen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devise methods of enhancing Hi-pass usage through improvement of Hi-pass users’
satisfaction.

Key words : Hi-pass, User’s Satisfaction, M-IPA Method,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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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은 국내 자동

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다. 주 5일 근

무 및 휴일 증가로 주말 여가생활의 증대, 최근 정

부부처 및 공기업의 지방 이양 등의 현상으로 인해 

국가 기간교통망인 고속도로의 정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서 기존

에는 도로의 확장, 신설 등 물리적으로 용량을 증대

하는 대책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첨단 정

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ITS가 주요 대안으로 여

겨지고 있다[1]. 그 중에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Electronic Toll Collecting System, 이하 ETCS)은 고

속도로 요금소에서의 정체 해소와 통행요금 지불수

단의 다양화 요구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고속도로 

이용의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ETCS는 현재 약 40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도로 2007년 하

이패스(Hi-Pass)가 전국 단위로 도입된 이후 현재 

하이패스 일평균 이용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어1)

정착단계에 돌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이패스 이용을 통해 무정차 요금 납부로 인한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통행요금 할인, 후불요금(신

용카드) 지불 가능으로 현금지불 불필요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반면, 단말기 구입 부담,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하이패스차로 통과 및 차로변

경 시 사고 위험성 등과 같은 하이패스 이용에 대

한 다양한 불만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하

이패스 이용률이 약 7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추가로, 현재까지 하

이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30%의 이용자들에 

대해 하이패스 이용 촉진 및 유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1) 한국도로공사 경영공시(하이패스 이용률)에 의하면 2014

년 기준 하이패스 이용률은 63.6%로 조사되었음

2.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하이패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단

말기를 설치하여 실제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하는 운

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집단(성별, 연령별,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여부, 하이패스 제한속도 인지유무)을 구분하

여 각 집단별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와 선호도를 상

대적으로 비교하여 차별화된 개선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변형된 ‘수정 중요도-만족도 분석

(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M-IPA)’을 이용하여 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

다. 특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패스 이용에 대

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 국내・외 연구동향 고찰
1. ETCS 관련 연구

1) ETCS 운영현황

ETCS는 현재 세계 약 4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행료 지불시스템으로서 단차로가 대부분이나 최

근 다차로로 운영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국가의 시스템으로는 일본의 ETC, 미국의 

EZ-pass, FasTrack, Sunpass, Epass, 이탈리아의 

TELEPASS 등이 있다[1].

2) ETCS 관련 연구 고찰

Oh et al.(2011)은 92%의 운전자가 제한속도

(30km/h)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83%의 운전자가 제

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한속도 미준수 이유는 제한속도가 너무 낮

다는 응답이 55%, 속도를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조

사를 통해 운전자가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 하이패스차로의 제

한속도 현실화가 필요함을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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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et al.(2014)은 연구에서 80% 이상의 설문응

답자(288명)가 하이패스차로의 제한속도에 대해 인

지하고 있으며, 평상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시 

77.0%의 설문응답자가 제한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

이는 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하이패스 제한속도 

조정’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제한속도 단속(범

칙금 부여), 교육 및 홍보(캠페인) 강화 등을 추가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2. M-IPA 분석

1) IPA 분석기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은 서

비스 제공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무

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전략

을 검토하는 기법을 말한다[4].

Martilla and James(1977)에 의해 제안된 IPA 기법

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단일항목만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만족도와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다. 가령 만족도라는 단일 기준만

을 고려할 경우 당연히 만족도가 낮은 것부터 개선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만족도가 낮더

라도 중요도가 높을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5].

(High) ￭ <Quadrant Ⅱ>

High Importance

Low Performance

(Concentrate Here)

￭ <Quadrans Ⅰ>

High Importance

High Performance

(Keep up the Good

Work)

￭ <Quadrant Ⅲ>

Low Importance

Low Performance

(Low Priority)

￭ <Quadrant Ⅳ>

Low Importance

High Performance

(Possible Overkill)(Low)

(Low) Satisfaction (High)

<Fig. 1> IPA Matrix

<Fig. 1>은 IPA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행격자

(action grid)를 보여주고 있다. 실행격자는 중요도를 

수직축으로 하고 만족도를 수평축으로 하는데, 각

각의 속성에 대한 평균값(mean) 또는 중앙값

(median)을 구하여 이를 토대로 각 속성의 위치를 

실행격자상에 표기한다[6]. 일반적으로 중요도와 만

족도 축은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중심축으로 사용하며[7], 이는 평균값을 사용하여 

중심축으로 격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시하고 있다[8].

I사분면(Quadrant Ⅰ)은 응답자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조직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행을 가지게 된다. Ⅱ사분면

(Quadrant Ⅱ)은 속성들이 응답자에게는 대단히 중

요하게 인식되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Ⅲ사분면(Quadrant Ⅲ)은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속성이다. 비록 이 부분은 만족도가 

낮을 지라도, 경영자는 과도하게 집중해서는 안된

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속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낮은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원이 소비되어져야 한다. Ⅳ사분면(Qua-

drant Ⅳ)은 낮은 중요도의 속성을 가지지만 상대적

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조직

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

자는 과도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속성

에 대해 현재의 노력을 고려해야 된다[9-10].

2) 수정 중요도-만족도(M-IPA) 분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PA 분석기법을 토대로 

비교대상 집단간 서비스 질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

형된 IPA분석(M-IPA) 기법을 활용하였다.

M-IPA 기법은 속성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속성들의 평 균값 차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용이하며[11],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2]. 즉, 기존 IPA 기법

의 경우 단일 분석집단을 중심으로 특성 파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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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만 M-IPA 기법의 경우 지역적, 이용자 계층

별 등 다양한 비교대상집단(유형)별 특성 파악 및 

각 집단별 개선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기존의 IPA 분석기법을 토대로 비교대상 집단간 

서비스 질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족도(또는 중요도)

축을 비교 대상집단의 특성 값을 표현하는 축으로 

조정한다. 조정된 축을 토대로 결과해석을 수행하

게 된다[6]. 예를 들어 남녀간의 만족도 차이를 평

가할 경우 남성의 만족도와 여성의 만족도를 두 축

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간의 만족도가 낮은 Ⅲ사분

면(Concentrate here)의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선방안 실행을 필요로 하게 된다.

Concentrate
Here

Region 1 
Improvement

Region 2
Importance Average

Region 1
Importance

Average

Region 2
Improvement

Keep up  the
Good Work

(High)(Low)

(Low)

(High)

<Fig. 2> M-IPA Matrix

3. 문제제기 및 연구의 차별성

하이패스는 결국 소비자인 도로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즉, 서비

스 제공자 측면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만

족도와 중요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

법을 통해 하이패스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하이패

스를 이용 중인 운전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이패스 이용률

을 점차 상승시켜 고속도로 본선 상에서 무정차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구현하는데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요금 수납을 위한 정지, 가․감속 없이 고속도

로 본선에서 주행 중 요금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사고 및 교통정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설문조사는 단순히 이용자(운전자)가 현

재의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판단하는 만족

도 중심의 단편적인 조사였지만, M-IPA 기법은 중

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현

실적인 이용자 측면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왜

냐하면, 실제로 이용자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중요

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이며, 만족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 따라서 현실의 제약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

해 하이패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서의 M-IPA 기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따라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하이패스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와 선호도를 조사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할 것

이 아니라, 분석 집단을 상세히 구분하여 각 집단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분야에서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M-IPA 기법을 적용하였다.

Ⅲ. M-IPA 기법을 이용한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제 하이패스차로

를 통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

해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 및 하이패스차로 이용행

태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하이패스의 개

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는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내 10개 휴게소2)(3개 노

2)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양방향), 화성(목포방향), 경부고속
도로 안성, 망향(이상 부산방향), 입장, 안성, 죽전(이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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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requency Ratio

Gender
Male 255 71.6%

Female 101 28.4%

Age Group
Young 299 84.0%

Old 57 16.0%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274 77.0%

Non-supporter 82 23.0%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286 80.3%

Unaware of it 70 19.7%

<Table 1> Basic Analysis of Survey Results

Items

Degree of

satisfaction

(out of 5

points)

Gender Age Group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Male Female Young Old Supporter
Non-

supporter

Aware of

speed limit

Unaware of

it

Non stop payment 3.62 3.65 (3.52) 3.65 (3.58) 3.63 (3.61) 3.71 (3.24)

Toll-linked discount 3.62 (3.59) 3.68 (3.59) 3.88 3.59 3.63 (3.69) 3.34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3.74 3.78 3.66 3.72 4.00 3.66 3.78 3.85 3.30

Allowable deferred

payment
3.79 3.78 3.82 3.82 3.68 (3.57) 3.88 3.88 3.46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including

the electronic card)

3.75 3.76 3.72 3.72 3.89 3.60 3.81 3.83 3.43

Average 3.70 3.71 3.68 3.70 3.81 3.61 3.74 3.79 3.35

<Table 2> Hi-pass users’ satisfaction(detailed analysis)

선)에서 2014년 9월 20일(토) ~ 9월 21일(일) 2일간 

일반시민 356명을 대상으로 1 : 1 면접조사 방식으

로 수행하였다.

2) 개인특성 분석 결과

총 356명의 조사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255명(71.6%), 여성은 101명(28.4%)으로, 연령대별로

는 비고령자 299명(84.0%), 고령자 57명(16.0%)로 

분석3)되었다. 하이패스차로 이용 시 제한속도에 맞

춰 감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응답자는 77.0%이고,

하이패스 제한속도(30km/h)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울방향). 영동고속도로(용인, 여주(이상 강릉방향), 덕평(양
방향)

3) 20대가 43명(12.1%), 30대 105명(29.5%), 40대 76명(21.3%),

50대 75명(21.1%), 60대 이상은 57명(16.0%)으로 조사되었
으며, 분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60대 이상을 고령자로 산
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80.3%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제한속도를 알고 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려는 의지

가 있음에도 하이패스 통과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

전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4)된다.

2.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 및 중요도 분석

1)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 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각 항목별로 ‘만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현금 지급 

불필요(후불요금 지불 가능),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출퇴근시 하이패스 통행요금 할인 부분 등에서 

60%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단

계의 평가척도를 5점 척도로 수량화하여 수행한 만

족도 분석 결과 역시 각 항목별로 보통(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상세 만족도 분석 수행 

결과5), 성별, 연령대 등 분석집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현금지불 불필요 항목’에

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통행요금 

4) Yun et al.(2014)의 연구에서 설문응답자 본인의 하이패스 
통과속도에 대한 응답 자료를 가지고 제한속도 준수 여부
를 판단한 결과 72.8%의 응답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5) 각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추가적인 분석은 별
도로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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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atisfaction analysis

Maximum Minimum

Gender

Male
Allowable

deferred payment

Toll-linked

discount

Female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top

payment

Age Group

Young
Allowable

deferred payment

Toll-linked

discount

Old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upporter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top

payment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Allowable

deferred payment

Toll-linked

discount

Unaware

of it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top

payment

<Table 3> Hi-pass users’ satisfaction analysis

Items

Degree of

importance

(out of 5

points)

Gender Age Group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Male Female Young Old Supporter
Non-

supporter

Aware of

speed limit

Unaware

of it

Non stop payment 3.53 3.58 (3.39) (3.50) (3.75) (3.42) (3.56) (3.57) (3.34)

Toll-linked discount 3.57 (3.54) 3.66 3.51 3.84 3.55 3.58 3.62 3.39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3.76 3.80 3.66 3.76 4.02 3.75 3.76 3.83 3.49

Allowable deferred

payment
3.68 3.65 3.74 3.72 3.67 3.59 3.71 3.73 3.49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3.65 3.60 3.77 3.63 3.77 3.61 3.66 3.70 3.44

Average 3.64 3.63 3.65 3.62 3.81 3.59 3.66 3.69 3.43

<Table 4> Hi-pass users’ importance(detailed analysis)

연계 할인 항목’에서, 여성의 경우 ‘무정차 납부 항

목’에서의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무정차 납부’, ‘영업

소 통과시간 감소’, ‘출퇴근시 통행요금 할인’ 항목

에서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통

행요금 연계할인’과 ‘후불요금 지불 가능’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 비고령자의 경우 ‘현금지불 불필요 항

목’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 ‘영업소 통행시간 

감소’ 항목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무정차 

납부’ 항목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

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제한

속도 준수 응답자의 경우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현금지금 불

필요’ 항목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제한속도 미준수 응답자의 경우 ‘현금지급 불필

요’ 항목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었으며 ‘무정차 

납부’ 항목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

이패스 제한속도 인지 여무와 상관없이 ‘현금지급 

불필요’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제한

속도 인지 응답자의 경우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

목에서, 여성의 경우 ‘무정차 납부’ 항목에서의 만

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하이패스 이용 중요도

하이패스를 구매하여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각 항목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지

만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현금 지급 불필요’ 항목

에서 높은 중요도 비율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점 척도를 이용한 중요도 분석 결과 역시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

며,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후불요금 지불 가능’,

‘출퇴근시 하이패스 통행요금 할인’ 항목에서는 3.6

점 이상의 중요도 점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상세 중요도 분석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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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der (2) Age Group

(3)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4)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Fig. 3> Satisfaction based M-IPA

Items
Importance analysis

Maximum Minimum

Gender

Male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Toll-linked

discount

Female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Non stop

payment

Age Group

Young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Old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Non-suppor

ter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Non stop

payment

Unaware

of it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top

payment

<Table 5> Hi-pass users’ importance analysis 결과, 성별, 연령대 등 분석집단에 따라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다수의 분석집단에서 ‘영업소 통과시간 감

소’ 항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항목에서,

여성의 경우 ‘출퇴근 통행요금 할인’ 항목에서의 중

요도 점수가 타 항목에 비해 높은 반면, 남성의 경

우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을, 여성의 경우 ‘무정

차 납부’ 항목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 비고령자와 고령자 모두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항목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무정차 납부’ 항목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유무와 제

한속도 인지 여부 모두 ‘영업소 통과시간 감소’ 항

목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무정차 납부’

항목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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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lassified

Improvement
Items

Principal
Improvement

Items

Gender

Male -

∙Non stop
paymentFemale

∙ Toll-linked
discou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Age Group

Young
∙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 stop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Old
∙ Toll-linked

discount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 ∙Non stop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 allowable
deferred
payment

Non-suppo
rter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
∙Non stop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Unaware
of it

-

<Table 7> Importance based M-IPA summary

Items
Classified

Improvement
Items

Principal
Improvement

Items

Gender

Male - ∙ Non stop
payment

∙ Toll-linked
discount

Female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Age Group

Young
∙ Toll-linked

discount
∙ Non stop

payment
Old

∙ allowable
deferred
payment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 allowable
deferred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 Toll-linked
discount

Non-
supporter

∙Non stop
payment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 ∙ Non stop
payment

∙ Toll-linked
discount

Unaware
of it

∙Reduced
tollgate
passage time

<Table 6> Satisfaction based M-IPA summary

3. M-IPA 분석

1) 만족도 기반 M-IPA 분석

본 절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평가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개별 분석 결과를 조합하여 분석 집

단별 M-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집단별로 만족도 점수가 낮

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중점 개선 

항목’으로는 ‘무정차 납부’와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집단별 개선항목을 살펴본 결과, 성별의 경

우 여성은 ‘통과시간 감소’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비고

령자의 경우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을, 고령자

의 경우 ‘현금지불 불필요’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집단의 경우 ‘현

금지불 불필요’와 ‘출퇴근 요금할인’에 대한 개선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집단은 ‘무정차 납부’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를 알고 있지 못한 집단의 경우 ‘통행시간 감소’ 항

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중요도 기반 M-IPA 분석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중요도에 대한 개별 분석 

결과를 조합하여 분석 집단별 M-IPA 분석을 수행

한 결과, 분석 대상 집단별로 중요도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중점 개선 항

목’으로는 모든 분석집단에서 ‘무정차 납부’가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출퇴근 통행요

금 할인’과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만족도 및 중요도 기반 M-IPA 분석결과 비교

하이패스 이용에 관련하여 분석 집단별로 만족

도와 중요도 기반으로 각각 M-IPA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남성과 여성, 고령자와 비고

령자 모두 ‘무정차 납부’항목에서 만족도와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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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der (2) Age Group

(3)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4)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Fig. 4> Importance based M-IPA

Items

Principal Improvement Items
Common

itemsSatisfaction
based

Importance
based

Gender

∙Non stop
payment

∙ Toll-linked
discount

∙ Non stop
payment

∙ Non stop
payment

Age Group ∙Non stop
payment

∙ Non stop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 Non stop
payment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 Toll-linked
discount

∙Non stop
payment

∙Toll-linked
discount

∙allowable
deferred
payment

∙Toll-
linked
discount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Non stop
payment

∙ Toll-linked
discount

∙ Non stop
payment

∙ Toll-linked
discount

∙Non stop
payment

∙Toll-
linked
discount

<Table 8> Comparison between Satisfaction

based and Importance based M-IPA

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상관없이 ‘통행

요금 연계할인’ 항목에서, 하이패스 제한속도 인지 

유무별로는 ‘무정차 납부’과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에서 중점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만

족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하이패스 이용 불편사항

앞 절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선

호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면, 본 절

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불편

사항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중요도와 만족

도에 대한 각각의 M-IPA 분석 결과 중점 개선항목

으로 선정된 항목이 불만족에 대한 점수척도가 높

게 나타나 이들간의 상호 반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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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Degree of
dissatisfaction

(out of 5
points)

Gender Age Group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Male Female Young Old Supporter
Non-

supporter
Aware of

speed limit
Unaware

of it

Burden of Hi-pass
device

2.65 2.70 2.53 2.72 2.35 2.67 2.65 2.65 2.67

Vexatious
installation/ register of

device
2.64 2.65 2.62 2.69 2.54 2.65 2.64 2.61 2.76

Risk of accidents
caused by a narrow lane

width
2.65 2.63 2.70 2.61 2.84 2.78 2.60 2.64 2.69

Risk of accidents
caused by lane change

2.60 2.60 2.60 2.55 2.81 2.71 2.56 2.58 2.70

Speed limit in Hi-pass 2.70 2.68 2.75 2.70 2.79 2.94 2.61 2.68 2.77

<Table 9> Hi-pass users’ dissatisfaction(detailed analysis)

Items

Principal Improvement Items Dissatisfaction Items

Satisfaction
based M-IPA

Importance
based M-IPA

Burden of
Hi-pass
device

Vexatious
installation/
register of

device

Risk of
accidents

caused by a
narrow lane

width

Risk of
accidents
caused by

lane change

Speed limit
in Hi-pass

Gender

Male ∙Non stop
payment

∙Toll-linked
discount

∙Non stop
payment

5 3 2 1 4

Female 1 3 4 2 5

Age Group

Young

∙Non stop
payment

∙Non stop
payment

∙ Toll discounts
at Commute
time

5 3 2 1 4

Old 1 2 5 4 3

Willingness
to follow
the Speed
limit in
Hi-pass

Supporter

∙Toll-linked
discount

∙Non stop
payment

∙Toll-linked
discount

∙Allowable
deferred
payment

2 1 4 3 5

Non-
supporter

5 4 2 1 3

Aware of
the Speed
limit in
Hi-pass

Aware of
speed limit ∙Non stop

payment

∙Non stop
payment

∙Toll-linked
discount

4 2 3 1 5

Unaware
of it

1 4 2 3 5

note) Giving a high scores when the lowest satisfaction scores(the highest levels dissatisfied), out of 5 points

<Table 10> Comparison between M-IPA and Dissatisfaction Items

를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5점 척도를 이용한 불만족도 분석 결과, ‘하이패

스 이용을 위한 차로변경시 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불편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좁은 차로폭으로 인한 사고 위

험성’ 등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의 경우 높은 통과속도에 비해 ‘좁은 차로폭

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하이패스 통과속도 제한

으로 인한 불편’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여성보다 높

았으며, 여성의 경우 ‘단말기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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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항목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고령자의 경우 ‘차로변경시 사고 위험성’을, 고

령자는 ‘단말기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연령대별로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응답자의 경

우 제한속도 준수 집단에 비해 모든 하이패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지키

는 응답자의 경우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

움’ 항목에서, 제한속도 미준수 응답자의 경우 ‘차

로변경시 사고 위험성’ 항목에서의 불만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제한속도를 알고 있지 못한 집단에 비해 모든 하이

패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하이패스 제한속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차로변경시 사고 위험성’

항목에서, 제한속도 미준수 응답자의 경우 ‘단말기 

구입 부담 항목에서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하이패스 이용 개선방안 도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각각의 M-IPA 분석과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종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무정차 납부’ 항목과 ‘통행요금 연계 할

인’ 항목에 관해 중점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

하는 항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정차 납부’ 항목의 경우 차로변경시 사고 위

험성과 통과속도 제한으로 인한 불편 항목에서 불

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차하지 않은 채 통

행요금을 납부하는 무정차 납부의 경우 하이패스 

도입 초기부터 하이패스 이용의 장점으로 홍보되어 

왔던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정차 납부의 장점과 더불어 하이패스 이용 시 차

로변경의 불편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부

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영업소 통

과시간 감소’가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에 대입해 보면, 본선에 비해 현격히 낮은 하이패

스 제한속도(30km/h)로 인해 요금소 진출입시 속도 

감소로 인한 불만과 영업소 내 하이패스 부스가 일

부만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

에 따른 대기행렬 발생과 같은 단점이 부각된 결과

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Oh et al.(2011)과 

Yun et al.(2014)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동

일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은 하이패스 

제한속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제

한속도 준수를 위해 필요 대책으로 ‘하이패스 제한

속도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2-3].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당장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를 상향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에 대한 조정 이전에 하이패

스 이용수요에 맞는 하이패스 톨 부스의 운영, 영업

소 전후 진출입로를 고려한 하이패스 부스의 위치 

선정, 하이패스차로의 위치 파악의 용이성 확보를 

위한 시선유도시설의 추가 등의 시설보완 및 개선 

차원의 개선과 검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목에서 중점 개선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말기 구입으로 인한 경제

적 부담’과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등에

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요금 연계 할인’의 항목의 경우 현재 하이

패스 이용 시 통행요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퇴근시 통

행요금 할인의 경우 다수의 설문응답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이와 같이 ‘통행요금 연계 할인’

에 대한 인지 부족이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불만족

과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말기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단

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등에서 불만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

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2만원대의 행복단

말기 판매 전략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



M-IPA 기법을 이용한 하이패스 만족도 제고 방안

Vol.15 No.1(2016. 2)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63

키고 하이패스 이용률을 높이는, 상당히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단말기 설치 및 등

록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번거

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불만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주 5일 근무 및 휴일 증가로 주말 여가생활의 증

대, 최근 정부부처 및 공기업의 지방 이양 등의 현상

으로 인해 국가 기간교통망인 고속도로의 정체는 지

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 하이패스가 전국 

단위로 도입된 이후 무정차 요금 납부로 인한 영업

소 통과시간 감소 등과 같은 장점이 운전자들의 공

감을 얻어 현재 하이패스 일평균 이용률이 약 70%

에 이르고 있어 정착단계에 돌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용자들이 하이패스 이용에 있어 

모두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이

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현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만족도 또는 선호도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집단(성별, 연령별,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여부, 하이패스 제한속도 인지유무)을 구분하

여 각 집단별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와 선호도를 상

대적으로 비교하여 차별화된 개선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M-IPA 기법을 이용하여 특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지불 불필요가 하이패스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업소 통

과시간 감소 항목이 하이패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2) M-IPA 분석 결과 대부분의 분석 대상 집단에

서 ‘무정차 납부’와 ‘통행요금 연계 할인’ 항

목이 ‘중점 개선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3) 하이패스 이용을 위한 차로변경시 사고 위험

성이 가장 높은 불편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말기 설치 및 등록의 번거로움,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에서 불만족을 느

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무정차 납부’ 항목의 개선을 위하여 하이패스 

이용수요에 맞는 하이패스 톨 부스의 운영, 영

업소 전후 진출입로를 고려한 하이패스 부스

의 위치 선정, 하이패스차로 위치 파악 용이성 

증대를 위한 시선유도시설의 추가 등의 개선

이 필요하다.

5) ‘통행요금 연계 할인’의 항목의 경우 현재 하

이패스 이용 시 통행요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

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홍

보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실제 개

선이 이루어졌을 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으나,

동일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시행 전후 비교를 하

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이패스의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하이패스 개선 전후의 효

과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 여부, 하이패스 제한속도 인지유무 등으로 구

분이 가능한 설문조사 집단을 구성하였지만, 운전

자의 운전경력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휴게소에서 

일부 설문조사 인원으로 구성된 설문응답자의 한계

로 인해 모든 운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집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모니

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이를 반영해야할 것이다. 특

히, 2015년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대

상으로 추가 설문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하이패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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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하이패스를 이용하

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하이

패스 이용 확대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선 사업이나 홍보/캠페인 

등과 같은 노력들이 수행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량화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여 추후 대응책 마련 시 우선순위 및 중요도 

산정을 위한 활용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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