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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speed railway (Korea Train Express) has had a deep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of Korea. Current

high-speed rail research is mostly theoretical, there is a lack of quantitative research using a precise algorithm

to study the effect of high-speed railway on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analyses the influence of high-

speed rail on the regional economy, with a focus on the Daegu are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department

store indexes and regional medical records is performed to calculate the economic influence of high-speed

rail. The result shows that high-speed railway effects the regional economy though regional consumption

growth and medical car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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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4년 4월 고속철도(이하 KTX로 통칭)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KTX 개통

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도

는 2004년 4월 서울-동대구간(1단계), 2010년 11월 동대구-부산간(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신경주-포항간 구간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KTX 개통 전후로 정차역 도시와 그 주변
지역영향에대한다양한연구가이루어져왔다. 특히금년 4월에호남선이개통되면서 KTX 개통이지

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다시주목을받고있다.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

등 운송수단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
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
한 사회·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었다. 또한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여가 산
업의발전과지역문화·예술·인적교류활성화를통한삶의질향상도예상되었다.

반면에고속철도망연결로주변중소도시의업무기능, 노동력및구매력이인근대도시로흡수되면서지
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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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상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KTX 개통

이후지역간소비변화를사후적으로평가하는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KTX 개통전후로다수전문

가들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KTX로 이동하여 각 지역에서 소비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

면 일부에서는 각 지역 거주자들이 KTX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특히 서울)에서 의료, 문화, 관광 등
의소비를더할가능성이더높다고반박하였다. 이러한논의진행에도불구하고지역간소비변화에대
한실증분석은거의시도되지않았다.

대구지역의 경우 KTX 개통 후 문화예술 및 학술 행사 증가 등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났고, 2016년 완

공 예정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 버스, 지하철을 하나로 연계하는 KTX역 교통거점화
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편리함으로 인해 고속철도가 대구경북지역
상권 매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 기업 유출, 관광객 및 쇼
핑객유출, 그리고인구유출등의우려도제기되고있다. 그러므로고속철도망연결이지역경제활성화
및 위축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KTX 이

용 현황을 파악하고, 3장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한 다음, 4장에서 소비모형을 설

정하여 KTX 개통이 각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5장에서는 추정된 결과를 기초로 시사점

을도출하였다.

2. KTX 이용 현황

먼저우리나라열차이용현황과 KTX 이용목적을살펴본다. KTX 이용목적의차이는지역경제에다

른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를분석모형설정시고려하고자한다.

2.1. 열차 이용 현황

KTX가 초고속·대량 수송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편입되고

KTX가 중·장거리 지역 간 통행의 핵심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KTX 여객수송 분담

률이 2004년 17.9%에서 2013년에는 41.5%로 크게 늘어날 정도로 KTX는 전국 철도 이용객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등 KTX 주요 정차역별 열차이용객 증가율을

보면 동대구역이 7.8%로 가장 낮다. 이는 동대구-부산 구간의 이용객수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2006년에 개통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대구역에서 출발하는 이용객
중목적지가서울역(전체의 37.5%)과광명역(33.9%)인경우가 2/3를상회하고있어동대구역 KTX 이

용객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 이용현황은 주 5일제 근무 확대 등을 통
해 주말 이용객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Kim 등 (2014)은 KTX 여객 수요예측에 관한 여러
시계열 모형의 비교를 통해 요일, 공휴일 그리고 명절 등이 KTX 이용 여객의 수요와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를보여주었다.

2.2. KTX 이용 목적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KTX 이용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조사·분석」에서 KTX 이용의

주요 목적은 가족·친지·친구 방문(전체의 49.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업무·출장(33.6%), 관광·휴
가(13.0%)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진료 및 문화시설이용은 2010보다 감소한 반면 관광·휴가의 비중은
높아졌다.

동대구역의 경우 도착승객 중 절반 이상(56.4%)이 서울역에서, 나머지는 광명역(16.4%) 및 부산

역(12.2%)에서 각각 출발하였다. 그리고 출발승객의 목적지가 서울역(37.5%) 및 광명역(3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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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2/3를 상회하며, 나머지 목적지는 대전역(14.7%), 천안·아산역(13.7%), 그리고 부산역(11.7%)

순이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이용자의 55.8%는 가족·친지·친구 방문을 목적으로 통행하였고 관광·휴
가(20.6%), 업무·출장(19.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관광·휴가의 목적으로 동대구역에 도착하는 이
용자는 부산역에서 출발한 이용자가 53.5%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2010년 KTX 이용실태 및 지역경

제 영향 조사·분석’에 따르면 KTX를 이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가족·친지·친구 방문(45.1%)과 업무·출

장(33.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광·휴가(12.7%), 그리고 통학 및 병원진료(각각 2.5%) 순이었

다. 대도시로의 소비유출 주장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병원진료, 학원, 쇼핑, 문화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비율은전체의 5% 수준으로매우미미하였다.

동대구역 출발 이용객의 통행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친구방문(52.3%) 및 업무·출장(29.7%)의 비중

이 다른 통행목적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밖에 관광·휴가(12.6%), 병원진료(1.0%) 순으로 비중이 높았

다. 통학, 학원수강·개인지도, 문화시설이용, 쇼핑 통행의 비중은 각각 1% 내외를 차지하였다. 특히,

가족·친지·친구 방문 및 병원진료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와 반대로 관광·휴가의 비중
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동대구역 도착 이용객의 통행목적을 보면 가족·친지·친구방문(49.9%) 및 업

무·출장(35.8%)의 비중이 출발 이용객과 마찬가지로 다른 통행목적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이 밖에

관광·휴가 통행의 비중은 10.1%, 병원진료 통행의 비중은 0.4%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부산역의 경우

관광·휴가통행의비중이 19.5%로대구(10.1%)나다른지역보다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동대구역의 출발역 기준과 도착역 기준의 통행목적을 비교해보면 출발역 기준으로는 가족·친지·친구방
문, 관광·휴가, 쇼핑, 그리고 병원진료 통행비중이 도착역 기준보다 높았고, 도착역 기준으로는 업무·출
장과 문화시설 이용비중이 출발역 기준보다 높았다. 그리고 주중에는 업무·출장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
말의 경우에는 가족·친지·친구방문과 관광·휴가 통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중과 주말의 통행목
적의 변화가 뚜렷하였다. 참고로 부산역의 경우 병원진료와 문화시설 이용 통행에서는 출발역 기준이

도착역 기준보다 높았고, 관광·휴가 및 쇼핑 통행에서는 도착역 기준이 출발역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대별 통행목적을 살펴보면 동대구역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대에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행목적은 가족·친지·친구방문으로서전체 통행의 40% 이상을 차지하였

다. 그 다음이 업무·출장으로 전 연령대에서 30% 내외를 차지하였다. 특히 10대∼30대의 경우에는 관
광·휴가 통행의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병원진료 통행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KTX를이용한병원진료가활발함을알수있다.

동대구역 도착 승객이 타지역에서 쇼핑한 품목은 주로 지역특산품(전체의 45.5%), 수입명품(13.6%)으

로다른역에비해높은비중을나타냈다. 부산역의경우에도지역특산품(35%) 및수입명품(20%)의비

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역은 의류(30.6%)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대구역 도착승객중 문
화시설 이용 비중은 공연관람이 50%로 가장 높았고, 경기관람(21.4%), 전시회 관람(14.3%), 이벤트 참

석(14.3%) 순으로높았다. 의료관련통행목적중일반질환진료비중이 45%로가장높았고, 종합건강검

진(22.5%), 그리고중질환(5%) 순으로높았다.

3. 선행연구 검토

고속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속철도와 교통기반시설이 지
역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연구 사례로 Lee와 Kim

(2012)는 교통시설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로서 철도, 항만, 공항, 도로 등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며, Lee 등 (2005)은 교통기반시설중 공항투자가 지역경제(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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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생산함수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개발로 역세권 주변지역의 지가변동이 다양
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Lim 등, 2013). 국외연구 사례로 Blum

등 (1997)은 고속철도가 지역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새로운 권역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다. 즉, 고속철도가지역의경제축을형성하여도시의기능적범위를넓히고이를통해재화, 서비스, 그
리고 노동시장을 연계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철도역 주변으로 가구
와기업이재배치되는결과를낳는다고하였다. Chen과 Silva (2011)는고속철도가지역에미치는영향

을 설명하고 이를 분석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분석결과 고속철도로 인해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 촉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 및 투자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Zhang 등 (2014)은 고속철도 이용객수와 화물크기 등 고속철도관련 변수만을 고려한 패널분석을 통해
중국의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의 운수, 물류, 유통과 관련된 교통상황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유
의미한영향을준것으로분석하였다.

반면에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화 및 지방화 시대에 맞춘 신거주지 활성화,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인구이동
에관한실증연구에서는고속철도의개통으로인한수도권인구의지방분산화효과는크지않고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 (Chung과 Lee, 2011). Cho (2006)은 이

용편수 및 좌석의 부족, 통행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가능성이 낮아 수도권의 인
구분산 효과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국내 자동차의 보편화로 고속철도로 인한 이동수요의
향상이 적은 편이고 지방상권의 성장과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KTX를 이용한 지역간 이동이 크지 않아

인구이동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허재완, 2010). 따라서 고속철도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인구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적인 지역발전 계획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이 필요하다는 관련 연구도 있다 (Lee, 2004). Cho 등 (2005)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도시로의 구
매력흡수와지방상권위축을 KTX의쇼핑통행의관점에서연구하였는데, 고속철도개통이후 KTX 이

용자 및 지방도시 상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지방상권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h (2009)은 KTX 역세권 중심의 지역경제 거점화를 단계
별 발전 전략 및 실천과제를 통해 역세권과 주요 지역성장 거점과의 연계방향과 역세권 개발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체계 효율화와 교통거점화를 우선하는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지역특성화 개발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강조하였다. 국외연구 사례로는 신칸센 개통 초기에 중간역이 있는 중소도시의 구매력이 도쿄
로 흡수되어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철도가 대도시권에서 지방도시권으로 인구
나기능을분산시켜도시과밀현상의시정에일부기여한것은인정되지만, 고속교통수단의발달로경제
적 중추관리기능이 대도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칸센 개통 후 인근 대도시와
의 접근성 향상과 편리함으로 중소도시의 업무기능과 노동력이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역내 상권 매출
이 감소하고 기업의 지점 및 지사의 입지가 인근 대도시로 통폐합되는 등 고속철도 정차도시가 모두 발
전하는것이아니라쇠퇴하는도시도발생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고속철도의개통은본래목적인물류및인적교류확대와더불어보건의료부문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X 개통 이후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
고그에따라지방소재병원의운영및성장에미칠것으로예상되는데, Kim 등 (2008)에서는 KTX 개

통이지역주민의건강에미친영향을건강영향평가를통해알아보았다. 그결과, KTX를이용해서울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평균 수명의 측정을 통해 지방주민들의 서울지역 의료서비스 접
근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KTX 개통이 지역별 진료량 점유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에서는 서울지역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KTX 노선지역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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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Data description used in the analysis

자료출처 사용 자료

통계청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 임금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시도별 인구수
한국은행 회사채수익률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내 및 관외 의료기관 진료건수 현황
한국철도공사 KTX 이용객수

(2010)은 KTX 도입 이후에 암환자의 지역 간 의료이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서

울지역상급종합병원에서의의료이용량비중의증가가 KTX 영향권내지역의상급종합병원에서의의료
이용량 비중 감소현상과 맞물려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Lee 등 (2011)은 KTX를 이용한 서울지역으로

의 원거리 의료이용에 대한 고속철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분석 결과 최신 설비 및 의료장비의 보유

여부, 의료진의수준등이원거리의료이용의가장중요한이유로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
데, 대구경북의 경우 Lee와 Gwak (2005)가 대구경북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KTX 활용 방안과 KTX 개

통이대구경북지역경제에미친파급효과에대하여연구하였다. 그결과, KTX 개통이후동대구역유동
인구, 대구공항 항공물류, 관광객수 그리고 도소매업 매출액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동대구역 물
류수송, 대구공항 국내여객, 제조업체수 및 매출액, 그리고 관광호텔 객실이용률 등 서비스 관련 매출액
은부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속철도개통후의대구경북지역경제에대한
긍정적인파급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의품질고급화, 다양화, 정보화, 접근성제고가필요
하며, 동대구역세권을 유통 및 쇼핑, 업무, 호텔, 오락 등 관광 중심지로 개발하되 휴게시설, 환승시스

템, 주차시스템을보완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건설투자, 생산, 고

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베이에 의존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증분석을 하더라
도광범위한대상(예: GRDP)에기초한단순한분석이이루어졌다. KTX 개통으로소비가수도권에서
더 이루어질지 아니면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더 이루어질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KTX 이용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데도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KTX 개통

으로 지역소비가 더 촉진되었는지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정량적 접근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
로는 지역간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소비유입 효과와 지역 소비유출 효과로 나누어 경제모형을

설정하고실증분석을시도한다. 이어서추정결과를토대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4.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장에서는 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소비지출 결정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한다. 다음으로 채택된 소비모형에 KTX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KTX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경제지표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은행 DB 자료를 이용하였고, KTX관련 변수(KTX 이용객수 등)는 한국철
도공사자료를이용하였다 (Table 4.1). 추정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KTX 개통 이후 대구 등의 지역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소
비 유입효과는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하였고, 지역소비 유출효과는 타지역 의료이용률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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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형의 설정

4.1.1.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분석: 지역 소비유입 효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KTX

개통 이후 대구 등의 지역소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지역소비의 대표적 대용지
표인 지역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

지수, 회사채수익률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KTX 개통이 지역의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 KTX관련변수(KTX 이용인구비율)를추가하였다. 참고로소비지

표인 지역별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연간지표로서 데이터 수가 적어 모형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월별백화점판매액불변지수를대용지표로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사용된월별백화점판매액불변지수의경우계절성제거를위해계절지수를모형에추가변

수로 투입하거나 계절지수를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한 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수

를 사용할 때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 제거를 위
해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각 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

다. 본연구에서사용되는모형은 Hwang과 Jung (2014)이제시한모형을참고하였다.

∆Yt(c) = β0 + β1∆X1t(c) + β2∆X2t(c) + β3∆X3t(c) + ϵt(c), (4.1)

여기에서

• ∆Yt(c): t월 c지역백화점판매액불변지수의전년동월대비증감률(%).

• ∆X1t(c): t월전국평균총임금소득을 c지역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한전년동월대비증감률(%).

• ∆X2t(c): t월 c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를 c지역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전년동월대비 증감

률(%).

• ∆X3t(c): t월회사채수익률을 c지역소비자물가지수로실질화한전년동월대비증감(%p).

• ϵt(c): 오차항.

위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된 임금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개인소득중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지역별 임금소득 통계가 없어 전국 평균 임금소득 통계를 대신 사용하였다. 주택매매가

격지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자료로서 부동산가격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주

로 활용되며, 회사채수익률은 매월 물가동향,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

어 결정된다. KTX 개통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기본모형에 KTX 이용인구비율을 설명
변수로 추가하였다. 참고로 지역규모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KTX 주요 정차역별 승객수를 그 지역의
15∼69세인구수로나누어월별이용인구비율을계산하였다.

∆Yt(c) = β0 + β1∆X1t(c) + β2∆X2t(c) + β3∆X3t(c) + β4∆Kt(c) + ϵt(c), (4.2)

여기에서 ∆Kt(c)는 t월 c지역 KTX 이용인구비율의 전년동월대비 증감(%p)이다. 기본모형에 KTX

변수를 추가하면 KTX 개통이 각 지역의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각 지역

의 KTX 이용인구비율 변화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 변동률의 관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KTX관련 이용객수의 증가는 그만큼 KTX 이용을 통한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정차역 도시에서 소

비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지역별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 유의한자기상관이존재한다면다음과같이오차항에대한간단한시계열모형이고려되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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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ϵt(c) = ρcϵt−1(c) + ηt(c). (4.3)

다음으로 지역별로 KTX 영향이 지역소비 변화에 미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 더미변

수를이용한회귀모형을이용하였다.

∆Yt(c) = β0 + β1∆X1t(c) + β2∆X2t(c) + β3∆X3t(c)

+ α1I서울(c)Kt(c) + α2I대전(c)Kt(c) + α3I대구(c)Kt(c) + α4I부산(c)Kt(c) + ϵt(c), (4.4)

여기에서 지역별 더미변수는 Ic(x) = I(x = c), c =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다. 임금소득, 주택매매

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전반적인 관계이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변수
로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반면에 KTX 이용인구비율이 지역의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미치
는 영향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
법은모형의안정성에도도움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

4.1.2. 지역별 진료실적을 이용한 분석: 지역 소비유출 효과 분석 소비유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대구지역 거주자의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표의 부재로 지역별 타지역 진료
실적을이용하여소비유출효과를추정하였다. KTX 개통이타지역으로의환자유출을초래하는지를파

악하기 위해 각 지역 거주자의 진료건수 중 다른 KTX 정차 도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건수 비율
을종속변수로설정하여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설정하였다.

∆Yt(c) = β0(c) + β1(c)∆Kt(c) + ϵt(c), (4.5)

여기에서

• ∆Yt(c): t월 c지역 거주자의 진료건수 중 KTX 정차 도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건수 비율의
전년동월대비증감(%p).

• ∆Kt(c): t월 c지역 KTX 이용인구비율의전년동월대비증감(%p).

• ϵt(c): 오차항.

참고로 4개의 주요 KTX 정차지역의 타지역 진료비율간 증감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
로 각 지역에 적용된 선형모형의 잔차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교정하여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고려한다.

5. 모형의 추정

5.1.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분석

Table 5.1은 본 모형에서 설명변수로 사용된 경제지표들의 지역별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앞의 기본모형과 KTX 이용인구비율이 추가된 모형의 분석결과를 Table 5.2에서 정리하였다. 기본모

형에대한분석결과에서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회사채수익률변동이백화점판매액불변
지수의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KTX 이용인구비율을 추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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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변수 통계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백화점판매액불변지수
Mean 93.7 96.1 111.7 85.4

Std. Dev. 15.6 14.2 19.3 22.3

소비자물가지수
Mean 97.5 97.4 97.8 97.4

Std. Dev. 8.5 8.5 8.6 9.0

임금소득
Mean 28.1 28.1 28.1 28.2

Std. Dev. 2.6 2.7 2.6 2.6

주택매매가격지수
Mean 97.4 88.9 92.1 85.0

Std. Dev. 7.3 4.8 6.0 6.3

회사채수익률
Mean 0.05 0.05 0.05 0.05

Std. Dev. 0.02 0.02 0.02 0.02

KTX 이용인구비율
Mean 0.2 0.6 0.5 0.4

Std. Dev. 0.0 0.1 0.1 0.1

Table 5.2. Estimated coefficients (Est.) and standard error (SE) values for all components of the basic model

and the modified model with KTX variable

Covariate
기본 모형 KTX 추가 모형

Est. SE Est. SE

상수 (β0) 0.0210 0.0045 0.0110 0.0052

임금소득 (β1) 0.4261 0.0882 0.3895 0.0877

주택매매가격지수 (β2) 0.1581 0.0742 0.0881 0.0758

회사채수익률 (β3) −2.2884 0.4343 −2.5375 0.4346

KTX이용인구비율 (β4) - - 0.1797 0.0503

에서 KTX 이용인구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KTX 개통이 지역 소

비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고말할수있다.

각 지역별 KTX 이용인구비율이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
별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모형 분석에서는 서울지역의 KTX 이용인구비율이 지역내 백화점 판매액 불
변지수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전과 부산 순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KTX 이용인구비율이 대구지역 백
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신용카드지출 행태로

본 부산지역 소비유출입의 특징 및 시사점’ (The Bank of Korea, Busan Branch, 2012)에 의하면 부

산지역은 서울과 더불어 역외 인접지역으로부터 소비가 유입되는 소비유입형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9년∼2011년 중 전국에서 부산으로 유입된 전체 역외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쇼핑유통, 음식숙박 등

관광관련 품목이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 중 쇼핑유통의 비중상승은 대형 쇼핑유통시설 신
설, 주요교통망확충등으로지리적접근성이강화된데주로기인한것으로조사되었다.

참고로 월별자료 대신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나 계절지수를 이용한 계절조정 변수를 사용한 분

석에서도 유의성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설명변수 중 임금소득을 우선적으로 모형에 추가

하고다음으로주택가격매매지, 회사채수익률순으로순차적으로모형에투입하였는데, 그결과모든설
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의 유의성과 부호의 방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ble 5.2의

KTX 추가모형 분석결과와 Table 5.3의 지역별 KTX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형 분석결과에서도 모형의

유의성과부호의방향이유사함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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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Estimated coefficients (Est.) and standard error (SE) values for all components of the modified model

with local dummy KTX variable

Covariate
지역 더비 모형

Est. SE

상수 (β0) 0.0106 0.0053

임금소득 (β1) 0.4171 0.0894

주택매매가격지수 (β2) 0.1016 0.0764

회사채수익률 (β3) −2.4936 0.4358

서울 KTX 이용인구비율 (α1) 0.2742 0.0849

대전 KTX 이용인구비율 (α2) 0.2097 0.0914

대구 KTX 이용인구비율 (α3) 0.0627 0.0978

부산 KTX 이용인구비율 (α4) 0.1469 0.0780

Table 5.4. Estimated coefficients (Est.) and standard error (SE) values for all components of the SUR model

Covariate
서울 대전 대구 부산

Est. SE Est. SE Est. SE Est. SE

상수 (β0) 0.0056 0.0507 0.0154 0.0569 0.0153 0.0185 0.0055 0.0206

KTX 이용인구비율 (β1) −0.2788 0.1695 −0.2281 0.1647 0.0418 0.0630 0.1110 0.0621

SUR =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Table 5.5. Estimate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dical records and KTX variables

Periods 서울 대전 대구 부산

2004−2013 −0.1299 0.1459 0.3418 0.0783

2004−2010 0.4674 0.6955 0.6216 0.4878

2011−2013 −0.5843 −0.5981 −0.4333 −0.2484

5.2. 지역별 진료실적을 이용한 분석

KTX의주요정차역인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각지역의오차항들간상관계수는다음과같다.
1.000 0.963 0.923 0.892

0.963 1.000 0.967 0.946

0.923 0.967 1.000 0.950

0.892 0.946 0.950 1.000

 .

잔차들간 강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용된 SUR 모형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지역의 KTX 이용인구비율이 전체 진료건수 중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의 증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5.4). 즉, 부산의경우 KTX 이용인구비율이증가하면서타지역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
는 비율이 증가하는 유의미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추정계수의 값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의 경우에는 통
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Table 5.5에서는 지역별 거주자의 진료건수중 KTX 정차 도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건수비율과
지역별 KTX 이용인구비율간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고, 서울

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2010년 이전에는

전 지역에서 상관관계가 0.46에서 0.69정도로 높게 나타나다가 2011년부터는 상관관계가 강한 음의 상
관관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이후로는 타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경향이 줄어든 것

을단편적으로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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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시사점

6.1. 결론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

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구비율도 백
화점판매액불변지수의변동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KTX 개통의경제적효과에대

한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 서울지역의 KTX 이용인구비율
이 지역내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전과 부

산 순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KTX

개통이대구지역소비변화에주는영향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 소비유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설명변수인 KTX

이용인구비율 변화가 지역별 소비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면, 지역 소비유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이 때 지역별 잔차들간의 강

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SUR 모형을 사용하였다. 소비유출 효과를 보기 위해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에만 KTX 이용인구비율과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수있었다. 대구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소비 유입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지표인 가계최종소비지출

을이용하고자하였으나동지표는연간지표로서데이터수가적어모형분석에한계가있어백화점판매

액 불변지수를 대용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에는 지역 및 지역외 거주자 소비가 모두 포함되
어있어 지역 거주자가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특히 서울)에서 얼마나 소비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

기는 어렵다. 또한 지역별 소비 유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실적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설명변수로서

KTX 이용인구비율만을 설정하였는데,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예를 들면 의사 수, 병상 수,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한다면 더 정교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데이터 수집의 시간상 제약 등으로 KTX관련 변수만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
하고, 주어진 자료에서 KTX 개통 효과를 정량적 접근 방법을 통해 추정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지역별 소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활용과 함께 변수 설정시 다양한 요소

를고려하여분석한다면보다정량적인분석이될것이라고기대한다.

6.2. 시사점

KTX 이용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KTX의 효과가 개통 초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가능

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의 소비이동 효과가 미미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KTX 운행 소요시간이 길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 경부선 중 서울-동대구 구간은 도심구간을 기존
선로로활용하고있어충분한속도를내거나기존철도와의관계로운행한계가있다.

둘째,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동대구역에서의 연계 영향권을 확대하고 지역승객 환승을 위한 연
계 용이성 재고 및 역세권 주변 상권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KTX역이 지역간 통행의 교통 거점화
되면서 동대구역주변의 환승센터 건립이 대구경북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역
의 접근성과 영향권을 살펴보면 동대구역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수단으로는 2012년 한국교통연구원의
KTX 이용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조사·분석에서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택시(전체의 32.7%), 지하철/전

철(23.9%), 마을/시내버스(24.0%), 승용차(18.6%) 순으로나타나동대구역접근시활용하고있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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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비해 여전히 택시 및 승용차 이용 비율
이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비율도 낮은 편이므로,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객 중 KTX역까지의 접근시간이 30분 이내로 가능한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

하고, 접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통행자 비율이 13.9%를 차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의 KTX 이용실태 및

지역경제영향조사·분석다수의통행자들이 KTX 이용을위해장시간을이동하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대구경북지역내 쇼핑이나 관광프로그램 등 소비자 유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KTX 개통은

대구지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
화콘텐츠 개발, 관광 인프라 등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관광자원이 경주나 부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역 내국인의 숙박객수가 줄어든 이유는 당일 여행이 가능
해지면서 업무 또는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마땅한 볼거리, 즐

길거리가다양하지않아관광객의발길을되돌릴수없기때문이기도하다.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식당·음식점, 관광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가구여행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인천 다
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개인 여행객의 경우는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를 대비하여 지자체, 관련 업체 등은 대구경북지역내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년 천만명 가까운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방문목적이 주로 쇼핑이나 여행·레저인 점,

개인·소그룹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본다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발이 시
급하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을 통해 KTX로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상당
히 불편할 수 있는데, 중국 개별 관광객들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안내데스크 설치 확대와 함께 인천공
항과 동대구역간 KTX 운행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문화 예술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경
주, 안동 등의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 육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특화 산업 및 문

화 발굴이 필요하고 국제 오페라 축제,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한방 문화 축제 등 대구만의 문화콘텐츠
강점을개발, 홍보및육성하는것이요구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

구경북지역에서는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성의료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의료
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위
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 구축,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동대구역 연계 영향권내의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방도시인 대구 약령시의 한약재판매거리나 골목 등을
활용하여「김광석거리」와같은문화콘텐츠를접목한볼거리와즐길거리를함께만드는것도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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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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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 등 운송수단

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

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
었다. 또한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인적 교류 활성화
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예상되었다. 반면에 고속철도망 연결로 주변 중소도시의 업무기능, 노동력 및 구매력이 인
근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

구비율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소비유출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의 경우에만 KTX 이용인

구비율과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KTX 이용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다. 그러나 KTX의 효과가 개통 초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가능성은 여전히 확인

할수있었다.

주요용어: 고속철도(KTX), 백화점불변지수, 지역경제모형,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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