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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영향을 고려한 트램사업 투자평가방법론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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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Methodology for Appraising Tram Projects 

Considering the Effect of Buses

ABSTRACT

In contrast to standard train tracks, tramlines are often set along public roads, with trams running among pedestrians and other vehicles. 

In some cities and towns, trams and buses share the same routes and stations. Under the current investment appraisal system, trams 

are classified into light rail when predicting traffic demand and calculating benefits, but in the case of non-capital areas, it is notable that 

the origin-destination and transit lines of buses are not provided in the Korea Transport Database distribution data. Due to this problem, 

it is difficult to reflect proper mode changing behaviors between route buses and tram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n tramlines 

of bus routes that are not currently considered in non-capital areas.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ram projects according to 

whether bus routes are considered or not, an improvement in methodology is propos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vestment appraisal system for the planning of new tramlines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Key words : Tram, Bus, Investment evaluation methodology, Traffic demand forecast, Benefit

초 록

트램은 타 경전철과는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와 혼용운행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베를린, 뮌헨, 파리, 리스본 등 국외에서는 노선

버스와 일부 노선 및 정거장을 공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 투자평가제도 상에서는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시 트램을 경전철 중 하나의 

수단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의 분석방법론을 준용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특성과 유사한 트램사업 중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KTDB 배포자료에 

노선버스의 O/D 및 Transit Line을 제공하지 않아 사업노선 주변 노선버스에서의 수단전환 등의 통행행태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현재 비수도권 사업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노선버스가 트램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황 검토 및 문제

점을 도출한 후, 노선버스 반영 여부에 따른 트램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투

자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트램사업 도입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색어 : 트램, 버스, 투자평가방법론, 교통수요예측, 편익

철도공학Railroa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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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트램은 도시재생, 친환경 수단으로 2000년 이후 신교통수단을 

도입한 289개 도시 중 약 80 %가 트램사업을 도입하였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68년 부산에서 운행되던 노면전차

가 폐선되면서 사라졌지만, 버스 대비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중량전

철 대비 저렴한 사업비 등으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9개 

사업을 계획 · 구상 및 추진 중에 있지만, 투자평가제도 상의 교통수

요예측, 편익산정 방법론에 있어 트램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점으로 인해 수원, 동탄,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Table 1). 

트램사업의 추진 절차는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등 적용 법령

에 따라 도입 절차가 상이해지며, 도시철도법으로 추진할 경우 

승인 · 허가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도시철

도 기본계획 확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궤도운송법으

로 추진할 경우 승인 · 허가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고, 사업계획 수립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사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Table 2).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트램사업은 도시교

통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 등 특수목적이 아닌 이상 도시철

도법에 적용되어 추진된다. 만일, 궤도운송법에 적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투자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투자평가제

도상의 문제점은 대부분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 한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2018)은 트램사업 추진 시 투

자평가제도 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비용산정을 위한 원단위 개선, 

신규편익 발굴 등의 개선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기존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방법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는 사례가 없다.

트램은 타 경전철과는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와 혼용운행이 가능

Table 1. Tram Projects in Korea

Region Tram Project

Seoul  · Wirye Tram, Gyeongchun Line Tram

Gyeonggi-do  · Pangyo Tram, Seongnam Line 1·2, Suwon Tram, Dongtan Tram, Bucheon Tram, Smart Hub Line

Incheon
 · Southern Circulation Line, IN-Tram, Yeongjong Internal Circulation Line, Songdo Internal Circulation Line, Coal Terminal 

Line, Military Railway Line

Daejeon  · Daejeon Subway Line 2

Daegu  · Daegu Tram

Busan  · Gangseo Line, Yongho Line, Jeonggwan Line, Songdo Line, C-BAY Park Line

Ulsan  · Ulsan Subway Lines 1–4

Chungcheong buk-do  · Cheongju Tram

Gyeongsang nam-do  · Changwon Tram

Jeollabuk-do  · Jeonju Hanok Village Tram

Table 2. Comparison of the Urban Railroad Act and the Tramway Transportation Act

Classification Urban Railroad Act Tramway Transportation Act

Approval Officer  · MOLIT minister  · Local government mayor

Transportation Business Actor
 ·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 A corporation licensed by the mayor
 · A corporation licensed by the local government mayor

Propulsion Procedure

① Urban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planning

② Urban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plan announcement

③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④ Urban railway master planning

⑤ Urban railway master plan announcement

⑥ Project plan announcement

 · Approval 

Financing Methods  ·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tc.  · No government support

Place  · Urban transport area  · In certain places (e.g., tourism hot spots, around sports facilities)

Rolling 

Stock

Max Speed  · 70 km/h  · Less than 40 km/h

Unit  · No limit  · Max 3 units

Construction Standard
 · Rules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treetcars

 · Urban railroad act construction standard
 · Construction and facility standards for railtrack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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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베를린, 뮌헨, 파리, 리스본 등 

국외에서는 노선버스와 일부 노선 및 정거장을 공유하는 사례도 

존재하여, 노선 특성에 따라 도시철도 또는 노선버스 운행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투자평가제도 상에서는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시 트램을 경전철 중 하나의 수단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

의 분석방법론을 준용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특성에 가까운 트램사

업의 경우 도시철도 분석방법론을 준용해도 무방하나, 노선버스 

특성에 가까운 트램사업, 특히,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KTDB 배포

자료에 노선버스의 O/D 및 Transit Line을 제공하지 않아 사업노선 

주변 노선버스에서의 수단전환 등의 통행행태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선버스의 O/D 및 Network 반영 유무에 

따른 트램사업의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결과의 변화를 비교해 

보고,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비수도권 사업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노선버스

가 트램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투자평가제도 및 

방법론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현재 투자평가방법론 상의 문제점

을 도출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노선버스 반영 여부에 따른 트램사업

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3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Fig. 1과 같이 서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노선버스 반영 효과분석, 분석 개선방안, 결론 및 정책제언 순으로 

구성하였다.

2.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현황 검토

도시철도법에 적용되는 트램사업의 경우 도시철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

성조사 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 

단계별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투자평가 

관련 지침에 의거 기초자료 검토,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 

및 비용 산정, 경제성 분석, 종합평가 등의 검토가 이루어 진다.

투자평가관련 지침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08)과 국토

교통부(MOLIT,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2015) 등

이 있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트램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투자평가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평가관련 지침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면, 교통

수요예측의 경우 교통수요예측의 전제조건, 분석범위 설정, 기초자

료(O/D 및 Network)의 설정 · 수정, 수단분담, 통행배정, 기준년도 

정산, 장래 수요예측결과 제시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편익산

정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업의 편익 항목인 도로 및 철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과 도시철도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주차비용 절감편익이 

있으며, 이외에 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수편익 등이 존재하나 특수편

익의 경우 기초자료의 신뢰성, 공감대 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특수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 평가에서는 반영되

지 않고 있다. 

교통수요예측 시 준용하고 있는 기초자료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④에 의거 국가교통

DB센터(KT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 및 광역권 O/D 및 

Network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트램사업은 지역 간 통행특성 

보다는 도시 내 통행특성을 보이고 있어 해당 광역권 배포자료를 

준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광역권 KTDB 배포자료는 수도권, 대전충

청권, 대구광역권, 부산울산권, 광주광역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 수도권 배포자료간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 배포자료의 경우 주수단 O/D는 도보/자전

거, 화물/기타, 비노선버스, 일반철도/KTX,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로 구성되어 있으며, Network는 도로와 turn 

penalty, 철도와 노선버스의 Transit Line 등이 반영되어 있고, 

비 수도권 배포자료의 경우 주수단 O/D는 도보/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지하철, 택시,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Network는 

도로, 철도 Transit Line 등이 반영되어 있다.

2.2 문제점 검토

현재 투자평가관련 지침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8)과 국토

교통부(MOLIT,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2015)에서

는 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정 부분의 경우 트램의 원단위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부분의 경우 트램특성을 

Fig. 1. The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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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KAIA, 2019)에서는 트램도입에 따른 효과(Tram Bonus)를 

고려한 신규편익 발굴, 의사결정기준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의 효과를 도출하는 근간이 되는 교통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는 트램특성을 고려한 연구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트램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KTDB 배포자료의 구성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석 방법이 달라지며,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는 노선버스의 반영여부를 들 수 있다. 트램의 경우 국외 트램도입

국가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였을 때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순 있으나, 

대부분 도시철도 보다는 버스의 운행특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트램의 경쟁수단으로는 노선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램사업의 교통수요예측 시 경쟁노선 버스와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노선버스에 대한 O/D 및 

Network는 수도권 KTDB 배포자료에만 제공하고 있어, 비수도

권 사업의 경우 트램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 시 노선버스와의 

영향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3. 노선버스 반영 효과 분석

3.1 분석 전제

사업노선은 경기도 부천시에 사업연장 4.2 km, 정거장 8개소, 

주거단지와 거점역을 연결하는 가상의 노선을 구축하였으며, 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는 2019년 11월 배포한 수도권 KTDB O/D 

및 Network를 준용하였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1은 

노선버스 O/D 및 Transit Line이 없을 경우, 시나리오2는 노선버스 

O/D 및 Transit Line이 있을 경우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사업 

개통시점은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개통시점 1개년도에 대한 

교통수요 및 편익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3.2 모형 구축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통수요예측 프로그램은 EMME/4를 사용

하였으며, KTDB 수도권 배포 O/D 및 Network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Table 3. Construction Models

Classification S1 S2

O/D (Vehicle) · Car, taxi, bus, subway, bus + subway · Car, taxi, bus, route bus, subway, bus + subway

Network

· Bus transit line omitted · Bus transit line applied

Fig. 2. Tram Rout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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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의 경우 비 수도권의 분석환경과 유사하도록 Network 

상의 버스 Transit Line은 삭제하였으며, O/D의 경우 수단분담 

및 통행배정 시 승용차, 택시, 비노선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만 

활용하였으며, 이때 지하철과 버스+지하철 O/D는 수단분담 이후 

결합하여 배정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수도권 배포자료에서 

제공하는 Network를 모두 구축하였으며, O/D의 경우 승용차, 

택시, 비노선버스, 노선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을 활용하였다

(Table 3). 

개통년도를 203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30년 이전 개통 예정

인 GTX-B, C노선 등 KTDB 배포자료에 미 반영된 교통망 개발계

획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개발계획 반영 후 수단분담을 통해 미시행 

O/D 및 Network를 재 구축하였다.

사업노선은 수도권 광역철도 1호선과 도시철도 7호선이 지나가

며, 주거밀집지역과 철도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많은 부천시 

중동과 신중동, 오정동으로 선정하였으며, 노선연장 4.2 km에 정거장 

8개소를 반영하였고, 표정속도는 35 km/h, 배차간격은 주변 노선버스

의 평균 배차시간을 고려하여 5분으로 설정하였다(Fig. 2).

3.3 분석 결과

수단분담 결과 Table 4와 같이 시나리오 1의 경우 약 4,232통행/

일이 승용차, 택시, 비노선버스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 약 4,035통행/일이 승용차, 택시, 버스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별 전환규모에서는 약 200

통행/일 차이로 검토되었으나, 수단별 전환규모를 검토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승용차에서 대부분 전환(약 79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나리오 2의 경우 승용차의 전환 비율이 시나리오 

1 대비 약 25 % 감소한 반면, 버스의 전환 비율은 22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 교통수요예측결과 Table 5와 같이 시나리오 1의 경우 

총 승차기준 2030년 40,472인/일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 23,205인/일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

리오 1의 경우 사업노선 주변 버스 Transit Line이 없어 센트로이드 

커넥터에서 주 수단인 철도를 이용할 때 주변 가까운 트램 정거장까

지 공로를 통해 접근, 트램 노선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시나리오 

2의 경우 주수단인 철도역까지 트램 이외에 노선버스가 존재함에 

따라 수요가 분산되어 시나리오별 수요예측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수요예측결과를 토대로 편익을 산정한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 연간 23,676백만원/년, 시나리오 2의 경우 연간 23,844백만원

/년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4. Model Choice Results (Unit: trip/day)

Classification Car Taxi Bus Subway Total

S1

Do-nothing 21,499,113 3,654,719 2,447,178 10,291,034 37,892,045 

Do-something 21,495,786 3,654,088 2,446,904 10,295,267 37,892,045 

Difference -3,327 -631 -275 4,232 0 

Ratio (A) -79 % -15 % -6 % 100 % —

S2

Do-nothing 21,068,633 3,615,540 7,508,652 10,805,756 42,998,581 

Do-something 21,066,474 3,614,799 7,507,517 10,809,791 42,998,581 

Difference -2,159 -741 -1,135 4,035 0 

Ratio (A) -54 % -18 % -28 % 100 % —

A-B △25 % ↑3 % ↑22 % — —

Table 5. Traffic Demand Forecast Results (Year 2030) (Unit: person/day)

Classification S1 S2

Total 40,472 23,205

Table 6. Benefit Calculation Results (Year 2030) (Unit: million/year)

Scenario
VOTS

VOCS VICS VOPCS+EVNS VOP Total
Road Railway

S1 14,910 -4,781 2,267 437 239 474 23,676 

S2 13,171 -2,752 2,127 365 207 308 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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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예측결과에서 시나리오 1의 이용수요가 2에 비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별 수단전환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아 

편익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수요예측결과에서는 시나리오 1의 이용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편익산정 결과 시나리오 2의 연간 편익 규모가 더 

높은 것은 노선버스의 사업 미시행-시행시 통행시간절감편익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사업시행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총통행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철도통행시간절감편익의 부(-)의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4. 분석 개선방안

트램사업의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선 특성에 따라 분석 방법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 

T4, 독일 카를스루에 등(Tram-Train)과 같이 도시철도 특성에 

가까운 사업의 경우 현재 도시철도사업의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되, 

파리 T3, 리스본, 베를린 등과 같이 노선버스 특성에 가까운 사업의 

경우 노선버스를 고려한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방법론이 제시

되어야 한다.

교통수요예측의 분석절차는 현황 검토, 기초자료 구축, 영향권 

설정, 존 세분화, 기준년도 정산, 장래 O/D 및 네트워크 수정, 

수단분담, 통행배정 순으로 진행되며, 투자평가 관련 지침 상의 

분석절차별 방법론에서는 노선버스를 고려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노선버스를 고려한 교통수요예측 방법론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황검토 단계에서는 사업노선 주변 버스 운행 현황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노선번호, 출발지, 도착지, 배차간격, 운행시간, 

트램사업과의 노선 공유구간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존 세분화 

단계에서는 트램사업의 경우 정거장 간격이 짧게 배치될 수 있고, 

노선버스와의 경쟁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존 세분화가 필요

하며, 정거장 주변 역세권 반경 500m를 고려하여 시가화 면적비율

을 적용해 존 세분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년도 정산 단계에서는 

버스의 정산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정산시 사용되는 버스 수송실

적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대중교통DB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승차 데이터 또는 카드실적자료 등을 활용하며, 직접영

향권 내 오차율은 10 % 이내, 간접영향권 내 오차율은 20 % 

이내로 설정한다. 버스 Transit Line 구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직접영향권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한정하여 구축하고, 표정속도

는 운행시간대와 도로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각 시간대별 

평균 운행속도의 운행횟수 기준 가중평균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편익산정의 경우 노선버스 이용자의 통행시간절감편익을 반영

하여야 한다. 트램사업 시행시 기존 노선버스에서의 수단전환으로 

인해 노선버스의 이용량은 사업 미시행시 대비 감소함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석 방법은 기존 철도 이용자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버스

이용자의 효용(VOT)은 노선버스b의 기점 i부터 종점 j까지의 통행

량(OD)과 통행시간(T), 노선버스 1통행당 시간가치(P)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기존버스이용자

 기존버스이용자
사업미시행시

기존버스이용자
사업시행시기존이용자

(1)

여기서, 

사업미시행시
기존버스이용자








×사업미시행


×





사업시행시
기존버스이용자








×사업시행


×




 = 기점 i부터 종점 j까지 버스 통행량

사업미시행
 = 사업미시행시 노선버스 b의 기점 i부터 

종점 j까지 통행시간

사업시행
 = 사업시행시 노선버스 b의 기점 i부터 종점 

j까지 통행시간


= 버스 b의 1통행당 시간가치

5. 결 론

현재 투자평가제도 상에서는 교통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시 트램

을 경전철 중 하나의 수단으로 구분하고, 도시철도의 분석방법론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램특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사업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노선버스가 트램사업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기 위하여, 투자평가제도 및 방법론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을 검토하여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KTDB 배포자료의 특성에 

따라 경쟁수단이 될 수 있는 노선버스를 반영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노선버스 

반영 유무에 따른 트램사업에 대한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한 결과 

수단전환량은 두 시나리오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수

요 규모에서 노선버스를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 1이 시나리오 

2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나리오별 편익을 산정한 

결과 이용수요의 규모가 큰 시나리오 1 보다 시나리오 2의 연간 

편익이 약 1.7억원/년 정도 높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노선버스의 

통행시간절감편익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철도 통행시간절감편익의 

부(-)의 편익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선버스 반영으로 인해 기존 철도 Transit 

Line으로 집중되던 이용수요가 주변 버스 Transit Line으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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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보다 현실패턴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할 수있으며, 이용수

요의 감소는 비용 측면에서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 분석결과는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자평가 관련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며, 노선버스를 반영한 분석 방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황 검토, 기초자료구축, 존세분화, 기준년도 정산 등의 단계에서 

노선버스 관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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