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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 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

(user equilibrium)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 (system optimum)으로 유도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는 최 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 로 본 연구에서는 가변수요를 

갖는 다계층 도로이용자를 상으로 링크 최 혼잡통행료의 이론  특성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여기서, 도로이용자가 경험하는 경로통행비용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행료)의 2가지 단기 으로 구성되고 시간가치에 의해 하나의 단 로 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

통행비용이 시간단 로 환산될 경우, 최 혼잡통행료는 시간단  체계최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 로 환산될 경우, 최 혼잡통행료는 화폐단  체계최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계최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 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살펴본다. 

Traditionally, a congestion charge based on first-best congestion pricing theory, namely, the theory 

of marginal cost pricing theory, is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marginal social cost and marginal private 

cost. It is charged on each link so as to derive a user equilibrium flow pattern to a system optimal one. 

Based on this theory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st-best congestion pricing of 

multiple user class on road with variable demand, and presents two methods for analysis of social and 

spatial equity. For these purposes, w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st-best congestion pricing derived 

from system optimal in time and in monetary unit, and analyze equity from this congestion pricing with 

an example network.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521-D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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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용

Arnott and Kraus 

(1998)

이질 인 사용자 그룹에 하여 동일한 최

 혼잡통행료가 가능하고 단일해가 아님을 

보임

Dial (1999)

각 기종 에 하여 연속 으로 분포된 시

간가치의 가정하에 링크의 최  혼잡통행료

는 링크 한계비용의 사회  요소로 결정됨

Mayet and Hansen

(2000)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는 고속도로에 하여 

연속  분포의 시간가치를 갖는 second- 

best 혼잡통행료를 연구

Hai Yang and 

Xiaoning Zhang 

(2002)

다계층 가변수요 교통망에서 계층간․기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최  혼잡통행료 산

정 모형 개발

<표 1> 다계층 혼잡통행료에 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는 도로 운 자(정

부)가 혼잡이 발생하는 교통시설의 이용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통시설은 비효율 으로 이용된다는 

에 착안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통 으로 혼잡통행료는 

교통시설의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를 혼잡

통행료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 균형(user equilibrium)

상태의 도로망을 체계최 (system optimum)으로 유도

하는 한계비용가격(marginal cost pricing) 는 최

혼잡통행료(first-optimal pricing)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통행자들은 통행시간과 통행비용(toll charge)의 이 기

(bi-criterion)에 의해 기종 간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

다. 이 기 은 통행자들의 시간가치(value of time)에 

의해 시간단 (time unit)와 화폐단 (monetary unit)

로 환산되어질 수 있다. 일반 으로 시간가치는 모든 도

로 이용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동질

인 이용자(homogeneous users)의 경우에 해서는 

기존 한계비용가격 이론을 통하여 잘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실 으로 통행자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통행자를 하나의 계층으로 고려하는 기존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통행자의 계층이 동질

이지 않고 소득과 같은 특성에 의해 통행자의 계층이 

구분되며 이 게 구분된 계층은 이산 인 시간가치를 갖

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계층의 통행수요는 고정

된 것이 아니라 통행비용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한다. 결

국, 다계층 가변수요 상황에서 시간단 와 화폐단 의 

최 혼잡통행료의 특성과 각 소득 계층간 형평성

(equity)을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계층 가변수요에서 통행비용이 

시간 는 화폐단 로 측정될 경우의 교통망 균형조건을 

이용하여 링크 최 혼잡통행료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

하고, 이를 통하여 최 혼잡통행료 징수시 발생하는 계

층간 형평성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간단 와 

화폐단  최 혼잡통행료 산정문제는 각기 시간  화폐

단 로 사회  순 편익(social net benefit)을 최 화시

키는 목 함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을 그 로 표 하기에는 모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제로 한

다. 먼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은 승용차 이용자에 

한정하며, 따라서 교통과의 수단간 환행태는 고려

하지 않는다. 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외의 교통사

고 비용이나 환경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먼 , 다계층 혼잡통행료  형평성문제와 련된 기

존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Ⅱ. 기존연구 고찰

1. 다계층 혼잡통행료에 한 연구

재까지 제시된 혼잡통행료 연구들은 주로 통행자들

이 동일한 시간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한 동질 인 이용자

(homogeneous users)를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르

면 한계사회비용과 한계개인비용의 차이만큼의 혼잡통행

료가 각 링크에 부과되면 교통망은 체계최 (system 

optimal)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Beckmann, 1965; 

Dafermos and Sparrow, 1971).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가치를 갖는 다계층 사

용자를 고려한다. 다계층 사용자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통망에서의 통행량이 서

로 다른 차량 는 수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이고 각 계층

(수단)은 개별 인 비용-통행량 함수를 갖고 동시에 각

각의 방법으로 자신과 다른 수단의 비용함수에 향을 

미친다. Dafermos(1973)와 Smith(1979)는 다른 차

량형태를 갖는 다계층 사용자 균형과 체계최  문제를 

연구했다. 이러한 형태의 다계층 사용자 균형은 계층간

의 비 칭 문제로 인하여 복잡한 변동부등식의 해법을 

요구하게 된다 (Nagurney, 2000). 두 번째는 수단의 

구분이 아닌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지만 교통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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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행자의 특성이 시간가치와 같은 속성들로 구분된다

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서로 다른 시간가치에 의한 이질

 사용자(heterogeneous users)를 갖는 교통망 문제

는 사용자가 계층별로 이산 으로 구분된 시간가치를 갖

는다고 가정하거나 는 체 모집단에 한 연속  분

포의 시간가치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연구되어왔다. <표 

1>은 시간가치에 의해 구분된 다계층 사용자 혼잡통행료 

산정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2. 혼잡통행료 형평성에 한 연구

혼잡통행료의 도입이 이론 , 기술 으로 충분히 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징수 시 각 계층에 

한 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를 들어 혼잡통행료 징수 시 통행료를 

지불하고 상 도로를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  높은 시

간가치를 갖는 계층은 지불한 통행료보다 더 나은 혼잡

감소 편익을 얻을 것이고 그에 비해 낮은 시간가치를 갖

는 계층은 혼잡통행료 징수 보다 낮은 편익을 얻을 것

이다. 반 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피하기 해 통행을 포

기한 통행자는 도로 사용에 따른 편익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수단으로의 환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심을 받아왔다(Small 1981, 1983; Hau 1995; 

Armelius, 2005). 혼잡통행료에 한 계층간 형평성에 

한 연구는 Small(1981)의 연구를 계기로 시작되었는

데 후생경제학 이론을 용하여 가격 변화로 인한 후생

효과를 분석하 다. 이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를 추정하여 형평성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하 다. Small(1983)은 그의 연구를 

발 시켜 샌 란시스코 만 지역의 CBD 통행자를 상

으로 도시고속도로 혼잡통행료에 한 후생효과를 분석

하 다. Hau(1995)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승용차 이용

자와 지불하지 않는 승용차 이용자  교통 이용자

에 하여 후생변화를 추정하여 형평성 효과를 이론 으

로 정리하 으며, Armelius(2005)는 통행수단과 출발

시간 변경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 다. 

한 국내연구에서 조은경(2006)은 수도권을 상으로 

도심 진입 혼잡통행료에 하여 다항로짓모형의 수단별 

간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보상변화를 추정하

여 형평성 분석을 수행하 다.

앞에서 살펴본 부분의 연구 결과는 시간 감 편익

과 더불어 통행료 수입의 재투자를 고려한다면 혼잡통행

료 부과로 인해 통행자 체에게 편익을 증 시킬 수 있

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간가치가 큰 고소득계층의 편익

이 가장 크고 그에 비해 소득계층은 불리한 향을 받

는다고 추정하 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통행료 수입

의 효율 인 재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 으나, 이러

한 재투자를 한 기법이 아직 확립되거나 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주로 계층간의 형평성에 한 연구 다

면 Yang(2002)은 혼잡통행료의 징수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에 하여 통행비용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공간  형평성(spatial equity)에 하여 분석하 다. 

결국, 형평성 문제는 크게 계층간 다른 시간가치에 의한 

사회  형평성(social equity)과 다른 기종  간의 통행

에 의한 공간  형평성(spatial equity)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Ⅲ. 다계층 혼잡통행료 산정모형

다수의 계층을 고려하여 최  혼잡통행료를 결정하는 

문제는 게임이론을 통하여 표 할 수 있다. 게임이론

(game theory)은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player)들

이 자신의 이익을 최 화시키기 하여 어떤 최 략

(optimal strategy)을 결정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

로 산업공학, 경 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리 활

용되고 있다. 이런 게임이론은 교통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표 으로 교통망설계 문제(transportation 

network design problem)가 있으며, 이를 풀기 하

여 바이 벨 로그램(bi-level program)이 제시되었

다. 바이 벨문제는 상 문제(upper level problem)와 

하 문제(lower level problem)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

서 다루는 혼잡통행료 문제의 경우, 사회  순편익 최

화가 상 문제가 되며, 통행자의 가변수요 경로선택문제

가 하 문제가 된다. 

1. 상 문제(upper level problem)

본 연구에서 구축되는 상 문제는 시간단 와 화폐단

로 나 어지는데, 이는 각 소득계층별로 시간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형에 반 하기 해서이다.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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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주요 변수들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링크 통행량 의 통행시간함수로 

각 링크의 평균통행시간 (미분가

능, 볼록함수이고 링크통행량 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증가) 


 : 링크 의 계층 m의 링크통행량

 : 링크 의 혼잡통행료 (link toll)

 : O-D  의 집합

 : O-D  ∈ 사이의 모든 경로집합
 : 통행자 계층, 통행자 그룹에 따른 

M개의 계층

 : 계층 m의 평균 시간가치 (>0)




  : O-D  간 계층 m의 통행수요(
 ), 

기종  통행비용(
 )의 감소함수 


 

  : O-D  간 계층 m의 기종  통행비

용(
 ), 기종  통행수요 

의 역함수

∈ : O-D  ∈ 사이의 유효한 경로 
집합


 



  
 : O-D  ∈ 의 경로 ∈의 통

행시간


 




 : O-D  ∈ 의 경로 ∈의 링

크 혼잡통행료의 합(화폐)


 : O-D  ∈의 경로 r이 링크 

를 이용하면 1이고 그 지 않으면 

0

1) 시간단  최 혼잡통행료 산정 

먼 , 의 시간가치를 갖는 각 계층 은 통행비용, 


  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경

로를 선택하는 단기 인 
  은 일반화 통행시간

(화폐는 그에 응하는 통행시간으로 환산됨) 는 일반

화 통행비용(통행시간은 그에 응하는 화폐로 환산됨)

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 ∈ (1)


     

 
 




 ,

∈ , ∈, ∈ (2)

이제 계층별로 구분된 시간가치를 가질 때 시간단  

체계최 인 시간단  기 의 사회  순 편익 최 화의 

교통망 균형조건으로부터 최  혼잡통행료를 찾고 그 특

성을 분석해 보자.

시간단 로 측정되는 사회  순 편익 최 화는 다음

의 최소화 문제로 나타낼 수 있다.



 





 













 

(3)

 
∈
  











 

 



  

 , ∈, ∈ (4)


 ≥, ∈ , ∈, ∈ (5)


 ≥ , ∈, ∈ (6)


 






 
 , ∈, ∈ (7)

  
  




 , ∈. (8)

여기서, 
 는 경로 ∈ , ∈ 상의 계층 의 통

행량이다.

 최소화 문제를 성 이론(dual theory)에 따라 

필요최 조건(necessary optimal condition)을 구하

면 다음과 같은 시간단  체계최  교통망 균형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if 
 ,

∈ , ∈, ∈ (9)



 

  ≥ , if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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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 ∈, ∈ (11)


 

 ≤
 , if 

  , ∈, ∈ (12)

식(9)와 (10)에서 좌변은 링크 의 시간단  한계비

용()의 합이 되고 우변의 
은 계층 에 하여 동

일하게 인식되는 O-D  간 시간단  최소통행비용

(time unit minium path cost)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에 한 요구사항은 모든 통행자가 네트워크 상의 링

크를 이용할 때 통행시간과 통행시간의 외부성으로 구성되

는 동일한 시간단  사회  한계비용을 직면해야만 한다.

식(9)와 식(10)으로부터 시간단 의 링크 혼잡통행료

는 식(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링크에 부과되

는 혼잡통행료는 각 계층의 시간가치에 의해 식(14)와 같

이 차별화되어야만 실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 (13)


 


, ∈, ∈ (14)

그러나 이 게 도출된 계층별로 상이한 최  링크 혼

잡통행료는 시간가치에 따라 사용자 계층을 구분하여 

측해야 하므로 실제 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 화폐단  최 혼잡통행료 산정

여기서는 계층별로 구분된 시간가치를 가질 때 화폐

단  체계최 인 화폐단  기 의 사회  순 편익 최

화를 달성하기 한 교통망 균형조건으로부터 최  혼잡

통행료를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화폐단 로 측정되는 사회  순 편익 최 화는 다음

의 최소화 문제로 공식화될 수 있다.




 




  













 

(15)

 .

 최소화 문제의 필요최 조건을 앞에서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성 이론에 따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폐

단 의 체계최  교통망 균형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if 
 , ∈ , ∈, ∈ (16)











    ≥ ,

if 
  , ∈ , ∈, ∈ (17)


 

   
, if 

 , ∈, ∈ (18)


 

 ≤
, if 

  , ∈, ∈ (19)

식(16)과 식(17)에서 좌변은 계층 에 한 링크 

의 화폐단  한계비용(
)의 합이 되고 우변의 

은 

계층 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O-D  간의 화폐단

 최소경로비용(monetary unit minium path cost)

이라 할 수 있다.  식으로부터 한계비용가격 이론에 따

른 최  링크 혼잡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0) 

식(20)을 약간만 변형하면 최  링크 혼잡통행료는 

다음과 같다.

  
  






 , ∈ (21)

화폐단 의 체계최  교통망 균형에 한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링크에 하여 링크 를 통행하는 모든 

사용자 계층 에 해 그들이 실제 경험하는 통행시간

비용 (화폐단 )에다 추가 으로 식(21)에 의

해서 주어지는 혼잡통행료가 부과되어야만 한다.

결과 으로 링크 혼잡통행료 식(21)은 링크를 통행하는 

모든 통행자에게 동일하고 통행시간의 외부성, 

에 링크를 통행하는 모든 계층의 통행량 가 평균의 시간가

치를 곱한 것과 같아진다. 결국, 링크 를 이용하는 통행자

의 평균 시간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 (22)

요약하면, 화폐단  체계최 은 모든 사용자 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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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일한 링크 혼잡통행료를 갖는 다계층 교통망 

균형으로 확인될 수 있고 링크 혼잡통행료는 통행시간의 

외부성에 링크를 통행하는 모든 계층의 통행량 가 평균 

시간가치를 곱한 것과 같다.

2. 하 문제(lower level problem)

앞에서 구축된 혼잡통행료가 교통망에 부과되면, 기

종 간 통행수요(travel demand)가 변할 뿐 아니라, 

경로선택도 달라진다. 즉, 이는 다계층 가변수요 통행배

정문제가 되며 Sheffi(1985)의 가변수요 통행배정문제

를 다계층으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해당 계층만 변수로 설정하고 다른 계층은 

고정시켜 푸는 각화 알고리듬(diagonal algorithm)과 

가변수요 통행배정법인 과수요방법(excess demand 

method)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Ⅳ. 혼잡통행료에 한 형평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계층간 형평

성 분석을 하여 2가지 방법론을 제안한다. 

첫째, Small(1981, 1983)과 조은경(2006)의 방법

론을 이용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통행자들의 후생

변화를 통하여 형평성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조은경의 

경우 1원의 가치가 계층에 상 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

정 하에 보상변화를 형평성 분석의 척도로 보았으나 본 연

구에서는 1원의 가치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기 때

문에 보상변화가 아닌 후생변화로 형평성을 분석하 다. 

신 보상변화를 혼잡통행료 이 의 후생으로 되돌려 놓

기 한 보상액으로 보았다. 보상변화란 가격변화에서 오

는 소득효과를 제거하고 체효과만으로 수요 계를 설정

하는 것으로, 실질소득이  수 에 머물도록 하기 하

여 소득을 증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상변

화는 통행자들의 효용을 통행비용의 변화가 일어나기 이

 수 으로 되돌려 놓기 해 필요한 소득의 변화가 되고 

이를 통행자들의 화폐단 로 환산된 후생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변화는 혼잡통행료로 인해 통행비용

의 증가시 (+)부호가 되고 통행비용 감소시 (-)부호가 되

어 후생변화와 반 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각 계층별 

후생변화(
)와 보상변화(

)는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와 소득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of 

income)을 이용하여 식(23)과 (24)같이 추정할 수 있다.


 


, ∈, ∈ (23)


 




 , ∈, ∈ (24)

여기서, 
와 

는 혼잡통행료 부과 ․후의 

O-D  를 통행하는 계층 의 효용이고 은 계층 

에 한 소득의 한계효용이다.

둘째, 혼잡통행료 부과 과 후의 O-D  에 하여 

계층별 O-D 통행비용(화폐단 ) 는 최소경로비용(화

폐단 )의 변화율을 비교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분석한

다.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라 특정 O-D()에 하여 계

층별로 통행비용의 변화율은 다를 것이라 상되고 O-D 

통행비용의 변화율을 구할 때 시간단  체계최 조건을 

이용한 최  혼잡통행료 징수와 화폐단  체계체 조건

을 이용한 최  혼잡통행료 징수의 경우를 비교하기 

하여 O-D  에 하여 계층별 O-D 통행비용의 변화

율(
)을 식(25)와 (26)같이 화폐단  일반화 통행비

용으로 계산한다.

(시간단  체계최  최 혼잡통행료)


  



  












, ∈ , ∈ (25)

(화폐단  체계최  최 혼잡통행료)


 

 


  










, ∈ , ∈ (26)

여기서,  
 는 혼잡통행료 징수 (사용자 균형상

태)의 계층 의 화폐단  일반화 O-D() 통행비용이

고  
 는 혼잡통행료 징수 후(체계최 상태)의 계층 

의 화폐단  일반화 O-D() 통행비용이다.



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5호, 2007년 10월 189

Ⅴ. 제 교통망을 이용한 분석

1. 제 교통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간단 와 화폐단 의 체계최  

혼잡통행료 문제와 이를 통한 형평성문제를 제 교통망

을 통하여 분석해 보자. 제 교통망은 <그림 1>과 같이 

5개의 노드와 8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기

종 이 존재한다. 

<그림 1> 제 교통망

링크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BPR함수이며, 링크별 

속성자료는 <표 2>와 같다.

  




링크 번호
자유통행시간 (

)

(분)

링크용량 ()

(통행/분)

1 2 10

2 1 20

3 1 10

4 1 10

5 2 15

6 3 8

7 3 8

8 4 12

<표 2> 링크 속성자료

기종  수요는 상 으로 시간가치가 낮은 계층 1(

소득층)과 시간가치가 높은 계층 2(고소득층)로 구성된 2

개의 계층에 하여 2개의 O-D (1→5, 2→4)을 고려하

여 총 4개의 O-D 을 고려한다. 계층별 수요함수는 다음

과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수요함수 

 통행자 계층과 련한 속성자료는 <표 3>과 같다.


 


  



 

한, 계층별 효용함수는 다음 식과 같고 효용함수의 

속성자료, 소득의 한계효용은 <표 4>와 같다. 


    



계층( ) O-D() 기 (O) 종 (D) 
 



1
1 1 5 18 -0.03

2 2 4 15 -0.03

2
1 1 5 20 -0.02

2 2 4 17 -0.02

<표 3> 수요함수  계층별 속성자료

 

계층()  (백원/분)   

1 1.00 7.00 -0.08 0.30 

2 1.30 10.00 -0.06 0.14 

<표 4> 계층별 속성자료

2. 분석결과

먼 , 각 계층별로 가변수요 사용자 균형, 시간단  

체계체 , 화폐단  체계체  통행배정을 수행한 결과와 

이들이 균형 상태에 도달했음을 [부록]에 기술하 다. 

<표 5>는 한계비용가격이론에 의해 산정된 시간단  

 화폐단 별 각 링크의 최 혼잡통행료와 이들 혼잡통

행료가 부과될 경우의 사회  순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단 와 화폐단 의 사회  순 편익을 비교해 보면, 

상했듯이 시간단  체계최 문제가 시간단  사회  순 

편익을 최 화시킴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화폐단  

체계최 문제가 화폐단  사회  순 편익을 극 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단  체계최 의 경우, 균형조건 식(9)-(12)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기종 을 통행하는 각 계층은 같은 기종  통

행비용(시간단 )을 갖는다. 이러한 균형에 한 요구조

건은 모든 도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의 링크를 이용할 때 

통행시간과 통행시간의 외부성으로 구성되는 동일한 시간

단  사회  한계비용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가정 하에 이

루어진다. 반면, 화폐단  체계최 의 경우, 균형조건 식

(16)~(19)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기종 을 통행하는 각 

계층은 계층별로 서로 다른 기종  통행비용(화폐단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균형에 한 요구조건은 도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의 링크()를 통행할 때 실제 경

험하는 통행시간비용  (화폐단 )와 화폐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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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자균형
시간단

체계최

화폐단

체계최

링크최

혼잡통행료




(백원)


 - 2.5 2.9 


 - 3.3 2.9 


 - 1.9 2.2 


 - 2.5 2.2 


 - 1.3 1.4 


 - 1.6 1.5 


 - 0.9 1.0 


 - 1.1 1.0 


 - 5.2 6.0 


 - 6.8 6.0 


 - 6.4 7.4 


 - 8.3 7.4 


 - 3.8 4.4 


 - 4.9 4.4 


 - 7.3 8.4 


 - 9.4 8.4 

사회 순편익

(시간환산, 분)
2460.13 2535.07 2534.17 

사회 순편익

(화폐환산, 백원)
2957.02 3046.28 3047.27 

<표 5> 통행비용  최 혼잡통행료 산정 결과

구분 사용자균형
시간단

체계최

화폐단

체계최





 6.24 5.68 5.57 


 9.26 8.71 8.80 


 6.25 5.70 5.59 


 9.27 8.74 8.81 





 - -0.56 -0.67 


 - -0.54 -0.46 


 - -0.55 -0.66 


 - -0.54 -0.46 




(백원/통행)


 - 1.86 2.23 


 - 3.88 3.30 


 - 1.83 2.21 


 - 3.83 3.27 

<표 6> 계층별 후생변화  보상변화

혼잡통행료
산정방법




계층1 계층2

시간단

체계최

1 (
 ) 1.73 1.73 

2 (
 ) 1.74 1.74 

화폐단

체계최

1 (
 ) 1.88 1.62 

2 (
 ) 1.89 1.63 

<표 7> O-D 통행비용의 변화율(
)

행시간의 외부성으로 구성되는 화폐단  사회  한계비용

을 직면해야만 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결국, 시간

단  체계최 은 특정 기종 을 통행하는 각 계층이 동일

한 시간단  기종  통행비용(시간단  한계비용)을 갖도

록 통행배정이 이루어지고 화폐단  체계체 은 서로 다

른 화폐단  기종  통행비용(화폐단  한계비용)을 갖도

록 통행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산정된 최 혼잡통행료에 하여 계층간 후생변화와 

보상편화가 <표 6>에 나와 있다.

계층별 후생변화는 시간단  체계최  조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 시 계층 1과 2의 후생변화가 -0.54～

-0.56으로 거의 유사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화

폐단  체계최  조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 시 계층 

2에 비해 계층 1의 후생감소량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제에서는 시간단  체계최 에 따른 혼잡통행료

의 징수가 계층간 형평성 분석에서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다. 

한 화폐단  체계최  조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

수 시 계층간 후생변화의 차이는 크지만 보상변화액은 

계층 1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크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계층별 O-D 통

행비용의 변화율(
)을 비교해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시간단  체계최  조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의 경우

(1.73:1.73, 1.74:1.74)는 통행료 징수 ․후의 

O-D 통행비용의 변화가 계층1과 2에 해 동일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화폐단  체계최 의 경우

(1.88:1.62, 1.89:1.63)보다 계층간 형평성 측면에서 

낫다고 볼 수 있다. 

한,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지역간 O-D 통행비용

의 변화율도 표에서 알 수 있는데, 시간단  체계최  조

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의 경우, 계층에 상 없이 혼

잡통행료를 징수하면 O-D 통행비용이 =1은 1.73배, 

=2는 1.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2가 통행

비용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폐단  

체계최  조건에 의한 혼잡통행료 징수의 경우도 계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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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1은 1.88, =2는 1.89 이고 계층 2

에 해서는 =1은 1.62, =2는 1.63 으로 지역에 

따라 O-D 통행비용의 증가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제 교통망에서는 혼잡통행료 산정방법

에 상 없이 지역간 형평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행수요가 통행비용에 의해 변화한다

는 가정 하에 시간가치(소득수 )에 의해 구분되는 다계

층 도로이용자를 상으로 링크 최 혼잡통행료의 특성

을 살펴보고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계층간 그리고 지

역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

도로이용자가 시간요소(통행시간)와 화폐요소(혼잡통

행료)의 2가지 단기 으로 경로통행비용을 인식할 경

우 시간가치에 의해 이 2가지 요소는 한 가지 요소로 

환(trade off)이 가능하다. 경로통행비용이 시간단 로 

환산될 경우, 최 혼잡통행료는 시간단  체계최  조건

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경로통행비용이 화폐단 로 환

산될 경우, 최 혼잡통행료는 화폐단  체계최  조건으

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단

와 화폐단 의 체계최  조건을 조사하고 한계비용가격 

이론에 따른 링크 최 혼잡통행료를 산정하 다.

한 이러한 혼잡통행료의 징수에 따른 효용변화와 O-D 

통행비용의 변화율을 구하여 계층간․지역간 형평성을 분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제를 통하여 분석한 결

과, 시간단  체계최  조건에 따른 혼잡통행료 징수가 계층

간 형평성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 다. 하지만 본 연

구는 이러한 형평성을 분석하기 한 방법론 개발에 을 

맞춘 연구로서 수요함수, 효용함수, 소득의 한계효용과 같은 

여러 가지 요한 자료를 가정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는 기본 가정이나 분석 교통망이 달라지는 경우,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에 해서는 향후 연구로 남겨둔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링크가 혼잡통행료 부과의 상이 되

는 한계비용가격이론에 따른 최 혼잡통행료(first-best 

pricing, marginal cost pricing)를 상으로 분석하

다. 향후 실질 인 용을 해서는 다계층 사용자를 상으

로 요 링크 는 경로를 상으로 혼잡통행료(second- 

best pricing)를 부과하기 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을 분석하고 형

평성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통행료 수입의 효율 인 재투자

로 해결하기 한 재투자 기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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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용자 균형
시간단  

체계최

화폐단  

체계최

링크 

통행량

(
 )


 5.66 4.71 5.33 


 8.52 7.31 6.67 

 14.18 12.02 12.00 


 13.53 10.98 10.52 


 18.19 15.82 16.15 

 31.72 26.80 26.68 


 5.66 4.71 5.33 

<부록-표1> 다계층 가변수요 통행량 배정결과


 8.52 7.31 6.67 

 14.18 12.02 12.00 


 5.32 4.59 4.21 


 7.68 6.39 6.71 

 12.99 10.98 10.92 


 10.58 8.61 8.25 


 14.93 13.02 13.28 

 25.52 21.63 21.53 


 5.32 4.59 4.21 


 7.68 6.39 6.71 

 12.99 10.98 10.92 


 4.93 3.90 2.93 


 6.41 5.71 6.61 

 11.34 9.62 9.53 


 8.22 6.39 6.31 


 10.51 9.43 9.44 

 18.73 15.82 15.75 

통행수요

(
 )


 13.53 10.98 10.52 


 18.19 15.82 16.15 


 10.58 8.61 8.25 


 14.93 13.02 13.28 

구분
사용자균형

시간단

체계최

화폐단

체계최

분 백원 분 백원 분 백원

링크

통행시간

(평균비

용)





 3.21 3.21 2.63 2.63 2.62 2.62 


 3.21 4.17 2.63 3.41 2.62 3.41 


 1.95 1.95 1.48 1.48 1.48 1.48 


 1.95 2.54 1.48 1.93 1.48 1.92 


 1.61 1.61 1.31 1.31 1.31 1.31 


 1.61 2.09 1.31 1.71 1.31 1.70 


 1.43 1.43 1.22 1.22 1.21 1.21 


 1.43 1.86 1.22 1.58 1.21 1.58 


 4.51 4.51 3.30 3.30 3.27 3.27 


 4.51 5.86 3.30 4.29 3.27 4.26 


 6.13 6.13 4.60 4.60 4.56 4.56 


 6.13 7.97 4.60 5.98 4.56 5.93 


 4.82 4.82 3.94 3.94 3.91 3.91 


 4.82 6.27 3.94 5.12 3.91 5.08 


 7.56 7.56 5.81 5.81 5.78 5.78 


 7.56 9.83 5.81 7.56 5.78 7.51 

링크

한계비용


 8.06 8.94 5.13 5.59 5.11 5.53 


 8.06 9.90 5.13 6.38 5.11 6.31 

<부록-표2> 통행비용 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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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계층 가변수요 통행배정결과

본문 <그림 1>의 제 교통망을 상으로 다계층 가변수

요 통행배정 결과는 <부록-표1～표2>와 같다. 아래의 통행

배정결과에서 균형 상태를 확인하기 한 를 들어보겠다.



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5호, 2007년 10월 193





 5.75 6.40 3.42 3.76 3.38 3.72 


 5.75 6.98 3.42 4.21 3.38 4.16 


 4.03 4.47 2.57 2.79 2.56 2.76 


 4.03 4.96 2.57 3.19 2.56 3.16 


 3.14 3.44 2.09 2.24 2.07 2.22 


 3.14 3.87 2.09 2.61 2.07 2.59 


 14.57 16.32 8.49 9.42 8.37 9.31 


 14.57 17.68 8.49 10.41 8.37 10.29 


 18.64 20.87 10.98 12.10 10.81 11.97 


 18.64 22.71 10.98 13.48 10.81 13.34 


 12.08 13.32 7.70 8.37 7.53 8.29 


 12.08 14.77 7.70 9.55 7.53 9.46 


 21.81 24.20 13.07 14.36 12.90 14.19 


 21.81 26.47 13.07 16.10 12.90 15.93 

최소

통행비용





 9.51 9.51 16.48 16.48 17.89 17.89 


 9.51 12.36 16.48 21.42 15.44 20.07 


 9.33 9.33 16.19 16.19 17.60 17.60 


 9.33 12.13 16.20 21.06 15.20 19.76 

<부록-표2>에서 계층 1의 기 (2)→종 (4)의 통행

에서 이용 가능한 경로는 링크집합 5→7, 5→3→1의 2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사용자균형의 경우 기종  최소

통행비용(
)은 9.33(분)이고 경로 5→7의 통행비용은 

4.51+4.82=9.33(분), 경로 5→3→1의 통행비용은 

4.51+1.61+3.21=9.33(분)으로 균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시간단  체계최 의 경우 기종  최소통행비용(
)은 

16.19(분)이고 경로 5→7의 통행비용은 8.49+7.70= 

16.19(분), 경로 5→3→1의 통행비용은 8.49+2.57+ 

5.13=16.19(분)으로 균형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 화폐단  체계최 의 경우도 기종  최소통행비

용(
)은 17.60(백원)이고 경로 5→7의 통행비용은 

9.31+8.29=17.60(백원), 경로 5→3→1의 통행비용

은 9.31+2.76+5.53=17.60(백원)으로 균형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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