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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통근권역의 통행행태 분석

Travel Behavior Analysis of KTX Commuter Belt

이진선†·김경태*

Jinsun Lee·Kyoungtae Kim

Abstract Transportation planners are increasingly adopting policies aimed at changing travel choices made by gen-
eral commuter. Theo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speed technology and transport address changes in travel
behavior of regional commuter due to alterations in the Kyung-Bu railroad transportation corrid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vel behavior and high-speed technology. The KORAIL data allows us
to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travel characteristics that are usually hard to discern by guesswork. The effects of
travel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full decisions that control for commuting KTX. Although many argue
that transportation behavior cannot be changed,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bout 4 years of behavioral data on KTX
travel show otherwise. In this paper we explore several possibilities to fill in some of the gaps in our knowledge on the
expansion of commuter belt.

Keywords : KTX commuter, Travel Time, O/D Travel Pattern, Fare Distribution, Commute Distance

요 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들은 그동안 출퇴근 교통수단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경부축 고속철도 등장이후 지역간 통행체계의 변화된 통근행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코레일의 2004년~2008년 간의 자료이다. KTX 정기권 이용자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의 정
성적인 추정이 아닌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통근권 변화에 대해서 거리대, 시간대, 운임수준 및 기종점 통행패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KTX로 인해 통근거리는 길어졌지만 통행시간 감소로 인한 편익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기권 이
용자의 통근권역이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주요어 : KTX 정기권 이용자, 통행시간, 기종점 통행패턴, 운임분포별, 통근거리

1. 서 론

KTX 개통 이후 약 4년이 지난 2008년 3월 현재 KTX

를 이용하는 일일 평균 이용객은 개통 초기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약 10만 여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일일 이용객 중에는 처음으로 KTX를 타보는 사람

들도 있고, 가끔 비즈니스 목적이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지만, 거의 매일 출퇴근 수단으로 KTX

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KTX의 고정적인 수요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KTX 정기권 이용자는 2004년에서 이후 매

년 연평균 증가율이 2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KTX

정기권 이용자의 급증은 현재 통근 및 통학권의 총 통행거

리와 통행시간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변화의 원인이 된

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적정 광역적 통근권을

2002년 기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에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적정 통행시간의 경우는 수도

권의 경우 약 67분 이내로 보고 있으며, 동경 수도교통권

의 경우는 약 84분, 뉴욕 광역 대도시권의 경우는 약 90분,

파리 수도권의 경우는 약 78분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KTX 등장 이후 지역간 통행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공간적인 범위에서 KTX 정

기권 이용자 다수의 이용시간 분포는 1시간 전후로 형성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도시내 광역적 출퇴근 통근시

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결과를 나타낸다. 이처럼 고속철도

는 지역간 통행에 있어 통근시간이 수도권내의 통근 시간

에 비해서 보다 감소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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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중심 거점역으로부터 통근열차 운행범위를 본다면,

동경은 약 104km, 뉴욕은 118km, 파리는 80km,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약 48.7km 보고 있다. 이는 도시내 적

정 통근거리의 개념이 시간대가 동일해지면서 지역간에서

는 고속기술로 인해 통행거리의 저항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지역간 통행을 하면서도 공간적 거리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KTX 정기권 이용자로 인해 이제

KTX는 비록 지역간 교통수단이지만 1시간 권역내를 통근

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수도권내 버스나 지하철보다도 더 친

숙한 통근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면에

서는 KTX 수단을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다른 목적통행 이용자들과 달리 철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지적해 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전문가들이면서 고정적

인 고속철도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TX 개통 이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

는 KTX 정기권 이용자의 현황과 통행행태를 조사하고,

고속철도 개통 이후 통근/통학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변

화 양상을 파악하여 거리대별, 운임수준별, 시간대별, 그

리고 기종점 통행패턴별로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어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KTX 정기권 이용자 현황

고속철도 운행노선에서 전체 이용자에서 정기권 이용자

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용시간대가 출퇴

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된다면 약간의 혼잡 양상

을 보이게 된다. 정기권은 일정구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

는 여객에게 50%~6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

재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일평균 KTX 정기권 이용객수는

약 2,934통행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1과 그림 1에서는 2004년 이후 5년간의

이용객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에는 약간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석기간이 1~3월로서

정기적인 통학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승객추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를 12개월로 환산하였을 때 연평

균증가율은 19.5%로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기권 이용자의 급증은 고속철도 개

통으로 인해 중장거리 출퇴근 통근, 통학 거리에 대한 저

항 감소를 알 수 있으며, KTX수단이 출퇴근 통근수단으로

서 점진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KTX 정기권 이용자 분포

3.1 거리대별 이용자 분포

KTX 정기권 이용자의 거리대별 분포를 알기 위해서

KORAIL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취득 자료의 기간을 맞추기 위해 12개월치 데이

터를 포함하는 2005년~2007년 기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거리구간은 25km 단위로 구분하였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기권 이용자는 최대

200km 이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적으로

정기권 이용자가 주로 통근,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이 결과로부터 KTX 이용자의 통근, 통학거리의 최

대값은 200km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역간거리별로 정기

권 이용객의 누적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서울~대전간 거리인 159.8km 거리 이내에서 전체 정

기권 이용객의 97%가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자

료수가 많지 않아서 시계열 추세를 명확하게는 분석할 수

없지만, 2004년 개통 이후 추세로 보면, 단거리 이용객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철도수단이 단거리 통행보다 중장거리 통행을 주도하였던

지역간 교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속철도 개통후 지역간 여객수송에서 항공이 독점하고 있

던 장거리 고급수단으로서의 이미지가 철도로 확대되었으

표 1.  KTX 정기권 이용객수 추이

연도

구분
041) 05 06 07 082)

전체

총이용자수

(천인)
538 793 1,181 1,410 364 4,287

일평균이용자수

(인/일)
1,958 2,174 3,236 3,864 3,998 2,934

주1: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 기간 기준.
주2: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1일 기간 기준.
※연평균증가율(2004~2008)은 약 19.5%.

그림 1. KTX 정기권 이용객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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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장거리 이외에도 단거리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3.2 운임수준별 이용자 분포

운임수준별 KTX 정기권 이용객의 분석 결과는 그림 4

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제시된 것처럼 다수 이용

구간에서는 집중적인 분포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간에 수

요가 없는 것은 지역간 철도의 역간거리로 인해 운임수준

의 비연속성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운임수준에서는 기

본 요금에서 7,500원~10,000원까지의 단거리 구간과

12,500원~15,000원 중거리 구간 그리고 22,500원 전후 장

거리 구간에서 집중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크

게 3가지 구간으로 정기권 행태를 나눠 본다면, 기존 지역

간 철도의 단·중·장거리의 개념이 아닌 시간적인 행태

로 보아 새로운 단·중·장거리의 개념이 도입된다는 측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2만원대

증가폭보다는 단거리 1만원 이하대 수요의 증가폭이 컸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 거리대별 정기권 이용객 분포도

그림 3. 거리별 정기권 이용객 누적분포도

표 2. 거리대별 정기권 이용객수

거리대(km)
정기권 이용객수(인) 증가율(%)

'05 '06 '07 05-06 06-07 05-07

0 - 25 8 15 16 82.1 1.9 85.6

25 - 50 21 63 84 203.0 33.7 304.9

50 - 75 422 735 1,010 73.9 37.5 139.1

75 - 100 856 1,178 1,342 37.6 13.9 56.8

100 - 125 144 198 213 37.7 7.9 48.6

125 - 150 175 267 325 52.9 21.8 86.2

150 - 175 484 681 763 40.6 12.0 57.5

175 - 200 9 12 16 38.2 33.3 84.3

200 - 225 0 0 0 - - -

225 - 250 0 0 0 - - -

250 - 275 0 0 0 - - -

275 - 300 10 20 15 89.5 -25.5 41.2

합계 2,129 3,168 3,784 48.8 19.4 77.7

그림 4. 운임수준별 정기권 이용객 분포도

표 3. 운임대별 정기권 이용객수

운임대

(백원)

정기권 이용객수(인) 증가율(%)

'05 '06 '07 05-06 06-07 05-07

0 - 75 0 0 0 - - -

75 - 100 341 664 908 94.8 36.7 166.3

100 - 125 303 416 535 37.2 28.6 76.4

125 - 150 807 1,108 1,222 37.3 10.3 51.4

150 - 175 26 33 38 28.0 14.9 47.0

175 - 200 48 73 85 52.4 16.4 77.5

200 - 225 208 250 267 19.8 7.0 28.1

225 - 250 377 592 698 57.2 17.9 85.3

250 - 275 9 12 16 38.2 33.3 84.3

275 - 300 0 0 0 - - -

300 - 325 0 0 0 - - -

325 - 350 0 0 0 - - -

350 - 375 0 0 0 - - -

375 - 400 10 20 15 89.5 -25.5 41.2

합 계 2,129 3,168 3,784 48.8 19.4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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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리대별 분포 결과에서처럼 고속철도의 단거리 주

요 도시간 셔틀운행계획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정기권의 평균 운임지출수준에 있어서도 하루 편도 2만원

이하가 약 80%로 나타났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근무일(20일)을 기준으로 5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정기권 이용자가 최대 40만원~45만원 이하의 비

용을 지출한다고 볼 수 있다. 

3.3 시간대별 이용자 분포

시간대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이용객의 약 90%가

60분 내에 통근을 하고 있으며, 약 7% 이상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내에 통근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기권 이

용자의 약 97%가 70분 이내에 통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간 통행에서 고속철도 수단에 있어서

는 시간대별 최대 범위는 약 70분이고, 거리대별 최대 범

위는 약 160km이라는 결과를 알수 있다. 시간대와 거리대

별로 보았을 때 도시내 통근권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의 통근시간과 약 40km의 통근거리를 갖는다면, 지역간 통

근권의 범위는 철도 거점역에서 약 1시간 내외이면서 거리

는 약 160km 이내의 통근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고속철도로 말미암아 공간적인 거리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근권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며, 시간적으로는 도시내 통근

시간대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단축된 시간분포를 가지는

이상적인 통근권을 형성하는 것이다1).

일반적으로 도시내 교통권의 적정 통행거리와 통행시간

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혼잡

통행시간대에는 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를 30분

이상 단축하여 1시간 이내 통행으로 개선하고자 경부고속

도로의 경우는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려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만큼 도시권역에서도 광역적 교통권역의

통근시간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림 5. 운임대별 정기권 이용객 누적분포도

그림 6. 통행시간대별 정기권 이용객 분포도

1) 도시내 통행에 있어서는 door-to-door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station-to-station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통근시간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4. 통행시간대별 정기권 이용객수

통행시간대

(분)

정기권 이용객수(인) 증가율(%)

'05 '06 '07 05-06 06-07 05-07

0 - 10 0 0 0 - - -

10 - 20 8 15 16 82.1 1.9 85.6

20 - 30 411 730 935 77.7 28.1 127.7

30 - 40 840 1,167 1,373 39.0 17.7 63.6

40 - 50 178 270 330 52.0 22.0 85.5

50 - 60 420 663 813 57.7 22.5 93.3

60 - 70 247 275 266 11.4 -3.4 7.6

70 - 80 13 24 29 81.4 22.0 121.2

80 - 90 2 4 8 93.3 104.5 295.3

90 - 100 0 0 0 - - -

100 - 110 10 20 15 89.5 -25.5 41.2

합 계 2,129 3,168 3,784 48.8 19.4 77.7

그림 7. 통행시간대별 정기권 이용객 누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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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종점 통행패턴별 이용자 분포

고속철도 운행노선에서 정기권 이용자는 서울~천안구간의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정기권 이용자의 탑승구간은 서울~

천안, 서울~대전, 천안~대전, 광명~천안, 대구~부산, 광명~

대전 순으로 나타난다. KTX 정기권 이용자는 많은 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서울, 용산, 광

명, 행신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통행은 전체 정기

권 통행중 약 70.2%를 차지하고 있다. KTX 정기권 이용

자의 구간별 이용 빈도를 알게 된다면, 일반인의 자유석 매

표체계에 대한 계량적인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수도권역

(행신, 서울, 용산, 광명)을 기점으로 하는 정기권 이용자의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표 5에서 제시하였는데 수도권 정기

권 이용자의 97% 이상은 천안아산역과 대전(서대전)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정기권

이용자의 최대통행시간인 70분 이내에 모두 포함되는 지역

으로 수도권과 천안 및 수도권과 대전간의 정기권 이용자

의 증가율이 연평균 각각 26.7%, 28.7%로 매우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과 그림 9는 천안아산역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수

도권 출퇴근 의존 비율이 전체의 73%를 나타내고 있다. 서

울 출발/천안 도착보다도 천안 출발/서울 도착이 거의 6:4

의 비율로 많아 고속철도 개통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도 불구하고 천안은 서울로의 근거리 통근권역으로 포함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권의 경우는 수도권 통행비율이 전체의 64%로서 천

안아산에 비해 약 10% 정도 뒤쳐지고 있다. 대전권에서 일

부 동대구역과 익산역의 통행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

리대나 시간적으로 1시간 권역이지만 이용비율의 증가속도

는 그리 빠르지는 않다. 대전권의 경우, 가까운 천안이나

광명보다도 서울과의 출퇴근 통행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

타난 것은 대도시중심으로 편성된 열차운행체계로 인해 서

울~대전간 이용의 편리성이 타구간보다도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수도권/천안 및 수도권/대전역간의 정기권 이용자는 계절

적 변이 특성을 갖기도 하는데, 충남북지역 소재 학교의

방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겨울(12월/1월/2월)

과 여름(6월/7월/8월)에는 이용자수가 줄고, 나머지 6개월

간은 정기권 이용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표 5. 수도권역(행신, 서울, 용산, 광명) 기준 정기권 이용객 분석

도착/
출발역

출발기준(통행/일) 도착기준(통행/일)

'05 '06 '07 '05 '06 '07

천안아산 412.0 606.6 752.2 561.5 737.7 811.6

대전 260.1 394.5 476.4 347.9 476.3 530.5

수도권 9.3 16.8 16.6 9.3 16.8 16.6

동대구 6.5 12.3 9.1 8.1 12.0 8.8

기타 7.0 7.3 9.5 3.2 7.5 6.7

그림 8. 수도권역의 도착·출발

표 6. 천안아산역 기준 정기권 이용객 분석

도착/
출발역

출발기준(통행/일) 도착기준(통행/일)

'05 '06 '07 '05 '06 '07

수도권 561.5 737.7 811.6 412.0 606.6 752.2

대전 130.3 247.1 284.5 101.7 200.9 238.1

동대구 4.7 8.2 9.1 4.1 3.9 7.0

기타 0.1 1.3 3.6 0.0 0.6 1.8

그림 9. 천안아산역의 도착·출발

표 7. 대전역 기준 정기권 이용객 분석

도착/
출발역

출발기준(통행/일) 도착기준(통행/일)

'05 '06 '07 '05 '06 '07

수도권 347.9 476.3 530.5 260.1 394.5 476.4

천안아산 101.7 200.9 238.1 130.3 247.1 284.5

동대구 25.8 33.0 37.9 26.5 46.8 46.2

익산 13.8 19.0 22.2 6.3 11.9 16.0

기타 5.1 11.9 4.7 7.3 7.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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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의 경우는 표 8과 그림 11에서 서울로의 장거

리 출퇴근 통행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지만, 부산 방향으

로 가장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포 방면의 이

용자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신선의 완전개

통이 이루어지면 부산, 구포 방면으로의 이용객 증가와 더

불어 경주권과의 활발한 통근통행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본

다. 역시 2단계 신선 개통 뒤 출퇴근 통행의 변화가 예

상되는 부산권역의 경우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통행이 출

발기준으로 동대구권역으로 향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이 걸

리는 서울과 대전으로의 장거리 통행은 거의 미미한 수준

이지만, 대구와 경주권역으로의 지속적인 통행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현재의 대도시

인 대전~서울간의 높은 통행빈도처럼 중심 대도시인 대전

과 부산간의 통행비율의 변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4. 결 론

KTX 이용객은 서울~대구간 1단계 신선 개통 이후 점진

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향후 대구~

부산간 2단계 신선의 완전 개통 이후 급진적인 양상을 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2010년 2단계 완전 신선 개통 이후에는 정기권 이용자가

서울, 용산, 광명을 시점으로 하는 모습과 달리 대구권, 경

주권, 부산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종점 통근권 분포를 보

일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

된다. 실제로 고속철도는 그동안 공간적으로는 지역간 통행

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고속철도 정기권 이용

자의 통행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내외가 주된 비율인 것으

로 보아, 실제적으로 지역간 교통수단이 아닌 도시내 통근

권의 시간대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

시내에서는 실제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의 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지역간 통행의 개념이 고속철도 개

통 이후 도시내 통근통행보다 더 편리하고 적정한 통행 시

간으로 제공되면서 고속철도 출퇴근통행이 더욱 증가될 가

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림 10. 대전역의 도착·출발

표 8. 동대구역 기준 정기권 이용객 분석

도착/
출발역

출발기준(통행/일) 도착기준(통행/일)

'05 '06 '07 '05 '06 '07

부산 65.1 81.5 82.2 53.5 74.4 92.9

대전 26.5 46.8 46.2 25.8 33.0 37.9

구포 10.6 16.2 29.1 8.1 20.1 40.3

수도권 8.1 12.0 8.8 6.5 12.3 9.1

기타 6.3 8.8 13.6 6.7 10.8 15.5

그림 11. 동대구역의 도착·출발

표 9. 부산역 기준 정기권 이용객 분석

도착/
출발역

출발기준(통행/일) 도착기준(통행/일)

'05 '06 '07 '05 '06 '07

동대구 53.5 74.4 92.9 65.1 81.5 82.2

밀양 7.3 7.2 9.0 6.0 10.6 25.0

수도권 0.3 0.4 0.4 2.7 1.5 0.5

대전 0.2 0.1 0.1 0.4 0.7 0.3

그림 12. 부산역의 도착·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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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량으로 구성된 KTX는 열차마다 17호차, 18호차를

자유석2)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유석 차량은 정기권 이용자

들 뿐만 아니라 좌석지정을 받지 않은 약 5% 저렴한 티켓

을 구입한 일반인들도 승차가 허용된다. 그러나 17호차와

18호차의 2개 차량은 실제 좌석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착순으로 좌석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

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입석도 가능한 그러한 체계를 가진

다. 그러나 정기권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에 일반

인들이 정기권을 구입하게 되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

리게 되면, 입석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불편을 초

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정기권 이용자들의 거리대별 분포와 이용 빈도를 고

려한다면, 자유석 입석승객에 대한 적정 매표치를 환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기권 이용자나 일반인 이용자 모

두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정기권 이용자는 그 비율이 크지 않지만 안

정적인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뿐 더러 철도와 가장

자주 접하는 고객으로서 실제 전반적인 철도에 대한 고견

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

객서비스 측면에서 구간별로 일정한 현재의 할인율을 차등·

조정한다거나, 또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정기권 이용

자를 위해 특실 정기권을 시도해 보는 발상의 전환도 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기권 이용을 고려하다가도

현재 출근시간대의 제한적인 열차운행편수나, 고정적인 열

차운행시간대 및 역사로의 접근 및 목적지까지의 연계로 인

해 막상 출퇴근 정기통행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운

영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서 정기권 이용자의 시간대별 이용

자 분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특정 시간대에

정기권 이용자의 혼잡을 완화 또는 분산시키거나 열차운영

계획 조정 등의 정책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추가적인 연구로서는 정기권 이용자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권 이용자의 개인 특성(직업, 소득수준, 통행목

적, 도착역에서의 직장의 위치, 연계 및 환승 교통수단의

편의성, 갈아타기 시간, 최종도착역에서의 목적지까지의 통

행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면, 향후 운영적

접근이 보다 미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통행시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이 따르는 고속철도 통근을 주저할 필

요를 느끼지 않기 위해 철도운영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

요하며, 이러한 수송수요를 최대화하는 전략 이외에도 지역

간 통행에 있어 고속철도의 기존 중·장거리 집중화 전략

외에 단거리(ex:서울~천안) 통근권의 주요 도시간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기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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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X의 자유석이란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석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
며,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에만 운영하며,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하게 되면, 승차권 표시된 열차의 앞·뒤로 1시간 이내에
있는 열차는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다. 승객이 거의 없을 경우
에는 17, 18호차는 승객을 탑승치 않고, 15, 16호차를 임시
자유석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