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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road user costs that caused by the expansion work of metropolitan arterial highway

and to analyze the costs that affect economic feasibility evaluation.「Taerung~Guri IC」section of Bukbu Expressway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se costs could be a factor for determining economic feasibility for some

projects. However, decreased capacity and free-flow speed are seriously different as period, type, length and traffic volume of

work zones. These factors that decrease traffic capacity and free-flow speed should be deeply researched in the future.

Keywords : Transportation planning, feasibility study, benefit, work zones

·····························································································································································································································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

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

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

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용어 : 교통계획, 타당성조사, 편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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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확장 및 신설 등을 위한 도로공사로 기존 도로의 용량이

감소하고, 주행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부의 도로이용자는 공사기간동안 극심한 혼

잡을 경험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른 도로로 우회를 하

여 통행시간이나 통행거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은 도시철도 사업과는 달리 도시 내

구간을 많이 통과하지 않으므로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負)의 편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단, 공

사 중 교통 혼잡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의 판단 하에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행시간, 차

량운행비용 외에 가급적 교통사고와 환경비용도 부(-)의 편

익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

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부문의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로 인한 부

(-)의 편익을 고려해야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사용

한「2008년 시정개발연구원 4차 배포자료(2008.4.28)」의

Network 및 O/D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과업구간은 북

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간 약 4.67km 구간이며, 공사로 인

한 부(-)의 편익 산출시 필요한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는 위 과업에서 설정한 범위와 기준을 따랐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향권 내 네트워크의 오류를 수정하고 장래 도로망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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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으며 O/D에는 장래개발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2. 기존연구 검토

2.1 예비타당성조사

2.1.1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은 도로 및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분석 방법론 적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제

V장에서 다루고 있는 도로 및 철도사업의 평가에 포함될 편

익항목의 범위와 항목별 편익 추정방법과 관련이 있다. 현재

지침(제5판)에서는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교통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

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사업 시행시 교통시설의 이용

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접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

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

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익 산정범위를 공통 편익과 사

업특수 편익으로 구분한다. 공통 편익이란 모든 도로 및 철

도 부문 사업에 포함되는 편익을 의미하며, 사업특수 편익이

란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편익이다.

2.1.2 공사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교통투자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분명히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공사 기간 중에

는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통행시간 및 차량운

행비용 등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 혼잡은 특히 도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사 기간 중에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등은 부(-)의

편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국도사업

이 도시철도 사업과 달리 도시 내 구간을 많이 통과하지 않

으므로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편익은 크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마이너스 편익의 산정은 도로사

업 완공 후 발생하는 통행시간 절감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의 플러스(+)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

행한다.

2.1.3 기존 타당성 조사의 부(-)의 편익 반영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사업 중 도시

내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 사업의 경우 공사 중 교통혼잡으

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한 사례는『서울지하철3호선 연

장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2.8)부터 최근『인

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KDI, 2008.8)까

지 약 10여건이 있다.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은 공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통행

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증가를 부(-)의 편익으로 산정하였고,

이외 교통사고 및 환경비용의 증가액은 크지 않아 부(-)의

편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서울지하철9호선 2

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5. 8),『인덕원~병

점 전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2007. 3) 및『인

천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KDI, 2008. 8)

의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과 함께 교통사고와 환경오

염 비용도 포함하여 공사 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2.2 도로공사로 인한 용량 감소

Memmott과 Dudek(1984)는 Queue and User Cost Eval-

uation of Work Zones(QUEWZ)라는 도로공사로 인한 차로

감소의 최초 모델을 만들었다.

표 1. 시간적 범위

구 분 설 정 연 도

기준년도 2007년

부(-)의 편익 산출 기준년도 2008년

초기 분석년도 2014년

최종 분석년도 2043년

공사시행년도 2011~2013년

표 2. 공간적 범위

구 분 대상 지역

직접영향권 중랑구, 구리시

간접영향권
중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그림 1. 공간적 범위

표 3. 도로·철도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구 분 편 익 항 목

공통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사업특수 
편익

•주차비용 절감 편익
•공사중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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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mmes와 Lopez(1994)는 1987년부터 1991년 동안

Texas에서 실시된 공사를 바탕으로 용량모델을 만들었으며,

공사로 인한 차로감소는 1600pcphpl 기준에서 ±10%의 영

향을 가져왔다.

Jiang(1999)은 강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차로 감소를 3가

지로 분류하였고, 용량감소 구간은 전이구간과 실제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Al-Kaisy, Zhou 그리고 Paracha(2000)은 공사로 인한 용

량감소가 상황에 따라 1.85%에서 12.7%까지 다양하게 발생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김동녕과 이승환(1998)은 차로 감소 형태

별로 본선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되는 경우와 본선 3차로

에서 2차로로 감소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용량

은 65%와 8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주삼과

고동석(1999)은 도로공사로 인한 차선별 지체시간을 산정하

였다.

이와 같이 도로공사로 인한 용량 감소에 관한 연구는 공

사종류, 지역, 차로 수 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3. 도로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 추정

3.1 공사로 인한 차로 감소 구간의 설정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확장공사로 인한 용량 감소량

및 기간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용량 감소 기간 즉, 공사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

는 구조물공사 기간으로 현 단계(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

형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측량 및 지반조사가 수반 되지

않아 정확한 구조물계획 수립이 아닌 개략적인 비용 산출을

위한 구조물계획이므로 구체적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둘째, 사업비에 대한 원활한 예산확보 및 집행 계획이 필요

하며, 셋째, 공사구간의 용지보상, 민원, 관련기관 협의(군부

대) 등의 요인으로 구체적인 용량 감소기간은 예측하기 어

렵다.

차로 폭, 측방여유폭의 축소 여부는 공사 시 교통처리를 위

한 선형조건과 설계속도, 지형여건에 따른 작업 공간 확보에

따라 구간 별로 차로 폭 또는 측방여유폭이 상이 할 수 있

으나,「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차로)에

의하면 설계속도에 따라 차로 폭 D구간의 최소값을 정하고

있으며, 측방여유폭이라 할 수 있는 길 어깨에 대한 규정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길어깨)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 구간의 차로 폭 및 측방여유폭 축

소는 공사 시 안전한 교통처리를 위해 설계속도 70km/h를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공사 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차로 폭은 3.25m, 길어깨(우측 길어깨 기준)는 1.00m

까지 축소하여 공사구간의 용량을 95%로 감소시켜 적용하

였다.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 적용 시나리오는 그림 2와

같다.

3.2 부(-)의 편익 산출 내용

 공사 중 차로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은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과 동일하다. 단, 사업시행 후의 상황이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아닌 공사로 인하여 용량 및 속도가 감소

한 상황이다. 부(-)의 편익 산출시 표 2에서 설명한 공통 편

익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이 산출된다.

4. 도로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 추정

4.1 부(-)의 편익 추정 결과

2014년 개통으로 예정된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IC간 확

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3

년 총 3년의 공사기간동안 각 연도마다 약 60억원의 부(-)

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총 통행량은 증가하여 부(-)의 편익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하지만, 본 과업노선과 경쟁노선인

덕송~상계 광역도로(2011년 개통)와 덕송~연평 광역도로

(2012년 개통)로 교통량이 전환되어 2012년 부(-)의 편익이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대한

표와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부(-)의 편익 적용 시나리오

표 4. 공사중 부(-)의 편익 산정

연도 합계(억원)

2011 -65.45

2012 -60.67

2013 -62.46

그림 3. 공사중 부(-)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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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성 분석 결과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의 편익

반영에 의해 총 편익은 약 3,100억에서 약 2,900억으로

200억 정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순 현재가치(NPV)는 150억

원 이상 감소하였고, B/C는 0.15 이상 감소하였다.

상기 표를 비교해보면 부(-)의 편익의 반영 여부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기준인 B/C가 부(-)의 편익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1.0을 상회하였으나, 사업에 따라서는

본 공사 중 부(-)의 편익의 반영여부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중 부(-)의 편익의

반영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4.3 부(-)의 편익 반영의 한계

본 연구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서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노출

될 수 있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조

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에 따른 구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기간 및 연도별 공사구간은 가상으로 설

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제 용량과 자유속도의 감

소량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가정한 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용량과 자유속도의 감소량은 기술, 비용

팀의 자문을 얻어 적용한 값으로서 장래 도로공사로 인한

영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4.4 공사 중 부(-)의 편익 반영 여부의 기준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계획

4.4.1 기준 마련의 필요성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공사 중 교통 혼잡이 크다

고 판단될 경우 연구진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외에 가급적 교통사고와 환경비용도 부(-)의 편

익에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진은 신설 및 확장되는 도로의 종류, 차로수, 용량, 길

이 등을 임의로 결정한 후에 적용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 중 용량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을

경제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

하여 차후 연구를 설계한다.

4.4.2 기준 마련을 위한 범위 설정

공사로 인한 용량감소 분석을 실시할 시간적 범위와 공간

적 범위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

하다고 가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는 직접영향권이 서로 동일해야 하므로 분석대상 구간들

은 도로 위계별로 중랑구와 구리시에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위계별로 정산결과 및 그 구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구간은 광역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고속도로 1지점,

도시 내 고속화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고속도로 1지점,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지점,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도 1지점,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국도 1지점 총 5지점을 공사 중 용량

감소 비교구간으로 선정하였다.

4.4.3 기준 마련에 분석되는 항목

공사로 인한 용량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도

로의 초기 및 감소용량, 혼잡함수, 자유속도, 교통량, 도로의

위계 및 역할 등이 있다. 도로의 초기용량 및 자유속도, 혼

잡함수 등은「2008년 시정개발연구원 4차 배포자료(2008.4.

28)」의 Network 및 O/D, BPR 함수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

였다.

분석구간 선정은 도로 위계에 관계없이 교통량을 고려하여

5만대, 10만대, 15만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감소용량은 각

구간별로 70, 75, 80, 85, 90, 95%를 적용하며, 감소되는

자유속도는 각 구간별, 용량별로 70, 75, 80, 85, 90, 95%

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총 180개의 상황을 분석하여 공사기간, 공사시기,

공사구간의 길이가 동일할 경우의 용량, 자유속도, 도로의 위

계에 따른 편익감소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사 중 차로 감

소로 인한 부(-)의 편익에 각각의 항목이 강도 별로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반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한

Network 및 O/D를 바탕으로 도로 사업에서 공사 중 용량

감소로 인한 부(-)의 편익이 기존의 편익분석 결과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북부간선도

로의 태릉~구리IC 구간은 2~3차로에 AADT가 약 10만대가

넘은 상시교통정체구간으로서 공사 중 용량감소로 인하여 교

통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그에 따라 부(-)의 편익 또한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뿐만 아

니라 다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통수요예측을 통한 편익

산출 시 공사에 따른 부(-)의 편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부(-)의 편익 분

석을 통하여 분석기간이 증가하여 연구 및 사업 수행에 차

표 5. 부(-)의 편익 반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

구분
경제성 분석 지표

B/C NPV(억원) IRR(%)

부(-)의 편익 반영 1.06 53.57 5.84%

부(-)의 편익 미반영 1.22 214.55 7.03%

표 6. 분석구간 및 정산 결과

노선 관측지점
관측교통량 

(대/일)
배정교통량 

(대/일)
오차율

(%)

북부간선도로
신내IC~
구리시계

115,188 122,393 6.25

동부간선도로 장안교~중랑교 164,705 162,656 -1.24

서울외곽순환고
속도로

구리IC~
퇴계원IC

115,735 99,549 -13.99

국도 43호선 구리시계 44,819 49,621 10.71

국도 6호선 망우리고개 51,275 53,09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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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사로 인한 부(-)

의 편익을 반영할 것인가,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 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릉~구리IC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이 전체 편익과 경제성

분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편익을 반영하는 여부의 기준 마련

을 위한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하

고 있는 공사기간, 공사구간, 공사의 종류 등과 부(-)의 편익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부(-)의 편익 반영 유무에 따

라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상이할 시, 어떠한 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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