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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도시고속도로는 과도한 통행량으로 인해 첨두시간에 시속 30km 이하의 속

도를 보이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등 그 기능을 못하고 있음.

◦2000년 45억원이었던 도시고속도로의 리·보수비용이 도시고속도로의 노

후화 등으로 인하여 2005년 138억원으로 증가함. 이를 km당 비용으로 환산

할 경우 2000년 2,700만원에서 2005년 8,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운 ·보수비용을 충당하기 한 재원이 필요함.

<그림 1> 도시고속도로 운영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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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이 외곽순환도로의 통행요

을 회피하기 해 서울의 무료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고속도로는 과  이용되고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하되며, 사회  효율성

도 하되고 있음.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수 을 제고하고 동시에, 앞으로  더 심

각해 질 수 있는 효율성의 하를 막기 해서라도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는 실하다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로의 유료화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하 거

나 실패한 해외의 사례를 심층 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고속도

로 유료화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제1차  목 으로 함.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도입방안을 모색하며, 도시고속

도로가 유료화되었을 때, 도로의 서비스 수   재정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는 것을 제2차  목 으로 함.

II. 연구의 내용

1. 해외 사례 분석 

1) 성공사례분석

◦싱가포르의 ALS(구역통행허가제)  ERP(혼잡통행료)

－ALS 실시 이 에 세  등록세 인상, 주차요  인상, Park & Rid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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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확충, 세셔틀버스의 제공 등의 사 조치를 취함.

－ERP 실시 이 에는 세  등록세의 인하, 도로세  휘발유세 인하, 

교통시스템의 정비(1988년의 Mass Rapid Transit rail system과 1999

년도의 light rail network)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 트론하임의 Toll Ring(유료도로)

－노르웨이의 오슬로 등 3  도시에서 도입한 코든혼잡요 방식의 Toll 

Ring은 도로혼잡의 심각성에 한 효과 인 선 , 징수기간의 한정

성(15년), 요 수입용도의 명료성, 력 인 정치  정당의 지원 등을 통

해 성공 으로 정착할 수 있었음.

－노르웨이의 유료도로정책은 2001년 국회입법을 계기로 교통투자재원확

보라는 차원보다 교통수요 리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Toll Ring도 기간이 연장됨.

－Toll Ring 실시 에는 반  의견이 압도 이었으나, 그 성과가 가시화

됨에 따라 찬성의견이 상당히 증가함. 

◦ 국 런던의 Congestion Charging Scheme(CCS, 혼잡통행료제도)

－런던의 CCS 성공요인은 런던시내의 교통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의식

형성,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 교통서비스의 폭 인 향상, 

장기간에 걸친 시민의견의 수렴  극 인 반  등임.

－CCS 실시 의 시민의견은 찬성과 반 가 비슷한 비율을 보 으나, 그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찬성이 반 보다 2배 이상 많아짐.

◦스톡홀름의 Cordon Pricing(혼잡통행료)

－스톡홀름의 Cordon Pricing 성공요인은 혼잡통행료 련 법제도의 정비, 

앙정부의 폭 인 지원, 스톡홀름 시내 주민들의 지지, 교통서비

스의 확충임.

－이 제도는 시범 실시를 거쳐, 총선거에 맞춰 실시되었는데, 스톡홀름 시

내 주민들은 계획 실시에 지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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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Value Pricing(혼잡통행요 )

－미국의 도로혼잡과 련된 도로유료화제도는 Value Pricing이라는 형식

으로 발 하여 실시되었는데, 표 인 가 SR-91 고속도로의 유료화

와 I-15 고속도로상의 HOT Lane임.

－미국의 Value Pricing이 효과 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앙정부의 

극  지원(지방정부의 도로유료화 로젝트에 한 앙정부의 폭

인 재정  지원)과 이를 지원하는 법률체계의 정비(ISTEA와 TEA-21), 

도로이용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의 마련 등이라 할 수 있음.

－Value Pricing 실시 의 시민의견은 찬성과 반 가 비슷한 비율을 보

으나, 그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찬성이 반 보다 2배 이상 많아짐.

◦ 라노의 Ecopass(에코패스)

－ 라노는 환경문제(EU회원국  미세분진 농도가 3번째로 높음)을 해결

하기 하여 에코패스 제도를 실시함.

－이 제도의 성공요인으로는 시당국의 홍보를 한 다양한 PR, 커뮤니

이션 활동, 반 를 최소하기 한 원안의 수정(원안의 실시구역은 60㎢

으나, 추후 8㎢로 축소)을 들 수 있음. 

2) 실패사례 분석

◦스톡홀름의 데니스 패키지

－데니스 패키지는 1992년 제안된 것으로, i)스톡홀름 심부를 둘러싼 환

상도로의 건설, ii) 교통서비스의 향상  투자, iii)이를 뒷받침하기 

한 도로의 유료화가 주요 내용임.

－그러나, 당시 스웨덴 경제의 심각한 불경기, 정당 간 이해 계의 불일치

에 따른 패키지의 유연성 부족, 비용-편익분석결과의 미공개, 교통계획

문가의 불참 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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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환경통행료

－  리빙스턴 국 시장이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25

운드까지 차등화하는 환경통행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 지만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무산됨. 2008년 7월 보리스 존슨신임 시장이 취임식에서 

시행 인 혼잡통행료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공언함. 

－존슨 시장은 2007년부터 서부로 확 된 혼잡통행료 제도를 없애는 방안

을 검토한 후 2010년까지 이 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정책이 실시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책도입으로 인한 효과의 평가가 명

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 기 때문임.

◦홍콩의 ERP

－홍콩정부는 1985년 ERP도입에 한 지역 원회의 투표를 실시함. 19개

의 지역 원회  11곳에서 투표가 실시되어, 9곳이 반 , 2곳이 보류라

는 결과가 나옴. 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8개의 지역 원회

에서도 반 의견이 압도 이었음.

－주요 실패원인은 홍콩정부의 평가에 한 불신과 기술 인 효과성에 

한 인식 부족, 면허세의 인상으로 인해 1982년 수 으로 회귀된 도로혼

잡, 도입 이후 국 차량의 진입문제, ERP 수입만큼의 실질 인 보상에 

한 신뢰부족, 운 자의 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음. 

◦ 국 에딘버그 혼잡통행료

－ 국 에딘버그시는 2002년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와 교통

서비스 개선을 한 재정 충당을 목 으로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을 추

진함. 이후 2004년 4월 10주간의 시민공청회를 거쳤으나, 시민들과 정치

인들의 반 로 실시계획이 단 됨. 2005년 주민투표결과 74.4%의 압도

인 반 로 계획 자체가 무산됨.

－주된 실패원인으로는 정책당국자의 추진 동기에 한 시민들의 불신, 계

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지도자의 부재, 혼잡세의 필요성에 한 홍보와 

지지 부족(혼잡원인이 체교통수단 부재라는 시민들의 인식)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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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네덜란드 랜드스타드

－네덜란드정부는 1990년  반 이후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이 계획은 코든혼잡통행료 방식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이 포함된 계획임. 

요 수입은 도로시설의 확충과 다른 세 의 감면에 활용하고자 함

－그러나 이 계획은 여론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함. 시민들이 동

의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에 한 불신, 요 수 의 결정에 한 이해부

족, 수입의 용도에 한 이해부족, 교통 혼잡의 주요원인에 한 이해 부

족 등이었음.

－이밖에 혼잡통행료제도의 취지가 조세수입의 증가가 아닌 도로 혼잡의 제

어에 있다는 부분에 한 공감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2.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방안

1) 유료화에 있어서의 고려요인

◦유료화로 인해 혜택을 얻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에 한 고려가 필요

함. 도시고속도로 상에 HOT 차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유료화를 하는 방안

은 무료차선의 속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

를 얻기 어려울 것임.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을 제고하고, 유료화제도가 실성을 갖기 

해서는 련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한 도로의 유료화사업에는 앙정부의 극

인 지원과 극 인 홍보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교통서비스향상 등과 연계하여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

를 도입할 경우 실시 시기의 시성이 요함. 도시고속도로 등의 유료화

에 한 명시 인 공약 없이 교통서비스 개선만을 도모하고, 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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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속도로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하면, 정책의 사회  수용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음.

2)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방안

◦우선, 련법령의 정비를 해야 함. ‘도 법 시행령’에 편도 4차선 이상인 

도시고속도로 상에서 평균 시속 30km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

하는 경우 혼잡요 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 으로  

규정의 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속 30km라는 속도는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으로 볼 때 무도 열악할 수 이라 말할 수 있음.

◦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에 한 홍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극 이고 략

으로 이루어져야 함. 

－우선, 혼잡문제완화와 도로서비스향상이라는 기존의 정책  이슈와 더

불어 환경문제 등을 포 해 통합 인 이슈를 제언해 나가야 함. 이는 

련 이해 계단체나 집단으로부터 공감을 얻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

며,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의무감축국으로 지정

될 가능성이 큰 시 에서 지극히 필요함. 

－두 번째로, 도로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교통체계 유지 등에 막

한 시민의 세 이 투자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도로유료화의 필요성

에 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함.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 법’에 의해 앙정

부의 자치단체에 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도로유료화를 

한 로그램의 시행 시 앙정부의 극 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유료화의 사  과정으로 다양한 안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여론

수렴이 이루어져야 함. 한 안을 설정할 경우 교통이용지원책같은 

연계 로그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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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단계

－이러한 안분석의 결과는 공청회를 거쳐 공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민들의 공개 인 여론수정과정을 거쳐, 다시 구체안의 설정과정에 

피드백되어야 할 것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된 시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징수구간, 시간, 

방법, 면제범 , 요 수입 용도( 교통지원  교통투자확  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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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환경문제를 감안할 경우, 기자동차 등에 한 도시고속도로 

이용요 면제 등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안을 바탕으로 시범실시(pilot test)가 이루어져야 함. 

시범실시과정에 나타난 문제 들은 다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보완되어야 

하며, 최소 3~6개월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임.

3. 서울시 사례분석

◦서울의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에 통행기반거리요 정책으로 도로 유료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함. 

◦도로 유료화로 인해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에서의 승용차 통행량은 각각 

35.8%, 31.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결과, 오  첨두시간에만 요 을 부

과할 경우 강변북로와 올림픽 로에서 총 688억원 규모의 수입이 생길 것

으로 기 됨. 이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용의 5.5배에 해당

하는 액수임.

구분 교통량 평균거리 요금
요금수입

(천원/일)

연간수입(평일)

(계*250)

강변북로

승용차 36214 7 0.401 101,652.7 -

택시 1957 3.7 0.401 2,903.6 -

화물차 9893 3.1 0.401 12,298.0 -

계 - - - 116,854.3 29,213,571.8 

올림픽대로

승용차 32757 10.6 0.401 139,236.9 -

택시 1359 6 0.401 3,269.8 -

화물차 7110 5.5 0.401 15,681.1 -

계 - - - 158,187.8 39,546,940.8 

<표 1> 도로고속도로 유료화로 인한 요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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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책건의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는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의 향상, 유지 리 

 보수 재원의 마련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요 수입은 교통이

용지원에 사용할 수 있음. 한, 오후 첨두시까지 요 을 부과할 경우 서울시 

시내버스 지원액의 약 2분의 1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한편, 서울 도시고속도로에 유료화 정책을 시험 용한 결과 일부 구간의 

혼잡통행료 도입만으로는 서울시 체의 속도 개선효과가 미미함. 이는 선

인 교통규제의 한계로 지 할 수 있음. 따라서 장기 으로는 일정 구역

( 컨  혼잡특별구역) 등에 해서도 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 앞으로 처해야 할 환경문제를 생각할 경우에도, 반 인 교통량 

하의 효과가 작은 도시고속도로 유료화라는 선 인 규제보다는 교통량 

하의 효과가 큰 면 인 규제를 통하여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

과를 극 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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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증가와 도로 공 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서울의 도

로혼잡문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도로혼잡은 오 ·오후 첨두시간 만이 

아닌 일화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길이가 긴 장거

리 교통수요를 역간선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하

는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도 상당히 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서울의 주요도시고속도로들은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비용이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수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도시고속도로는 개통 기부터 유료화하 다면, 의 문제 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빠르고 서비스 수 이 좋은 도로를 유료로 이용하

게 한다면, 즉 더 좋은 도로서비스에 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함

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충실히 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수입

으로 도로의 유지·보수비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공공주체가 공 하는 도로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서울의 도로사정이 지 만큼 혼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 때문에 도시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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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유료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 도로 교통사정과 도로 공 만으로 서울의 교통정체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는 도시고속도로

의 본래의 기능회복과 질 좋은 도로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에 따른 혼잡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해서는 교통 문가들도 견해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

각된다. 한 도로의 상습 인 정체를 겪고 있는 세계 도시들은 부분 혼잡

완화와 물류비용의 감소를 해 혼잡통행료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이 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통

문가들의 견해와 시민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는 사회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 으로 민감

한 사안이다. 상습 인 혼잡을 겪고 있는 세계의 도시들은 많지만, 정작 혼잡통

행료제도라는 도로 유료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도입에 실패한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해서는 혼잡통행

료라는 이름으로 도로 이용자에서 부과하고 있거나, 도입에 실패한 해외도시 

사례에 한 심층 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로의 유료화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하 거나, 

실패한 해외사례를 심층 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에 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제1차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

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도입방안을 모색하며, 도시고속도로가 유료화되었을 때, 

도로의 서비스 수   재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을 제2차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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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체계

이 연구에서는 먼  제2장에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한다. 도로이용자에 한 요 부과 원칙  경제  효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도로정책결정자의 목 함수  도로 네크워크의 특성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경제학 인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

우에 있어서 도로요 의 설정원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며, 도로 유료

화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한다.

그 다음 장인 제3장에서는 서울시 교통  도시고속도로의 일반 상을 분석

한다. 재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시간 별, 구간 별 통행량  속도를 살펴

보고, 혼잡수   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한 Selected Network Analysis를 통해 서울시 권역별 도

시고속도로 의존율에 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혼잡통행료 는 도로재원확보의 목 으로 도로의 유료화에 성

공하 거나 실패한 아시아, 유럽  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성공한 사례에 있

어서는 도입 황이나 효과뿐만 아니라 도입배경과 과정을 검토하며, 실패한 사

례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된 과정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도로

고속도로의 유료화에 한 시사 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방안을 모색한다. 먼 , 도로 유료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유료화 략  방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서울시의 구체  사례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래 각 을 

받아오고 있는 거리기반통행요 제도(Distance-Based Tolling)를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에 도입하 을 경우에 기 되는 시간   재정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서울시가 도시고속도

로에 Road Pricing 제도를 도입하 을 때 필요한 정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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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체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만을 상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의 외곽순

환도로  경인  경부고속도로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한 이론 으로는 다양한 요 설정원칙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서

울시 사례분석에서는 거리기반통행요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 다. 좀 더 다

양한 요 설정원칙을 제시하기 해서는 도시고속도로구간별 운 비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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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행량에 한 자료를 통해 한계비용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자료입수의 곤

란  시간  제약으로 인해 구간별, 차량별 한계비용을 도출하기에는 실

으로 한계가 있었다. 

향후, 정 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요 설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한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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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배경 및 부과방식

제1절 도로 유료화의 이론적 근거 및 요금설정 원칙

1. 유료화의 이론적 근거 및 단일도로에서의 요금설정원칙

도로유료화가 어려운 이유 의 하나는 도로가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

라는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순수공공재란 자신의 공공재의 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공공재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신이 이용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공공재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 사정은 완

히 달라진다. 혼잡한 도로에서 한 사람의 도로 이용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시

간을 그만큼 늘리며, 도로 서비스의 질을 필연 으로 하시킨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혼잡한 시설에 해서는 요 을 부과하고, 공공재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시킴으로써 공공재의 경제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의 요 수 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까? 이에 한 해답을 제시

하기 해 다음과 같은 경제학 모델로 설명하기로 한다.

먼 , 소비자의 효용극 화문제를 도출하기 해 소비자, 즉 자가용 승용차 

통행자의 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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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식 (2.1)에서   는 각각 소비자의 자가용 승용차 통행수  합성재 소비량

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 소비자는 효용을 얻는다.

한편, 이 소비자의 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식 (2.2)에서 y는 소비자의 소득을, 는 자동차 이용의 일반화 비용

(generalized cost)을 나타낸다. 합성재는 가치척도재이기 때문에 가격은 1로 주

어진다. 자동차로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드는 일반화비용은 다음과 같이 시간비

용과 비용으로 나 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도로이용자가 부담하는 비

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식 (2.3)에서 첫 번째 항은 도로통행요 을 나타낸다. 한   는 각각 도

로를 주행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량과 도로용량을 나타낸다1). 따라서, 두 

번째 항은 도로주행에 따른 시간비용을 나타내며, 시간비용은 다음과 같은 성

격을 갖는다.



 


≥  and




≤                                            (2.4)

결국 표  소비자의 효용극 화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자가용 승용차는 사용자 혼자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럽한다.



  단, 은 통행을 하는 총인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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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5)

     

의 효용극 화문제에 한 제1계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2.6)

식 (2.6)은 소비자의 한계효용(편익)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 드는 비용과 같

아지는 수 에서 개인의 통행량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의 효용극 화문제를 

풂으로써 다음과 같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역수요함수가 도출된다. 


≡

 는  ≡





                                 (2.7)

도로건설비용( )과 운 (보수)비용( )은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8)

식 (2.8)에서 도로건설비용은 단 거리당 도로용량, 도로 운   보수비용은 

교통량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자원배분의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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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호는 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라 불리는 통행자의 편익을 나타내

며, 두 번째 항은 도로운 자의 수입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도로운

자의 총비용(건설비용과 운   보수비용의 합)을 나타낸다. 효율  자원배분

을 달성하기 해서는 의 사회  후생함수를 극 화시켜야 하는데, 이때의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
                                                      (2.10)

즉, 식 (2.10)은 통행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 통행자 지불의사액과 같아야 

한다는 시스템 균형조건식을 나타낸다.

사회  후생 극 화문제에 한 라그랑지 함수는 다음과 같다.

ℒ≡        
      

                                                                 (2.11)

식 (2.11)에서 는 균형조건식의 제약조건에 한 라그랑지 승수이며,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는 요 수 ( ), 도로통행량(  )  도로용량()이다. 

소비자 효용극 화의 제1계 조건을 나타내는 식을 이용함으로써, 의 라그

랑지 함수의 제1계 필요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2.12)









 


                                                    (2.13)

식 (2.12)는 도로이용요 이 도로운 의 한계비용(우변의 첫 번째 항)과 도로

이용자의 혼잡의 외부효과(우변의 두 번째 항)의 합과 같을 때 사회  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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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화됨(경제  효율성이 가장 좋음)을 의미한다. 식 (2.13)은 도로건설의 편

익(좌변)이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한계비용(우변)과 같을 때 사회  후생이 극

화됨을 나타낸다. 

만약 도로운 자가 도로유지, 보수에 있어서의 한계비용가격을 설정한다면 

요 과 도로용량선택 원칙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2.14)









 


                                                    (2.15)

다음으로 도로운 자가 이윤극 화를 도모한다면 최 화문제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max

   
                                          (2.16)

   


의 최 화문제의 라그랑지 함수는 다음과 같다.

ℒ                                        (2.17)

최 화의 1계 필요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요 설정과 도로용량 설정원칙

이 도출된다.

   




 








 

  
                                 (2.18)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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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병행적 도로네트워크(parallel road network)

이윤극 화의 요 을 나타내는 식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각각 도로보

수‧유지의 한계비용과 혼잡의 외부효과를 나타내며, 이 두 식은 사회  후생을 

극 화시키는 요 설정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나, 마지막 항은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수요의 탄력성에 의존하는 도로운 자의 과부과 이 된다. 이

는 수요가 비탄력 일수록, 더 높은 요 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로운 자가 수입극 화를 도모한다면, 최 화문제는 오로지 요

수입극 화문제로 바 며 극 화의 라그랑지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간결해진다.

ℒ                                                  (2.20)

의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요 설정원칙이 도출된다.

  




 








 

  
                                     (2.21)

즉, 요 수입극 화를 도모하는 도로운 자에게는 도로유지·보수에 련된 

한계비용은 요 설정에 있어서 더 이상 고려의 요소가 아니다.

2. 병행적 도로네트워크에서의 요금설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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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와 같은 도로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유료도로에서의 요 설정원칙

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보자. 단, <그림 2-1>에서 링크 1에 요 이 부과된다

고 가정한다. 의 도로네트는 실제 도시 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한 실제로 링크베이스로 요 을 징수할 경우, 즉, 모든 도로 링크에서 요 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 일부 요 징수링크에서 도로요 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에 한 문제설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도로네트워크이다. 를 들어 남산 1,3

호선에서의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의 표 인 이다.

통행자 개인은 요 을 내고 링크 1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링크 2를 

이용하든지 하는 선택지가 주어진다.

우선, 링크 2도 유료라는 제하에서 사회  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2.22)

식 (2.22)에서 아래첨자는 각각 링크 1과 링크 2를 의미한다. 는 각각 개

인의 통행량과 체 통행량을 의미하며,  




이다. m은 인구수를 나타내

지만, 여기서는 1로 기 화한다.

먼 , 링크 2에 해서도 요 을 부과할 수 있다면 사회  후생함수를 극

화시키는 요 설정원칙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단                                    (2.23)

식 (2.23)은 앞의 단일한 도로네트워크의 분석과 다른 이 없다. 각각 링크

에서의 사회  효율성을 극 화시키는 요 수 은 제1항의 혼잡의 외부효과와 

도로운 의 한계비용만큼의 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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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 그림 같이 병행  도로네트워크에서 무료의 체도로를 남겨두

어야 한다면, 사회  후생함수를 나타내는 식 (2.22)를 다음과 같은 제약식 하에

서 풀어야 한다.



                                                            (2.24)

이 경우, 유료도로에서의 요 설정원칙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2.25)

식 (2.25)에서 





for   는 통행의 역수요함수를 의미한다. 의 

식은 유료도로인 링크 1에서 도로이용자의 사회  한계비용인 첫 항(혼잡의 외

부효과)과 두 번째 항(도로유지  보수의 한계비용)을 모두 부담시켜서는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의 수요 탄력성  무료도로의 혼잡도를 감안하여 

요 을 사회  비용에서 차감해야 함을 식 (2.25)는 말해주고 있다.

를 들어, 통행수요가 완 비탄력이라고 가정하면, 즉 





∞이면, 유

료도로인 링크 1의 도로이용자에게는 양도로의 사회  한계비용의 차만큼 요

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통행수요가 완 탄력 이라면, 즉 





이

면, 식 (2.25)의 호부분은 0이 된다. 즉, 무료도로에 있어서의 사회  한계비

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도로에서의 사회  한계비용만큼 요 을 부과하면 

사회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 만약, 무료도로가  혼잡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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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라면, 유료도로인 링크 1의 요 수 을 자신의 도로의 혼잡의 외

부효과만큼 설정하되, 양도로의 한계 운   보수비용의 차만큼 요 에 가감

하거나 차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병행  도로네트워크에서는 무료도로에서의 혼잡도, 수요의 탄력

성, 운   보수의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요 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후생에 한 일반 인 이론  결론은 이와 같은 병행  도로네트워크에 있어서

의 요 부과로 인한 사회  후생의 개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and McDonald, 1998, 1999).

그러나, 도로이용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거나 통행자들의 시간선택을 고려

할 경우, 사회  후생의 개선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Verhoef 

and Small, 2004; Braid, 1996; De Palma and Lindsey, 2000; Small and Yan 

2001),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혼잡통행료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Value 

Pricing의 이론  근간이 되고 있다.

제2절 도로이용요금의 부과방식

도로요 부과방식은 부과 상, 시기,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 , 부과 상에 따라 요 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차량에 도로요

을 부과하는 방식과 차량을 선별하여 요 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모든 차량에 도로요 을 부과하는 방식은 차량의 차종  용도를 불문

하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원래 도로요 은 제2장 제1 에도 살펴보았지만, 혼

잡의 외부효과  도로운 비용에 미치는 향이 차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요 을 달리 부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 으로 요 을 부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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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만큼 경제  효율성을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즉 승용차보다는 화

물차가 혼잡에 미치는 향이 2배 이상 크고, 도로시설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데, 요 을 같이 부과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모든 

도로이용자가 요 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실시에 한 합의를 얻기가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량이 아닌 일부차량에 해서만 요 을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

해볼 수 있다. 를 들어, 화물차  승용차에 해서만 요 을 부과하는 방식

이다. 이는 도로혼잡이 자가용 승용차의 과도한 이용에 기인한다는 것에서 정

당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교통수단 등은 요 부과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제1, 3호 남산터미 에서 요 을 징수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 경우

에도 기존의 무료도로를 유료화하는 방안에 한 승용차  화물차 이용자의 

반 가 있을 수 있지만, 자의 경우보다 사회  수용성 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용자의 선택지를 넓 다는 에서 미국과 같은 HOT차

선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보다 좋은 도로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이용자는 유료차선인 HOT차선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의 이용자는 기존의 차

선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도로이용자 사이에 화감을 조성할 수 있

다는 문제 이 있다. 새로운 도로용량이 공 되지 않는 한 기존의 차선을 HOT

차선으로 바꾼다면 기존 차선의 도로용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무료로 기존 차선을 이용하는 도로이용계층에 한 도로서비스는 악화되는 부

작용을 낳는다. 결국, HOT차선이 고소득계층만을 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제

기될 소지가 많다.

두 번째, 부과시기에 따라 요 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간에 계없이 

요 을 부과하는 방식(flat toll)과 시간 에 따라 요 을 부과하는 방식(fine toll)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는 시행과 운 이 간명하다는 장 이 있으나, 시

간 별 도로의 혼잡도를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을 해할 소지

가 있다. 특히 오 과 오후첨두시간에 교통혼잡이 문제시되는 도시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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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률 인 요 부과는 교통수요 리정책 측면에서 효과가 의심스럽

기도 하다. 이에 따라 그 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시간 별로 변동하는 요 제

도(fine toll)이다. 이는 고정식과 변동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고정식은 사

에 요  스 이 정해 있는 방식이고, 변동식은 순간 인 도로의 사정에 따

라 혼잡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요 을 부과시키는 방식이다. 이  변동식은 도

로 상황에 따라 혼잡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인 문제보다 도로이용자의 

주행비용 측가능성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변동식 시행에 한 사회  합의

가 어려운 난 이 존재한다.

요 부과방식의 세계 인 추세는 차 flat toll의 방식에서 fine toll의 방식으

로 변해가고 있다. 

① 부과대상

－모든 차량에 해 부과

－일부 차량에 해 부과 - 승용차, 화물차에 해서만 요 부과 

HOT차선제도

② 시기

－첨두, 비첨두시간 차별요 부과(fine toll)

－시간비차별  요 부과(flat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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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및 

유료화

제1절 서울시의 일반교통현황

<표 3-1>과 같이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수는 2006년 약 286만 로, 1996년

에 비해 약 70만 가 증가하 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227만 로, 1996년에 비해 

56만 나 증가하여 과거 10년간 증가한 자동차 등록 수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도로 공 은 2006년 재 1996년 비 도로연장기 으로 4.92% 증가, 

도로면 기 으로 7.83% 증가에 그쳤는데, 이를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율 

31.8%인 것과 비교하면 도로 공 에 비해 자동차증가가 얼마나 격히 이루어

졌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도로혼잡과 이로 인한 자동차 평균속도의 

하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도심 자동차 평균속도는 2006년 기  시속 14.4km

로 나타났다. 한 버스의 경우 버스 앙 용차선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을 기 으로 평균시속 17.9km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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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로연장(㎞) 도로면적(㎢) 자동차 등록대수

1996 7,689 75.65 2,168,182  

1997 7,737 76.49 2,248,567  

1998 7,801 77.40 2,198,619  

1999 7,842 78.12 2,297,726  

2000 7,888 78.69 2,440,992  

2001 7,935 79.36 2,550,441  

2002 7,943 80.15 2,691,431  

2003 7,988 80.39 2,776,536  

2004 8,011 80.64 2,779,841  

2005 8,046 81.22 2,808,771  

2006 8,067 81.57 2,856,857  

증감률

(2006/1996)
4.92% 7.83% 31.76% 

자료：서울특별시 교통국

<표 3-1> 도로공급 및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년도 총계
1)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1996 2,168 1,704 78.61 142 6.57 319 2 

1997 2,249  1,776 79.00 150 6.67 320 2 

1998 2,199  1,733 78.81 154 7.02 310 2 

1999 2,298  1,763  76.72 205 8.91 328 2

2000 2,441 1,797 73.61 289 11.85 353  2 

2001 2,550 1,918 75.20 252  9.87 378 2 

2002 2,691 2,054 76.30 244 9.07 391 2 

2003 2,777 2,144 77.20 231 8.33 399 3 

2004 2,780  2,162  77.78 220 7.90 395  3

2005 2,809 2,210 78.67 204 7.27 392 24

2006 2,857 2,266 79.32 199 6.96 389 3

연평균증가율

(%)
2.79 2.89 3.39 2.00 

자료 : 서울시 통계연보, 서울시, 각 년도

주 1： 총계는 이륜차 미포함

<표 3-2>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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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2006년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2007.

<그림 3-1> 서울시 통행속도 추이

<표 3-2>와 같이 자동차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와 <그림 3-1>과 같은 속

도의 하는 혼잡의 사회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교통연구

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교통혼잡비용 추계에 의하면 2005년에 교통혼

잡으로 인한 사회  비용은 23조 7천억원이었고, 그  서울의 혼잡에 따른 사

회  비용은 6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 서울시의 강력한 교통수요 리정책

에도 불구하고 사회  비용은 <그림 3-2>와 같이 그 총비용뿐만 아니라, 국

에서 차지하는 상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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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전국 및 서울 혼잡비용 추이

제2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황은 <그림 3-3>과 같다. 서울을 심으로 환상형의 

도시외곽고속도로와 합류되도록 8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과 같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의 총 연장은 165.8km로 서울시 

체 도로 연장의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서울시 내부 구간만으로 비

교했을 때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가 20km 이상의 

연장으로 비교  긴 구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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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노선명 연장(km) No 노선명 연장(km)

1 강변북로 25.9 2 올림픽대로 42.5

3 서부간선도로 17.3 4 내부순환로 22.0*

5 동부간선도로 30.3 6 북부간선도로 9.8

7 경인고속도로 6.0 8 경부고속도로 12.0

합계 165.8

자료：서울시(2008)

*：강변북로와 중복구간은 제외함.

<표 3-3>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노선 및 연장

자료：서울시(2008)

<그림 3-3> 수도권 도시고속도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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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필요성

1. 도시고속도로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 및 과도한 통행량

서울시내에는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올림픽 로 등의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이들 도시 고속도로는 첨두시 상당량의 차량이 통과하며 속도 한 상당히 낮

은 편이다. 이들 도시고속도로는 구간별로 교통량과 속도에 차이가 있다.

1) 교통량

2008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평일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의 평

일 시간 별 평균 교통량은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과 같다.

서향

 

동향

<그림 3-4> 내부순환로의 교통량

내부순환로는 오 첨두시에 홍제에서 연희방면으로의 교통량이 타 구간에 

비해서 많다. 내부순환로 서향의 경우 성동JC부터 월곡구간을 제외하고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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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이 많다. 내부순화로 동향의 경우  구간에서 교통량이 비교  많다. 

특히 오후첨두시에 성산에서 성동방향으로  구간의 교통량이 많은 특징이 있

다.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공히 성산에서 종암구간의 교통량이 다른 구간의 교통

량보다 많고, 오 첨두와 오후첨두가 비교  뚜렷하게 나타나며, 오 첨두시부

터 자정이 넘은 새벽시간까지 교통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서향

 

동향

<그림 3-5> 올림픽대로의 교통량

올림픽 로는 반포에서 여의도방향으로 오 첨두시부터 자정까지 꾸 히 교

통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반 방향인 동호 교에서 동 교방향으로는 오

첨두시부터 오후5시 정도까지 통행량이 많다. 

올림픽 로는 반 으로 남부순환로에 비해서 첨두율이 낮은 편이며 교통

량이 일정 수 에서 꾸 히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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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

 

동향

<그림 3-6> 강변북로의 교통량

강변북로는 반포에서 가양구간으로 오 첨두시부터 밤10시 정도까지 꾸 히 

교통량이 많다. 한 동에서 성수구간과 같이 특정 구간에서 오 , 오후 첨두

의 특징이 나타난다. 반 방향으로는 성산에서 양화구간과 같이 특정 구간에서 

오 , 오후 첨두의 특징을 보이다가 한강에서 반포구간의 경우 교통량이 타 구

간에 비해서 많은 특징을 보인다. 한강에서 반포구간은 새벽1시 정도에 교통량

이 갑자기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로는 체도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 인 생각인

데, 실제로도 반포에서 여의도방향을 제외하고 통행량이 많은 시간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난다.

2) 속도

2008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의 평일 시

간 별 평균 속도는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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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

 

동향

<그림 3-7> 내부순환로 속도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공히 일반 으로 시속 60~90km 정도의 속도를 보인다. 

그 에서 오 , 오후 첨두시에 길음에서 정릉, 홍지문에서 홍은방향으로 첨두

의 특징을 보인다. 반 방향으로는 연희에서 홍지문구간에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30km/h 이하의 속도를 보인다. 

서향

 

동향

<그림 3-8> 올림픽대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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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로는 잠실에서 여의도구간에서 오 , 오후첨두를 보이며, 오 보다

는 오후에 속 시간 가 더 넓게 분포한다. 특히 청담에서 동구간은 오 첨

두시에, 동호에서 반포구간은 오후첨두시에 30km/h 이하의 속도를 보인다. 반

방향으로는 여의도에서 잠실구간에서 낮 12시 부근을 제외하고는 오 첨두

시에서 오후첨두시까지 60km/h 이하의 속도를 보인다. 여의상류에서 한강구간

은 오 첨두시에, 성수에서 동구간은 오후첨두시에 30km/h 이하의 속도를 보

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향

 

동향

<그림 3-9> 강변북로 속도

강변북로는 잠실철교에서 잠실방향으로 새벽시간에 120km/h 이상의 속도를 

보이는 구간이 있다. 일반 인 오 , 오후첨두를 보이는 구간은 한남에서 서강

구간으로 오후시간 에 속 구간의 시간  폭이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반 방

향으로는 난지에서 한남구간에서 낮12시 시간 를 제외하고는 속 시간 가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서강에서 동작구간에서 오 , 오후 첨두시에 

30km/h 이하의 속 시간 가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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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어나는 보수, 관리비용의 문제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의 리비용은 2000년 45억원 정도 으며, 이를 km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2,700만원 정도에 불과하 으나, 2005년에는 연간 

138억원, km당 8,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결국 서울시의 재정부

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운 ·보

수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자료：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2009) 내부자료

<그림 3-10> 도시고속도로 운영관리비

3. 서울 외곽순환도로와의 문제

서울의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 주변지역을 연결

하는 우회도로(bypass)이다. 그런데, 이 도로들은 민자로 건설, 운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이지만, 서울의 도시고속도로는 무료도로이다. 



36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이 경우, 서울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들이 통행요 을 회피하

기 해 서울의 무료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고속도로는 과

 이용되고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하된다. 

이에 더하여 문제 은  하나 있다. 앞의 제2장의 병행  도로네트워크의 

분석에서 한 도로가 무료일 때 요 설정원칙을 살펴봤다. 이를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25)

즉, 앞 장의 그림에서 링크 2가 무료일 때 링크 1의 요 을 자신의 링크에서

의 사회  한계비용보다 게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나타내는 것

이 의 식 (2.25)이다. 그런데, 민자도로의 경우 목 함수는 이윤극 화이므로 

요 설정은 사회  한계비용보다 높은 것이 일반 이다(Verhoef et al, 1996; De 

Palma and Lindsey, 2000). 이 말은 앞의 분석과는 달리 링크 2(외 순환도로)가 

과 요 이 징수되는 도로이므로 링크 1(서울시 도시고속도로)에서의 요 수

은 사회  한계비용보다 더 높아야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링크 1(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은 무료이고, 혼잡이 심각한 수 이기 때

문에 그로 인한 효율성의 하가 크며,  커질 것이라는 이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수 을 제고하고 동시에,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효율성의 하를 막기 해서라도 도시고속도로의 유료

화는 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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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의존성 분석

1. 분석개요

이 에서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에 한 의존도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어

느 지역의 통행자들이 도시고속도로를 많이 의존하는지를 분석한다. 

서울시의 구별 도시고속도로 의존성을 분석하기 하여 도시 고속도로의 의

존도를 다음과 같이 체 승용차 통행량  도시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량의 이

용 비율로 정의한다. 

도시 의 도시고속도로 의존도 




′

 : 도시의 승용차 통행량,    ′: 도시의 고속도로 통행량

분석범 로는 서울시의 25개구를 상으로 하고 구들은 다음과 같이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서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3-4> 분석범위 및 권역구분

2. 분석방법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의존도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 2006년 가구통행

실태조사의 통행 OD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지표를 산출하 다.

－도시별 도시고속도로 황(IC 개수, 도시고속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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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승용차 수단분담률

－도시별 평균통행거리

－도시별 도로 계별 평균통행시간(일반도로, 고속도로)

－도시별 도시고속도로 통행비율(도시고속도로 의존도)

한, 승용차 통행배정을 한 방법으로 emme/3를 이용하 고 기  도시()

부터 각 종  도시()까지의 평균통행거리 메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

평균통행거리 














                       : 링크 의 거리

                      
 : 링크 의   간 통행량

통행량을 가 평균한 도시의 평균통행거리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도시 의평균통행거리 







평균통행거리

             : 도시   간 승용차 통행량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과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통행의 통행시간 

차이를 구하기 해 도시고속도로가 있을 때의 평균통행시간과 없을 때의 평균

통행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도시고속도로가 있을 때의 평균통행시간은 다음

과 같은 차로 산정한다.

－emme/3를 이용, 승용차 통행을 배정하여 기  도시()부터 각 종  도시

()까지의 균형통행시간 메트릭스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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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상태이므로 균형통행시간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로의 통행시간으

로 간주

－도시의 고속도로 이용 시 평균통행시간은 통행량 가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도시 의 평균통행시간 고속도로 有  







×균형통행시간

도시고속도로가 없을 때의 평균통행시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에서 고속도로를 삭제

－고속도로가 있을 때 배정된 통행량을 그 로 배정하고 0.0001의 값을 갖

는 OD 메트릭스를 고속도로가 삭제된 네트워크에 추가 통행을 배정하

여 기  도시()부터 각 종  도시()까지의 균형통행시간 메트릭스를 산

출(0.0001의 값을 갖는 OD 메트릭스는 일반도로에만 배정됨)

－균형상태이므로 균형통행시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만을 이용한 

경로의 통행시간으로 간주

－도시의 고속도로 이용 시 평균통행시간은 통행량 가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

도시 의 평균통행시간 고속도로 無  





′

′×균형통행시간

    ′: 고속도로 통행을 제외한 도시   간 승용차 통행량

이때, 도시의 승용차 통행량()은 2006년 기  수도권 통행 OD의 도시  

승용차 통행 발생량으로 산정하며, 도시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emme/3의 

select link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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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링크 속성에 하여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고속도

로 네트워크에 한 sub area OD를 산출

－sub area OD의 도시의 승용차 통행 발생량을 산정 

3. 분석결과

1)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통행량

o/d 도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인천시
경기

북서부

경기

북동부

경기

남동부

경기

남서부

경기

서부

도심 321 3,502 1,848 15,949 13,149 16,517 17,285 10,019 26,802 12,423 7,213

동북권 5,963 25,044 4,569 20,009 34,928 11,648 19,511 23,702 25,500 14,572 4,080

서북권 1,018 4,301 4,101 20,337 11,032 14,368 16,277 1,877 8,031 9,676 7,183

서남권 14,886 22,196 19,193 37,598 34,580 57,320 37,822 9,029 26,280 47,139 25,605

동남권 9,952 39,112 8,589 33,474 26,664 23,747 34,642 40,090 125,004 46,075 11,514

인천시 13,407 11,004 9,889 49,127 23,147 56,164 22,443 3,472 11,502 80,552 16,559

경기

북서부
14,699 21,503 16,361 37,234 35,757 24,376 2,375 3,062 5,840 15,781 6,571

경기

북동부
6,568 24,647 1,734 6,064 38,805 2,303 3,934 11,596 5,485 5,985 777

경기

남동부
18,539 23,112 5,472 35,314 123,373 10,025 6,896 6,140 80,358 57,550 3,361

경기

남서부
9,360 17,503 8,671 47,108 40,035 50,986 14,568 4,844 41,109 132,134 15,036

경기서부 7,071 4,306 6,285 23,194 10,153 10,935 7,882 643 3,574 14,333 1,888

<표 3-5>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통행량

2)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emme/3의 select link analysis를 수행하여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통행량을 산

출하여 도시별 도시고속도로 의존도를 나타내는 도시고속도로 이용률(%)을 구

하면 다음 <표 3-6>과 같다.



제3장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일반현황 및 유료화  41

o/d 도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인천시
경기

북서부

경기

북동부

경기

남동부

경기

남서부

경기

서부
총합계

도심 0.15 2.78 2.42 20.84 15.39 78.54 32.53 57.62 75.00 36.09 56.53 16.47 

동북권 4.90 2.92 23.18 53.94 26.85 78.73 24.88 29.50 74.33 60.88 74.43 13.50 

서북권 1.37 18.97 1.46 31.69 32.05 78.73 24.11 74.07 78.45 66.05 69.93 16.35 

서남권 22.00 53.08 33.25 4.04 33.12 55.93 61.26 78.73 72.66 22.44 19.82 18.92 

동남권 13.96 29.42 28.49 30.20 2.51 76.22 73.33 72.20 52.15 37.62 56.67 20.71 

인천시 78.55 78.72 78.73 53.67 77.40 3.76 73.55 78.73 78.73 46.72 7.69 14.18 

경기

북서부
30.72 27.89 22.08 64.65 71.60 76.36 0.20 12.94 78.39 78.49 63.32 11.53 

경기

북동부
54.02 30.40 75.69 78.73 68.99 78.74 16.25 3.30 32.15 72.30 78.72 19.13 

경기

남동부
76.59 72.34 78.68 74.78 48.55 78.73 76.23 35.20 5.46 21.32 78.71 17.21 

경기

남서부
38.97 71.19 68.35 24.71 38.73 37.03 78.13 72.91 21.87 4.25 26.97 9.85 

경기

서부
57.24 74.25 69.49 19.10 61.02 6.32 68.75 78.70 78.74 27.85 0.43 10.70 

총합계 14.68 13.86 14.86 18.75 20.31 13.65 11.53 20.03 17.45 10.81 11.06 14.66 

<표 3-6> 권역별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표 3-5>에서와 같이 승용차 통행량과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보았을 때 

도시 통행에서 고속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내부통행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권역 간 통행의 경우 인천－서울, 인천－경기북부와 남부, 경기남동

부－서울 간의 도시고속도로 통행비율이 70% 이상을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천－서울 간은 경인선, 제2경인선, 서울외곽선과 같이 

고속도로 주로 연결된 결과라고 단된다. 그러나 인천시 체 인 고속도로 

의존율은 낮게 나타는데 이는 상 으로 승용차 통행량이 은 지역에 그 의

존율이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의 

총 승용차 통행량의 71%가 고속도로 의존율이 낮은 내부통행으로 나타나, 이

러한 상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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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별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구분 승용차통행 고속도로통행
고속도로 의존도

(이용률 %)
순위

서울시

종로구 257,998 39,782 15.42 13 

중구 317,186 48,135 15.18 15 

용산구 184,145 37,109 20.15 6 

성동구 169,611 29,954 17.66 9 

광진구 180,884 36,835 20.36 5 

동대문구 219,224 23,550 10.74 20 

중랑구 169,490 17,322 10.22 22 

성북구 170,237 13,897 8.16 24 

강북구 96,924 7,307 7.54 25 

도봉구 148,882 22,313 14.99 16 

노원구 248,521 38,349 15.43 12 

은평구 189,983 20,026 10.54 21 

서대문구 179,129 23,147 12.92 19 

마포구 231,658 55,028 23.75 3 

양천구 249,513 43,894 17.59 10 

강서구 326,041 62,404 19.14 7 

구로구 227,637 36,155 15.88 11 

금천구 186,502 25,946 13.91 17 

영등포구 417,955 120,059 28.73 1 

동작구 167,563 25,472 15.20 14 

관악구 178,131 17,716 9.95 23 

서초구 483,675 98,560 20.38 4 

강남구 787,802 189,835 24.10 2 

송파구 405,795 75,956 18.72 8 

강동구 248,333 34,513 13.90 18 

<표 3-7>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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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고속도로 의존도

서울시의 경우 도시고속도로의 결 에 치한 지역들에서 고속도로 의존

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올림픽 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치해 있는 

등포,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 로가 치해 있는 강남구와 서 구,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만나는 마포구, 올림픽 로와 동부간선도로가 만나는 진구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평균통행거리

(km)

평균통행

시간차이

(분)

도시고속도로 이용률(%)

전체통행 외부통행 내부통행

서울시 9.4 0.87 17.74 45.61 8.52

<표 3-8> 고속도로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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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도로의 이용요 을 도로이용자에게 직  부과한다는 발상은 이미 300년 이

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과 미국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많

은 공  는 민 유료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무료공 도로에서 도로요

을 징수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 하 던 

바와 같이 무료라고 뿌리 깊게 인식되어온 공공재인 도로에 해 요 을 부과

한다는 발상이 시민  공감 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악화

되어만 가는 도시들의 도로혼잡 상에 한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  합의를 

배경으로 도로 유료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증하고 있다. 한  지구 인 문

제인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도로 유료화는 그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세

계 인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도로 유료화에 성공한 도시들과 실패한 도시들의 사

례를 살펴 으로써 도로고속도로 유료화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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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공사례

1. 싱가포르의 ALS 및 ERP

1) ALS 및 ERP의 도입과정 및 쟁점

싱가포르는 1975년 6월 2일부터 교통수요 리정책(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 TDM)의 일환으로 구역통행허가제(Area Licensing Scheme : 

ALS)를 실시했다. 

싱가포르의 TDM의 특징은 종합 이라는 데에 있다. 즉, 자가용 승용차의 경

우 요 부과를 통한 운행억제뿐만 아니라, 범 한 소유제한도 가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소유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수 의 수입 세와 등록세를 부

과하는데, 이는 보통 승용차 시장가격의 1.5배 수 에 달한다.

ALS는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해 고 장 원회의 지도아래 1973년 처음

으로 고안 다. 이후 구체 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 으며, 그 결과를 계획안에 반 하 다.

이와 동시에 포 인 교통수요 리정책이 실시되었다. 1972년에는 세의 

인상과 새로운 구입차량에 한 등록세의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1974년과 1975

년에 이 등록세는 추가로 인상되었다. ALS 도입에 앞선 사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차요 인상 : 공   민 주차장의 월간 정액요 을 강제 으로 2배 

인상. 한, 시간일률주차요 을 지역과 주차시간에 따라 차별화

② 진입제한지역(Restricted Zone : RZ) 외곽에 15개의 크앤라이드 시설

   (약 10,000주차면수) 설치 : 이 조치는 교통을 통한 도심진입을 유도

하기 한 것임.

③ 리미엄 세 셔틀버스 제공 : 이는 외곽주차장에서 도심으로의 근성

을 용이하게 하기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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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 한 홍보정책으로서 집 근무제(flexible time) 장려

ALS 실시로 제한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사 에 구입한 면허스티커를 차

량유리 면에 부착하여야 했다. 당  610ha 던 제한구역은 후에 725ha까지 확

되었다.

1975. 6 ~ 1989. 5 1989. 6 ~ 1993. 12 1994. 1 ~ 1998. 8

규제시간 평일, 토요일 7:30~10:15

평일     7:30~10:15

       16:30~18:30

토요일   7:30~10:15

평일     7:30~19:00

토요일   7:30~14:00

면제차량

4인 이상을 태운 승용차

화물차, 자동이륜차

노선버스, 긴급차량

노선버스, 긴급차량 노선버스, 긴급차량

<표 4-1> ALS의 변천

ALS는 <표 4-1>과 같이 1998년 새로운 혼잡통행료제도인 ERP(Electric Road 

Pricing)가 시행되기까지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도심 진입규제시

간은 늘어났으며, 상 으로 면제차량은 어들었다.

1998년에는 새로운 혼잡통행료제도인 ERP를 실시하는데, 이는 일종의 코든

혼잡요 제도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 싱가포르 자동차보유대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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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가 도입되던 1998년 당시의 자동차보유 수는 681,081 로 4.6명당 1

꼴이었으며, 그  승용차보유 수는 370,804 로 8.5명당 1 꼴이었다. 이는 

당시 싱가포르의 소득수 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인데, 싱가포르가 매우 엄

격한 자동차보유억제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인 ERP 하에서의 상링크와 승용차에 한 요 체계는 <표 

4-2>와 <그림 4-2>와 같다.

징수 지 ERP 갠트리

요 안내 

표지

<그림 4-2> ERP징수지점과 ERP갠트리

시간대

(월요일~금요일)

EXPRESSWAY
제한구역

AYE ECP CTE PIE

7:30~8:00 $0.00
$0.00~

$0.50

$0.80~

$1.50

$0.50~

$2.50
$0.00

$0.50 Nicoll 

Highway

8:00~8:30 $0.50
$0.50~

$1.00

$1.00~

$1.50

$0.50~

$2.00
$2.00

$2.50 Nicoll 

Highway

8:30~9:00
$1.00~

$1.50

$0.50~

$1.50

$0.50~

$3.00

$0.50~

$3.00
$2.50

9:00~9:30 $0.50
$0.00~

$0.50

$0.50~

$1.00

$0.00~

$1.00
$1.50~$2.00

9:30~12:30 ㅡ ㅡ ㅡ ㅡ $0.00~$1.00

12:30~17:30 ㅡ ㅡ ㅡ ㅡ $1.00

17:30~18:00 ㅡ ㅡ ㅡ ㅡ $1.50

18:00~18:30 ㅡ ㅡ ㅡ ㅡ $1.50~$2.00

18:30~19:00 ㅡ ㅡ ㅡ ㅡ $0.50~$1.00

<표 4-2> 싱가포르 승용차에 대한 ERP요금(2004년 12월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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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서는 ALS 도입당시에도 자동차보유에 한 엄

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었다. 1998년 ERP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에 

한 일련이 수정이 이루어졌다.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 : 1998년 11월,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Value : OMV)의 41%에

서 31%로 10% 인하되었다.

② 등록세 : 1998년 4월, 1,000싱가포르달러(개인용), 5,000싱가포르달러(법

인용) 던 등록세가 140싱가포르달러로 폭 인하되었다. 

③ 추가등록세 : OMV의 150%에서 140%로 인하되었다. 

④ 도로세(Road Tax) : 배기량의 증가와 더불어 세액이 불연속 으로 증가하

는 부분이 있었으나, 연속 으로 증가하도록 개정하 다. 이는 사실상 감

세와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⑤ 가솔린세 : 무연가솔린의 매 가격이 인하되었다.

재의 시스템은 특정도로와 고속도로에 있어서 효율 인 통행속도를 보장

하기 해 혼잡수 을 조 하는 것이다. 재의 요 은 차량의 종류, 지역, 시간 

단   일간 단 에 따라 변동되도록 되어 있으며, 요 수 은 3개월마다 행 

속도와 목표 속도를 비교하여 상향 는 하향 조정된다. 

싱가포르는 재 실시간 가변요 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시간 가변요

제는 요 이 사 에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즉 의 표와 같은 시간 별 요

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의 LTA(육상교통청)는 IBM과 

더불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교통추정  측도구(TrEPS : Traffic 

Estimation and Prediction System)를 이용하여 시범시행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히스토리 자료와 교통상황에 한 실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한 

시간 앞의 혼잡상황에 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 로 도로이용자에

게는 장래의 교통상황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진입 시 운 자가 

납부해야 하는 도로이용요 에 한 정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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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의 쟁점

ALS 도입 시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운 자들의 반 가 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반발에 해 ‘도입필요성’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극

인 언론보도 등의 홍보정책을 통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제도 도입 시 구체 인 쟁  는 장애요인은 도로혼

잡상황과 기술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과 도시

로 진입하고 하는 통행자들에게 유효하고도 충분한 체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시스템의 확충을 지원하기 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이용하 으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88년의 Mass Rapid Transit rail 

system과 1999년의 light rail network 다.

<그림 4-3> 싱가포르의 Mass Rapid Transit(MRT) 시스템

3) 도입결과(효과)

1975년 ALS가 처음 도입된 후, 카풀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비율은 

21% 정도 증가(41%에서 62%로)하 다. 한 진입제한시간에 제한구역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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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량은 44%나 감소하 다. 그러나, 요 이 부과되지 않는 오후에는 진입

하는 차량이 오히려 늘어났다.

<그림 4-4> ALS 도입효과

1998년 ERP가 시행한 이후 혼잡이 극심한 도로에서의 통행량은 17%, 시내

의 통행량은 10~15% 정도 감소하 다. 

교통량(대) 속도(km/h)

ERP 이전 ERP 이후 변화 ERP 이전 ERP 이후

(RZ) 71,051 54,000~56,900 -24~-20% 30~35 40~45

(ECP) 16,203 14,400~14,900 -11~-8% 36~67 55~65

(PIE) 8,020 9,400~9,900 17~23% 55~59 55~60

중앙고속도로

(CTE)
12,398 15,200~15,800 23~27% 45~63 35~50

<표 4-3> ERP 도입효과

ERP도입으로 인한 요 수입은 약 8천만 싱카포르달러 는데, 이는 ALS에서 

ERP로 이행하기 보다 낮은 수 이다. 이는 통행료의 부분  인하와 교

통의 수단 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시스템을 운 하기 해 지출

한 비용은 1,600만 싱카포르달러로 이는 요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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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3대 도시의 유료도로(Toll Ring)

1) 일반현황

노르웨이의 오슬로, 베르겐, 트론하임의 3  도시에서는 톨링(Toll Ring)이라는 

코든통행요 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이 제도의 특징은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가 아닌 도로건설재원확보라는 목  하에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

의  다른 특징은 도로투자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재개발이나 재정계획 등과 

패키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료도로제도가 재원확보수단으로 선택된 요인 의 하나로는 시민들 사이

에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생각이 깊게 침투해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노르웨

이에서는 1930년부터 이미 교량의 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심

부로 향하는 도로에 요 소 설치에 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있었고, 정치 인 합의를 얻기도 쉬운 편이었다.

한, 법 으로 요 수입은 교통기반시설에 한 재원과 요 징수에 수반하

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통행요 을 징수하려는 시들은 

노르웨이 정부의 명시 인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일단 요 수입이 재원을 총

족시키면 요 을 더는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노르웨이의 유료도로정책은 2001년의 노르웨이 국회의 입법을 계

기로 환 을 맞게 되었다. 이 에는 교통투자에 한 재원을 확보하기 한 

목 이 명백하 으나, 2001년 국회의 입법을 계기로 교통수요 리정책의 일환

으로 요 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운 법은 몇 년간의 토의를 

걸쳐 성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도로유료화의 목 은 교통흐름을 규제하기 한 것일 것

② 새로운 도로유료화는 통 인 요 체계와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유료화를 도입하려는 도시들과 노르웨이 정부는 각각의 경우에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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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것

④ 요 수익 은 국가와 련 지자체 간 50  50의 비율로 분배할 것

⑤ 요 수입 은 교통투자만을 하여 사용될 것

그러나, 후에 보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도로요 징수에 해 으로 찬성

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슬로, 트론하임지역으로 톨링제도가 확 되어 갈수록 

요 징수의 제약요인이 많아졌다.

노르웨이 3  도시의 교통 황  수단분담률은 <표 4-4>에 나타나 있다. 

반 으로 자동차보유 수가 많고, 승용차의존율이 교통의존율보다 압도

으로 높은 편이다. 

구 분 오슬로 베르겐 트론하임

인구(만명) 49 22 14

자동차보유대수/100명 43 32 38

자동차분담률 49 55 59

대중교통분담률 17 14 9

보행, 자전거분담률 24 31 32

<표 4-4> 오슬로, 베르겐, 트론하임의 교통현황 및 수단분담률

2) 베르겐

베르겐에서 톨링제도를 검토한 배경에는 당시의 도시문제(교외화 상)과 

련이 있다. 베르겐에서는 1960년 와 1970년 에 자동차의 속한 보 과 더불

어 도시부의 주거환경이 히 악화되었다. 이에따라 고소득층과 은 세 들

은 양호한 거주환경을 찾아 교외로 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부의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1950년 부터 1980년 까지 도심부의 인구

는 약 반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해, 즉, 인구를 도심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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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으로, 간선도로와 주차장의 건설, 도심부의 재개발, 교통이나 보

행환경의 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마스터 랜이 수립되었으나, 산제약으로 인

해 이를 완 히 실행하기까지 3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간을 단축하는 수단으로 제안된 것이 톨링이라는 도로요 의 징수

다.

사실 노르웨이에서는 1963년 요한 법률이 입법되었는데, 여기서는 공 도

로로 하더라도 요 수입이 구체 이고 합의된 투자계획에 쓰인다면 요 을 징

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84년에 제안된 이 안은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의회

에서 채택되었다. 그래서 베르겐의 톨링제도는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2001년까지로 정되었던 베르겐의 톨링제도는 2001년부터 다시 연장되어 

실시되었다. 새로운 교통과 도시 로그램이 늘어나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해 도로요 수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로운 로그램은 도로와 교통 등의 

교통 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베르겐 톨링제도의 연장에 한 입법은 2001년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혼잡

수 에 따라 요 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교통당국에 주어졌다. 그러

나 요 수 은 연장되기 과 동일한 수 에 머물 다. 그 주된 이유는 연장에 

한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한 것이었다. 우선 톨링 연장에 한 시민들

의 충분한 합의가 없었고 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도 톨링제도의 연장

을 해서는 요 인상은 불가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4년

에 요 인상이 결국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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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베르겐의 톨링

베르겐에서 실시된 톨링제도의 구체 인 내용은 <표 4-5>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 나타난 요 수 은 실시 당시의 요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후에 

변동이 있었다. 2000년에 요 이 2배로 인상되었고, 2004년에는 기 요 의 3

배로 인상되었다.

톨링제도 도입 기에는 시민들의 찬성은 13%에 그친 반면, 반 는 54%에 

달했다. 그러나, 야간에 요 을 징수하지 않고, 요 수 을 낮은 수 에 설정하

는 한편, 도로의 잇단 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사정의 개선에 따른 시민  호응에 

힘입어, 2001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0%를 하게 되었다(반 는 36.5%). 

2001년부터 베르겐의 톨링제도가 연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시민들

의 호응이 큰 몫을 했다고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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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슬로(Oslo)

베르겐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오슬로도 1990년부터 코든 방식의 도로통행료

를 징수하 다. 오슬로의 톨링제도는 19개의 요 징수소를 가진 노르웨이 최

의 도로통행료제도이다. 

오슬로는 49만명(오슬로 수도권은 85만명)의 인구를 가진 노르웨이 수도이

자 정치, 경제의 심지이다. 1980년 말 오슬로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도로

혼잡의 악화 때문에 도시터 의 정비 등을 포함한 오슬로 수도권의 교통네트워

크정비계획을 수립하 다. 이러한 정비에 산이 필요하나 통상의 산으로는 

3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까지 정비계획을 완

료하기 해 1990년 2월 톨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림 4-6> 오슬로의 톨링

이와 같은 통행료의 징수에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반 의사를 

표명하 으나, 정치  지원에 힘입어 1990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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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로가 코든요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i) 효과 인 선

ii) 오슬로 도로혼잡의 심각성

iii) 베르겐에서의 코든요 제도의 성공

iv) 징수기간의 한정성 : 15년으로 한정 

v) 요 수입용도의 명료성 : 도로  교통에 투자

vi) 정치  정당 등의 합의를 통한 지원

오슬로의 톨링제도는 경차와 형차에 한 차별 인 요 방식을 취한다. 

경차의 경우 12NOK(약 1.8달러)의 요 이, 형차의 경우 24NOK(약 3.6달

러)의 요 이 각각 부과되며, 다빈도 이용자에 해서는 8NOK(약 1.2달러)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 시간과 요일에 계없이 링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에 해 부과된다. 

요 지불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차량 면에 자태그를 부착하여 통과

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을 요 소에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톨링제도의 도입에 한 시민의식은 처음에는 부정 인 의견이 압도 이었다. 

1989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은 28%에 불과하 으며, 반 의견은 65%를 

넘었다. 그러나, 찬성의견이 서서히 증가해 1995년에는 40%까지 증가하 다.

톨링제도를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 도입 인 1989년에는 응답자의 

46%가 자동차 교통량의 감소, 18%가 도로재원확보라고 답하 으나, 도입 이

후인 1995년에는 54%가 도로재원창출, 20%가 자동차 교통량 감소라고 응답해 

그 비율이 역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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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오슬로 톨링에 대한 시행 전후 여론조사 결과 비교

오슬로의 경험은 계획단계부터 교통문제와 요 정책을 련지어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더불어, 도로나 철도의 정비계획과 요 정책을 패키지화해서 제시

하는 것이 사회  합의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토른하임

트론하임에서 톨링제도 도입에 한 시민들의 찬성의견은 앞의 다른 두 도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 편이었다. 이에 한 연구들은 트론하임에서 톨링

제도를 실시하기 에 일반 인 찬성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10% 미만이었다

고 보고하 다. 이에 따라 트론하임은 계획 기 단계에서부터 요 제도의 도입 

필요성  요 수입의 용도에 한 범 한 시민 홍보운동을 개하 다. 이

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피드백되어 수용되었으며, 그 결과 요 수 에 

한 최종계획안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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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 시간에 1회 이상 징수하지 않을 것 

ii) 한달간 징수할 수 있는 한계 설정

iii) 자감응장치(transponder)는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것

iv) 비첨두시간에 한 할인혜택

v) 은행계좌를 이용해 요 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구 분 Bergen Oslo Trondheim Kristiansand Stavenger

인구 213,000 456,000 138,000 70,000 103,000

시행일 1986. 1 1990. 2 1991. 10 1992. 4 2001. 4

요금소 수 7 19 22 5 21

요금징수제도 일괄적용 일괄적용
첨두시 비첨두시a

구분
일괄적용

첨두시 

비첨두시 구분

소형차 

진입요금(Nkr)b
10 15

15

(모든기간 매뉴얼 

요금)c
10

10(첨두)

11(비첨두)

요금징수시간
주중

6:00~22:00

매일

0:00~24:00

주중

6:00~18:00

주중

6:00~18:00

주중

6:00~18:00

할인 월 예약권 선불요금
전자시스템

사용자 할인
월 예약권

자동요금부과

와 함께 

다양하고 

발전된 

요금할인

연간 총세입

(Nkr millions)
156 1,046 168 95 80

연간 운영비용

(Nkr millions)
30 103 17 20 21

자료 : May, Anthony D. and A. Sumalee(2003)

주 : a : 첨두시-(7:00~9:00),(14:00~17:00) ; 비첨두시-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첨두시를 제외한 시간

b : 중형 이상은 요금 2배

c : 선불 6,000Nkr - 오전6시부터 오전10시까지: 9Nkr,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6Nkr

   선불 3,000Nkr - 오전6시부터 오전10시까지: 10.5Nkr,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7.5Nkr

   선불 1,000Nkr - 오전6시부터 오전10시까지 : 12Nkr,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 9Nkr

<표 4-5> 노르웨이 Toll Ring의 주요 내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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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톨링제도의 도입효과

베르겐의 경우 톨링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교통량이 처음 3% 정도 감소되었

으나, 그 뒤 자동차보 의 증가로 인해 교통량은 차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

다. 그러나,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 때문에 1980년 까지 감소하고 있던 도심

부의 인구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심재생 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증

가하게 되는 부수 인 효과를 거두었다. 

오슬로의 경우 톨링제도의 실시로 교통량은 2~5% 정도 감소하 다. 교

통의 이용객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지만, 실시 이 에 교통 이

용객이 감소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에 한 정  향은 어

느 정도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오슬로시 체의 자동차사고가 

이 보다 30% 정도 감소하 다. 

트론하임에서는 톨링제도의 실시로 부과시간  교통량이 10% 정도 감축되

었으나, 비부과시간 의 교통량은 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 으로 노르웨이 3  도시에서 톨링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

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는 이유는 본래 목 이 교통량 감축을 통한 

통행속도의 개선이 아닌 교통투자재원확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영국

1) 도시 및 도로현상

그 이트 런던(Great London)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권으로 약 700만명

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센트럴 런던(Central 

London)의 경우 백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국의 상업, 정치, 문화유산의 

심지이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제도인 CCS 실시 의 국의 교통상황은 최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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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평균속도는 14.2km/hr에 지나지 않았으며, 형 으로 운 자들은 주행

시간의 반 이상을 기행렬에 소모해야 했다.

연도 오전첨두 주간 오후첨도

1986 18.0 16.3 18.5

1990 15.1 15.6 16.1

1994 17.3 15.9 16.2

1997 15.4 14.5 15.1

2000 15.2 13.2 15.1

오전첨두전 오후첨두후

2002. 1-2 22.0 14.3 13.5 15.3 15.0

2002, 3-4 21.9 12.6 13.8 13.1 15.4

2002, 5-6 17.9 14.2 14.9 12.9 15.5

2002, 7-8 22.5 15.5 13.5 14.8 14.1

2002, 9-10 18.0 13.8 12.8 13.1 14.5

2002, 11-12 20.9 14.7 12.7 13.2 13.3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4), Impacts Monitoring - First Annual Report

<표 4-6> 통행료부과구역내의 CCS 실시전 차량 평균속도(단위 : km/h)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4), Impacts Monitoring - First Annual Report

<그림 4-8> 통행료부과구역내의 CCS 실시전 차량 평균속도(단위 :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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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도시의 교통혼잡상황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something 

must be done)는 인식이 시민들에게도 확산되었다.

2) 실시과정 및 쟁점

런던은 혼잡통행료제도 도입에 있어서 특별하고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4년 스미드 리 트에서 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교통수요 리구상이 도입되었

고, 이 일환으로 혼잡통행료가 처음으로 언 되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의 구

상은 번번히 실패를 거듭하 다. 

1998년 입법화를 통해 노동당은 지방정부에게 혼잡통행료제도를 실시할 권

한을 부여하 다. 한 민간주차장에 한 과세, 지방교통계획에 요 수입지출

에 한 권한도 지방정부에 함께 주었다. 

여기에, 혼잡통행료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걸고 시장경선에 나선  리빙스턴

이 런던시장에 당선되면서, 유권자의 지지로 받아 2003년부터 Central London

지역에서 혼잡통행료제도(Congestion Charging Scheme; CCS)가 실시되기에 이

르 다.

<그림 4-9>에는 국에서의 혼잡통행료 추진과정이 요약되어 있다. 기본

으로 ROCOL이라는 혼잡통행료에 한 기본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끊임

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실제의 시행에 있어 많은 부분이 반 되었다. 

한, 본격 인 실시에 앞서 교통개 , 즉, 버스의 노선과 편수의 폭 인 

증가가 시민들의 공감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65

 Road Charge Options for London(ROCOL) 작성

 ○ 부과방법, 상구역, 요 수 , 기술, 부과수 , 상효과, 

산수입   비용에 한 종합보고서 

 Hearing London's Views 보고서 배부

 ○ 시민이 참여하는 종합 인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 수립 목

 Hearing London's Views 배포 후 시민의견 반 한 수정안 제시

 ○ 요 인하,면제  할인 등 제공

 공식 인 시행방안 안 공개

 ○ 주요반응 : 1. 시행  교통개선 필요
               2. 부과 상 주변 지역 혼잡 우려
               3. 할인  면제 련 요구

 교통개선사업 추진 략 발표

 ○ 버스  신호체계 개선 등

 수정된 시행방안 공개 (한달동안 재의견 수렴)

 혼잡통행료 시행방안 (The Scheme Order) 확정

 혼잡통행료제도 시행

1998 ~ 2000.3   1998 ~ 2000.3

2000. 7.

2000. 10

2001. 7.

2001. 7.

2001. 12.

2002. 2.

1998 ~ 2000.3            2003. 2.

자료 : 고준호·김순관(2007)

<그림 4-9> 런던 혼잡통행료 추진과정

3) 도입현황

혼잡통행료는 징수구역(Central London)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  징수구역

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해서 부과된다. 2003년 2월부터 2005년까지의 혼

잡통행료 부과구역은 <그림 4-10>과 같다. 2007년부터 혼잡구역은 서부지역으

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그림 4-11>에 나타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면제차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징수구역내 거주자에 해서는 

9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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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ransport for London(2004)

<그림 4-10> 2007년 이전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1> 혼잡통행료부과구역의 확대(20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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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는 운행 에 일간, 주간, 는 월간단 로 지불할 수 있으며, 요

은 원래 1일 5 운드의 균일요 이었다가 2005년부터 8 운드로 인상되었다. 

혼잡통행료의 지불은 화, 인터넷, 휴 폰SMS, 자동 매기, 소매   주유소

에서 할 수 있으며, 주요 지불방법은 소매 , 인터넷, 휴 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참조).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2> 주요 지불방법 현황

4) 도입결과(효과)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런던도심으로 진입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20~30% 정도 감소하 으며, 런던도심에서 운행하는 자가용 승용차 한 같은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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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3> 런던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내 모든 도로의 진입 교통량

(2002년~2007년, 부과시간 07:00~18:00)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4> 런던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내 모든 도로의 진출 교통량 

(2002년~2007년, 부과시간 07:00~18:00)

그 결과 런던 도심의 혼잡도는 시행 에 비해 30%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그림 4-15> 참조).



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69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5> 혼잡통행료 최초 시행 지역인 런던 도심의 혼잡도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동안 차량 조사)

런던 CCS가 가장 큰 향을 미친 부분은 교통일 것이다. 2000년 까지 

런던의 버스 승객은 감소일로를 겪고 있었으며, 소  교통의 악순환(승객

감소가 서비스수 의 감소(빈도감소, 기시간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승

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의 덫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교통의 서비

스 개선과 혼잡통행료 실시로 인해 버스승객은 1999년에 비해 31% 이상 증가

하 고, 승객도 40% 이상 증가하 다(<표 4-7> 참조). 

시행지표 1999/00 2003/04* 증가율(%)

여객수(백만) 1,296 1,704 31

승객이동거리(백만) 4,429 6,362 43

운전자이동거리(백만) 354 438 24

점유율 12.5 14.7 18

초과 대기시간(분) 2.1 1.5 29

평균 CSS(%) 76 77 1

이용이 용이한 버스(%) 35 89 54

자료：Transport for a growing city : Delivering achievements, Transport for London, 2004

* 기대치

<표 4-7> 버스 서비스(1999~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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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CS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런던 혼잡통행료제도에 해 런던시민들이 으로 호의를 표명한 것은 아

니었으며, 오히려 반 의 견해가 우세하 다. 혼잡통행료제도(CCS) 실시 후

에 런던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가 <그림 4-16>에 잘 나와 있다. CCS 실

시 에는 찬성하는 견해와 반 하는 견해가 거의 같거나 반 의 견해가 우세

하 지만, 본격실시 이후에는 상황이 반 했다. 1년여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

에서 부분의 기간동안 CCS 실시에 해 찬성한 응답자가 50%를 넘는 반면, 반

한 응답자는 30% 이하로 감하 다. 

자료：Transport for London(2008)

<그림 4-16> 실시 전후의 시민들의 혼잡요금 징수에 대한 견해

이는 혼잡통행료제도에 한 막연한 반감 내지 거부감이 실제로 혼잡완화의 

편익을 피부로 느 을 때, 어떻게 시민들의 반응이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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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제도

1) 실시과정

2003년 6월 2일 스톡홀름의회는 혼잡통행료제도의 시범 실시를 다수결로 결

정하고, 2004년 6월 17일 스웨덴 국회는 혼잡세법(Congestion Tax Act)을 발의

해 시행을 결정하 다. 2006년 1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혼잡통행료제도를 시

범 실시하 으며,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근거로 실시확정을 한 

주민투표를 실시하 다. 주민투표는 2006년 9월 17일 총선거에 맞춰 혼잡통행

료제도에 한 찬반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민투표의 결과 다음

과 같은 비 이 있었다. 스톡홀름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 투표에서는 

과반수가 혼잡통행료제도를 찬성하 다. 그러나 스톡홀름 외곽 자치구의 투표

에서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혼잡통행료제도를 반 하여 앞과 좋은 조를 이뤘다.

주민투표와 병행한 총선거 후 혼잡통행료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격 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4-17> 혼잡통행료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72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제도는 정부차원의 폭 인 지원이 있었다. 정부가 

시범실시에 한 모든 비용, 즉 38억SEK에 달하는 산을 지원하 다.

시범실시와 더불어 주교통서비스가 확충되었다. 197개의 버스가 새로 도

입되었으며, 16개의 버스노선이 신설되었다. 이는 스톡홀름을 둘러싼 지역으로

부터 도심으로 진입하는 통행자들로 하여  효과 이고 빠른 체수단을 갖게 

하기 함이었다. 한 싱가포르의 ALS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범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크 앤 라이드 시설들이 세워졌다.

2) 도입현황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제도는 싱가포르의 ERP와 비슷한 코든방식의 통행료

부과방식을 취한다. 즉, 구역경계를 통과하는 차량에 해서 경계를 통과할 때

마다 부과한다. 그러나, 하루에 지불하는 최 액은 한정되어 있다. 구체 인 징

수구역  코든경계선은 <그림 4-18>과 같다.

자료：http://www.stockholmsforsoket.se/

<그림 4-18> 스톡홀름 혼잡통행료 징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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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stockholmsforsoket.se/

<그림 4-19> 혼잡통행료 도입효과(시범기간 중)

스톡홀름 통행료징수요 의 특징은 M자형 요 체계를 취한다는 이다. 즉, 

오 과 오후 첨두시간에 가장 많은 요 을 부과하고, 그 양쪽에는 상 으로 

낮은 요 을, 그리고 비첨두시간에는 가장 은 요 을 부과한다는 이다. 

징수시간 요금

06:30~07:00 SEK 10

07:00~07:30 SEK 15

07:30~08:30 SEK 20

08:30~09:00 SEK 15

09:00~15:30 SEK 10

15:30~16:00 SEK 15

16:00~17:30 SEK 20

17:30~18:00 SEK 15

18:00~18:30 SEK 10

18:30~06:30 SEK 0

자료 : http://www.stockholmsforsoket.se/

<표 4-8>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 징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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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시범실시 기간동안 코든경계지역을 통과하는 통행량은 구역에 따라 9~2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체 으로는 12~15% 정도 통과교통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19>, <그림 4-20> 참조).

자료：http://www.stockholmsforsoket.se/

<그림 4-20> 코든지역 유출입 차량수

차종별로 부과지역내의 차종별 통행량을 보면 교통은 실시 보다 4% 정

도 증가한 반면, 승용차는 2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4-9> 참조).

구분 승용차 대중교통

2004 377,000 709,000

2006 286,000 734,000

변화율 -24% +4%

자료：http://www.stockholmsforsoket.se/

<표 4-9> 스톡홀름 주간 통행료 부과 지역 통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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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종별 거리면에서도 승용차 등 일반 개별자가용의 통행거리가 9~19% 

감소한 반면, 버스의 통행거리는 7~3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승용

차의 통행거리감소폭과 버스의 통행거리 증가폭은 오 과 오후 첨두시간에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4-10> 참조).

구분 승용차 LCV HGV 버스 합계

06:00~09:00 -19.1 -17.4 -4.5 34.8 -17.4

09:00~15:00 -18.9 -12.3 -8.8 17.3 -16.9

15:00~18:00 -18.8 -19.3 -6.9 21.3 -17.8

18:00~06:00 -10.9 -13.5 -10.7 7.1 -10.7

00:00~24:00 -16.5 -15.0 -7.8 18.4 -15.5

자료 : http://www.stockholmsforsoket.se/

<표 4-10> 차종별 통행거리 변화율
(단위 : %)

5. 미국의 Value Pricing

1) Value Pricing의 배경

미국의 혼잡요 정책은 ‘Value Pricing’이라는 형태로 발 했다. Value Pricing

제도란 가치가 높은 통행에 해 보다 더 나은 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요

정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Value Pricing제도의 정착 배경을 이해하기 

해서는 1950년  이후의 미국의 교통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후에 미국에서는 자동차화 교외화가 속히 진 되었다. 이를 계

기로 1956년 연방보조도로법(Federal-Aid Highway Act)을 근거로 주간고속도로

망의 확충을 해 연료세, 형자동차등록요  등을 인상하고, 도로신탁기 을 

설립하 다. 이어 1962년에 제정된 연방보조도로법에 소  ‘3C교통 로세스

(Contiuing,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가 

규정되고, 1965년부터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인 224개 도시에서 계획이 실시되었다.



76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1964년에는 도시 교통법(Urban Mass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에 근

거하여 역 교통체계의 확립과 신교통수단의 도입, 그리고 park and ride시

설과 같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확충이 추진되었다. 

1986년에는 1990년  교통정책의 기 가 되는 The Task Force on the 

Transportation 2020 Concensus Program이 수립되었다. 이 로그램의 목 은 

2020년까지의 육상교통정책에 한 사회  합의를 형성하기 한 것이며, 이와 

같은 목 으로 국에서 65회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1990년  들어서 교통정책은 요한 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 되

는 것이 1990년의 기정화법의 개정(Clean Air Act Amendments)과 1991년의 

ISTEA(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의 제정이었다. ISTEA

의 특징은 과거 자동차의존형 교통체계를 반성하면서 교통문제해결을 한 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동차도로에 할당된 연장교부자 의 환

경개선을 한 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교통 간의 유연한 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한 이다. 더불어 교통계획과정 반에 걸쳐 Public 

Involvement(PI)가 권장되고 있으며, 교통시스템 개선의 자 원으로서 민간자

본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혼잡요 제도의 추진을 한 일럿 

로젝트의 수행이었다. 미국연방정부의 교통정책에 있어서의 흥미로운 은 정

책목표달성을 해 법률을 극 으로 개정하거나 법률을 도입하 다는 데에 

있다. 혼잡요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다. 연방정부는 ISTEA에 근

거해 유료도로 건설, 개량, 유지 는 유료화를 한 시설개조에 여할 수 있

었다. 즉 연방정부는 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직(NPO) 등으로부터 혼잡

요 일럿 로젝트의 제안을 모집하고, 최  5개 로젝트에 해 담당조직

과 력하면서 설립, 운 , 감시할 수 있었다. 각 로젝트의 비용은 1년에서 

3년까지 최  80%까지 연방정부가 부담하 다. 만일 잉여요 수입이 생기는 

경우, 미합 국법률 제23편(United States Code Title 23)의 규정에 따라 체교



제4장 해외의 도로 유료화 사례  77

통수단의 확충을 포함한 제반 목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시법인 ISTEA에 이어 1998년에는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ISTEA 규정이 변경 는 첨가되었

다. 주요한 변경 사항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경사항

① 혼잡요 을 ‘value pricing’으로 칭한다

② 로젝트 실시 이 의 지출비용과 로젝트 개발비용의 연방보조 확

③ 주간도로 유료화를 포함한 로젝트의 인정범 가 3개 으나, 이를 

삭제

④ 일럿 로젝트당 보조액의 상한(1,500만 달러) 폐지

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산연도당 800만달러를 value pricing 로그

램에 충당

－추가사항

① 로그램의 연방 산이 Highway Trust Fund(도로신탁기 )에서 충당될 

것을 명기

② 보조자 은 산승인연도의 최종일부터 3년간에 걸쳐 지출가능

이와 같은 Value Pricing의 개념과 더불어 출 한 것이 소  HOT Lane(High 

Occupancy/Toll Lanes)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가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흔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2). 이와 같은 Value Pricing제도가 처음으로 용

된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R-91 고속도로 다. 

2) 혼잡요 과 Value Pricing은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자는 모든 차량에 해 사회  한계비용

과 사  한계(평균)비용의 차이만큼 요 을 부과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요 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후자는 무료의 체차선을 이용하는 도로이용자에게 사회  한계비용과 사  한계비용

의 차이만큼의 요 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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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R-91 고속도로

SR-91 고속도로차선은 캘리포니아 오 지/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코스타 메사 

리웨이(State Route 55) 사이의 리버사이드 리웨이(State Route 91)의 앙

에 세워진 길이 16km의 유료차선이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SR-91 Express Lanes

1995년 개통한 이 고속도로는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완 한 자동화 요 징

수체계를 갖추고 세계에서 시간가변요 제를 용한 유일한 도로 다. 

SR-91 고속도로는 민간기업인 CPTC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민간기업

에 의한 리목 의 교통투자는 공민 트 십의 시행을 목 으로 1990년 에 

성립된 주법(Assembly 680)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CTPC는 이 고속도로를 

35년간 운 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한 후 주정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요 은 도로의 혼잡수 에 따라 요일과 시간별로 변하며, 첨두시간에도 

차량의 자유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구체 인 요

 스 을 나타낸 것이다. 요 은 주정부와 의로 결정된 최 수익률의 범

 내에서 CPTC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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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은 AVI기술로 징수되며, ‘FasTrak’이란 트랜스폰더를 가진 등록차량만

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와 CPTC의 합의에 근거하여, 3명 이상 탑

승차량은 할인요 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오 지 카운티 교통국(OCTA)이 이 고속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

간회사인 Cofiroute가 운   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그림 4-22> SR-91 고속도로 요금(2009.7.1)

<그림 4-23> SR-91 고속도로(오렌지카운티)의 요금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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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15 HOT Lanes Project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San Diego)를 남북으로 달리는 주간도로 I-15의 앙

에, 주도 52호선과 56호선 사이의 13.8km에 걸쳐 2차선의 HOV 차선이 1988년 

10월에 개통되었다. HOV 차선은 본선으로부터 완 히 분리되고 별도의 입출

입 램 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차선의 특징은 시간 별로 다른 방향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평일 오  6시부터 9시까지 남쪽방향(도심방향), 오후 3시부터 6

시까지 북쪽 방향에 용되어, 그 외의 시간 에는 폐쇄되었다. 이 비첨두시간

의 폐쇄된 시간 를 이용하여 NAHSC(National Automated Highway System 

Consortium)는 HOT 차선에 한 실험을 단행했다. 

 

<그림 4-24> I-15 HOT Lanes

I-15 Express Project는 혼잡요 을 부과함으로써 이동성 확보, 교통혼잡과 

기오염 경감, HOV 차선의 효율  이용, 시장베이스의 요 설정, 교통  

카풀서비스 수 의 향상 등을 목 으로 한다. 이 로젝트는 해당 도시권의 

MPO, 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SANDAG)를 실시주체로 하여, 

Caltrans를 비롯한 주, 연방정부기 의 찬을 얻어 진행되었다.

이 로젝트는 2단계로 나 어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 징수체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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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술  문제  요 수 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단계에서 즉 1997

년 9월부터 요 징수가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

요 은 교통수 에 따른 가변요 제를 용하고 있으며, 계산된 요 은 도로 

진입로의 보드에 게시되어, 이용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요 수입은 교

통시설 확충이나 카풀시설, 서비스 향상 등을 해 사용된다. 

<그림 4-25> I-15 Fastrak HOT 노선의 요금게시판

애 에 이 로젝트는 교통수요나 혼잡통행료의 실험으로서가 아닌 I-15 

corridor(교통축)의 교통서비스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1990년  반 SANDAG은 I-15 corridor를 포함하지 않는 토롤리

선 네트워크를 개발하 다. 그 주된 이유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웨이

시의  시장이었던 잔 골드스미스(Jan Goldsmith)는 형 인 재원조달방법으

로는 I-15 corridor 내부와 도심을 잇는 교통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

음을 간 하 다. 그는 기존의 HOV 차선을 HOT 차선으로 환함으로써 그 요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1992년 국회의원에 당

선됨과 동시에 이러한 제안을 주  연방정부에 제시했다. 그의 제안은 나홀로 

자가용운 자가 요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82  도시고속도로 Road Pricing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1991년 ISTEA 법안의 일부 던 Congestion Pricing Pilot 

Program이 근거 다.

I-15 Express HOT Lane 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비교  쉽게 공감 를 얻었

다. 그 이유 의 하나는 기존의 HOV 차선이 그리 활발히 이용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요 수입이 교통체계 향상에 쓰여지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소  Lexus Lanes 

논쟁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 다. 즉, 부자들은 혼잡하지 않은 도

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층은 여 히 혼잡한 도로에 남겨진다는 불평이

었다. 한, 도로 이용은 이미 과세되고 있다는 이 과세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해 골드스미드는 HOV 차선의 3분의 1만이 이용되고 있으며, San Diego

로서는 새로운 교통시설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나갔다.

이 로그램의 본격 실시 이후 I-15 Express HOT Lane에 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도 시작되었다. 다음의 표들은 이 로그램의 본격 실시 이후 시행된 1차 

시민의식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pressPass 

프로그램은 

성공적입니까?

현재 Pass

보유자

과거 Pass

보유자

I-15 

나홀로운전자

I-15 

합승자

I-8

나홀로운전자

I-8 

합승자

예
293 41 118 45 81 24

88.5% 39.8% 24.4% 33.3% 22.4% 25.5%

아니오
29 56 165 37 64 9

8.8% 54.4% 34.1% 27.4% 17.7% 9.6%

잘 모른다
9 6 201 53 216 43

2.7% 5.8% 41.5 39.3% 59.8% 45.7%

계
331 103 484 135 361 94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11> ExpressPass 프로젝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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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ass

보유자

과거 Pass

보유자

I-15 

나홀로운전자

I-15 

합승자

I-8

나홀로운전자

I-8 

합승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1 6 96 41 120 41

3.3% 5.9% 20.0% 31.5% 34.0% 45.6%

동의하지 않음
4 8 71 16 64 15

1.2% 7.8% 14.8% 12.3% 18.1% 16.7%

동의함
37 31 154 43 90 18

11.2% 30.4% 32.2% 33.1% 25.5% 20.0%

전적으로 동의함
279 57 158 35 79 16

84.3% 55.9% 33.0% 23.1% 22.4% 17.8%

계
331 102 479 130 353 9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12> 나홀로 운전자의 HOV 유료사용에 대한 의견

현재 Pass

보유자

과거 Pass

보유자

I-15 

나홀로운전자

I-15 

합승자

공평
291 72 333 88

89.5% 72.7% 71.8% 67.7%

불공평
34 27 131 42

10.5% 27.3% 28.2% 32.3%

계
325 99 464 130

100% 100% 100% 100%

<표 4-13> I-15 본선 이용자가 본 ExpressPass 프로그램의 공평성

현재 Pass

보유자

과거 Pass

보유자

I-15 

나홀로운전자

I-15 

합승자

공평
308 79 331 87

94.2% 78.2% 71.3% 64.9%

불공평
19 22 133 47

5.8% 21.8% 28.7% 35.1%

계
327 101 464 134

100% 100% 100% 100%

<표 4-14> I-15 HOV 차선 이용자가 본 ExpressPass 프로그램의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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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밀라노 에코패스(Ecopass)3)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26> 롬바디지역(청색외곽선)과 밀라노시(적색외곽선)

1) 도입배경

라노는 이탈리아에서 로마 다음으로 자가용과 오토바이 보유율이 높은 도

시(50% 이상)로서 미세분진 농도가 EU 회원국  3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탈리아정부는 환경기 에 합하지 않은 차량  오토바이 170,000

의 운행을 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8년 1월, 라노 티시아 모

라티(Letizia Moratti) 시장은 교통량 10% 감축과 기오염수  30% 감을 목

표로 한 에코패스 로그램을 공표하 다. 이 로그램은 롬바디(Lombardy) 지

역의 스모그를 이고 교통이용을 늘리기 해 상되는 연수익 2,400만 

3) 서울시, ｢그린카 보 에 비한 서울시 인 라 구축방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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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3를 교통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는 부차의 목 을 가진 로젝

트다. 교통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교통(자 거공유제, 차량공

유제 등) 로그램을 진작하는 데에도 수익 이 투입된다. 교통의 경우, 교

통커미셔  Edoardo Croci에 따르면 40개 노선에서 매일 1,300회 운행 증가효

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아래 참조).

◦도시형 교통(Urban Local Public Transport)

－피크타임/오 -피크타임 모두 차 운행횟수 13% 증가

－피크타임/오 -피크타임 모두 버스 운행횟수 20% 증가

◦ 역형 교통(Metropolitan Area Public Transport)

－피크타임 주요노선 운행횟수 27% 증가

－오 -피크타임 주요노선 운행횟수 51% 증가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27> 에코패스 ZTL 및 대중교통 노선(청색=ZTL, 녹색=도시형교통, 적색=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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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iclei-europe.org/

* 총 5,000대 규모로 운행될 예정이며, 2008년 8월 1,000대를 우선 설치했다.

<그림 4-28> 밀라노시 자전거공유제*

그러나 에코패스 로그램은 시장의 출신 당에서조차 반 가 심해 ZTL(교통

제한구역) 내에서만 실시로 계획이 축소되었다. 이는 곧 실시범 가 60㎢에서 

8㎢으로 어든 것을 의미했다(ZTL은 시 할구역의 5% 정도를 차지한다). 

한 정치  이유 때문에 로그램 시행은 2007년 10월에서 크리스마스/새해 휴

가철 이후로 늦춰졌으며, 지역주민에는 디스카운트제도를 제공하도록 하는 특

례조항을 삽입해야 했다. 한편 시당국은 로그램 실시와 더불어 홍보를 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PR, 커뮤니 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 라노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라디오, 텔 비   신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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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고

◦리 렛( 단)

◦시장의 시민 서한

◦각종 메시지 사인

◦ 고부착 고차 순회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29> 각종 에코패스 홍보물

2) 계획 및 실시현황

에코패스 로그램이란 이탈리아 라노시에서 실시 인 교통오염부담 제

도를 일컫는 말로, ZTL(Zone a Traffico Limitato)로 불리는 교통제한구역을 운

행하는 특정 차량에 도심통행세를 물리는 형식이다. 여기서 ZTL은 8㎢에 이르

는 라노 심부인 Cerchia dei Bastioni(내부순환도로) 구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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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comune.milano.it/

<그림 4-30> 에코패스 시행구역 ZTL(Zone a Traffico Limitato)

원래 2008년 1월 2일부터 1년 동안의 시범 로젝트로 실시된 에코패스 로

그램은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다. 그 기간내에 공청회 등 시민의

견 수렴과정을 거쳐 구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로그램의 주요 목 은 차량 엔진의 공식 배출기 에 따라 세율을 정함

으로써 기오염을 이는 동시에 통행료로 조성된 기 으로 사이클패스(cycle 

paths), 그린카(green vehicles) 등 교통 로젝트를 확충하는 데 있다. 이런 

에서 런던이나 스톡홀름에서 시행 인 혼잡통행료 제도와 유사하지만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며 오염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

식 차량은 아  ZTL진입을 지시킨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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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1> 에코패스 엔진오염기준 및 통행료

에코패스통행료는 주 (월~ ) 아침 7시 30분부터 녁 7시 30분까지 12시

간 동안 ZTL(교통제한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며 엔진의 공식 배출량

에 따라 2유로~10유로까지 다양하다. 체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유로3/유

로4 기  이상을 맞춘 배출 차량에는 통행료가 부과하지 않는다. ZTL에 거주

하는 주민일지라도 배출량이 낮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만 통행료가 면제된

다. 구식 오염차량을 가진 경우에는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차량배출기 에 따

라 할인된 가격으로 연간 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가격은 최고 250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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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69.65.60.112/~blogital/wp-content/uploads/2008/08/milanecopassmap.gif

<그림 4-32> 에코패스 톨게이트(적색표시 게이트=대중교통 전용 입구)

이 로그램 모니터링은 43개 ZTL 톨게이트에 설치된 디지털 카메라로 이

지며 반차량에는 70유로~275유로의 벌과 이 부과된다. 에코패스 통행료는 

ZTL 진입 에 지불하거나 혹은 진입 후 그 다음날 자정 이 에 지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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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일통행표와 함께 여러 일을 사용할 수 

있는 패스도 매한다. 요 은 인터넷, 화, 혹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거나 사

용자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에코패스 카드 최  사용

자는 반드시 카드를 지정된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3> 에코패스 감시카메라

자료 = 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4> 에코패스 요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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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는 길이 7m 이상 트럭의 통행이 지된다. 이

에 따라 상업목 의 하행 는 미리 정해진 스 에 따라서만 이 져야 한다. 

한 일정 오염수  이상 구식 차량의 경우 1년의 반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 

ZTL 진입을 불허하고 있다.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5> 에코패스 차량인식 시스템

라노 시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3주 동안 에코패스 로그램을 일시 지

하기도 했다. 여름휴가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행객들이 오가는 데 불편을 

래하지 않기 해서 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교통량이 30% 정도 어들고 

오염수 은 연  최 치에 달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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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효과

라노 교통환경청(Agency of Mobility and the Environment)이 2008년 12월

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에코패스 로그램 시행 이후 첫 1개월 동안 평균 ZTL 

진입차량은 이 의 98천 에서 82.2천 로 감소했으며 총 11개월 동안 평균 진

입차량 수는 87.7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흐름이 12.3% 정도 어들

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에코패스 외부에서도 교통량이 3.6%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주：  ZTL 내부교통량  ZTL 외부-밀라노 교통량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6> 교통량 변화

차량 클래스별 통행분포를 보면, 에코패스 로그램 시행 이 (Situazione di 

riferimento pre Ecopass)과 이후(Maggio 2008)의 차이(Variazione %)가 자가용

과 업용 공히 오염수 이 높은 차량에서 유의미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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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zione di riferimento pre 

Ecopass
Maggio 2008

Variazione

%

Classe 1 1,3% 3,1% 136,9%

Classe 2 60,0% 77,8% 29,7%

Classe 3 14,0% 8,7% -38,1%

Classe 4 24,7% 10,4% -57,7%

Classe 5 0,0% 0,0% 0,0%

Totale veicoli classi paganti 38,7% 19,1% -50,6%

자료：http://www.iclei-europe.org/

<표 4-15> 클래스별 자가용 분포(자가용)

Situazione di riferimento 

pre Ecopass
Maggio 2008

Variazione

%

Classe 1 0,7% 4,3% 514,5%

Classe 2 25,8% 40,7% 57,7%

Classe 3 2,7% 4,7% 74,4%

Classe 4 50,5% 34,8% -31,1%

Classe 5 20,3% 15,5% -23,6%

Totale veicoli classi paganti 73,5% 55,0% -25,2%

자료：http://www.iclei-europe.org/

<표 4-16> 클래스별 자가용 분포(영업용 및 버스)

도로 교통서비스에 있어서는 매일 1,300회가 추가 운행되는 효과를 낳았

다. 이는 1일평균 19,100명의 승객을 추가로 운송할 수 있는 수 으로서 최  

11개월 동안을 기 으로 7.3% 증가한 것이다. 한 아침 출근시간 내부순환로

의 혼잡도로 길이는 25.1% 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속도는 4.0% 상승했다. 

즉 매년 낭비되던 교통비 930만 유로를 약한 셈이다. 교통사고율도 20.6% 감

소했다.

지하철 이용률의 경우, 에코패스지역 내부 역사에서 내리는 평균 승객 수는 

7.30명에서 19.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상교통 이용률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

로 증가하 다(평균 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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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7> 지하철 이용률 변화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8> 지상 대중교통 이용률 변화

엔진 배출량을 기 으로 통행료를 징수한 결과 ZTL 진입차량이 달라지는 효

과가 나타났다. 특히 낡은 고오염차량의 통행량이 격히 었다. 요  지불

상 차량의 진입횟수는 56.4% 감소하고 도로운행차량이 매일 21,274  어드

는 효과가 발생했다. 한편 면제차량의 통행수는 오히려 늘었는데, 매일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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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클린차량 운행이 4.3%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라노 교통환경청의 보고서를 보면 에코패스 로그램 기 11개월 동안 

PM10 발생량이 기 치(50μμg/m3)를 넘는 일수는 2002~2007년 평균 125일에

서 83일로 감했다. 이 보고서는 교통 련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  감소

(PM10 23% · NH3 47% · NOx 15% · CO2 14% 감축)했다고 밝혔다.

주：  테일파이프 배출 PM10  ZTL 내부 PM10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39> PM10 배출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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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40> CO2 배출량 변화

자료：http://www.iclei-europe.org/ 

<그림 4-41> 에코패스 수익금(2008.5.31, 단위 : 유로)

4) 에코패스를 둘러싼 이슈들

에코패스 로그램 시행에 한 논의는 2006년 시작 으나 이를 두고 시민단

체, 정치인, 정부 등 이해 계자 간의 의견이 첨 하게 립 다. 반 론자들은 

“오염세가 단순히 정부에 다른 조세창구만을 만들어 주는 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보다 범 한 실시를 주장하는 찬성 는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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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진오염을 비롯한 각종 오염의 주범이다”라고 맞섰다.

이러한 논쟁은 에코패스 로그램 시행 1개월 뒤 발간된 간보고서에서 밝

힌 목할 만한 성과 때문에 크게 어들었다. 그 지만 호흡기 의료 문가들

은 이 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기수 이 충분한 정도가 아니며 이에 따라 에

코패스 오염세를 올리고 ZTL을 바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로그램 시행 후 첫 몇 개월 동안은 서비스 질에 한 민원이 발생했다. 

요 징수시스템에 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불편사항은 에코패스 웹사이트가 수차례 정지되는 등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일부는 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른 불평은 과태료 징수가 잘못 다고 민원을 제기할 때 법원처리 차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이다(모든 소송은 2009년 3월부터 처리하기로 정해졌다).

1일 통행량은 에코패스 로그램 시행 이 에 98천 는데 재는 87천

로 었다(2008/11의 경우 91.7천 ). 그 지만 교통체증은  에코패스 이

수 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에코패스 로그램은 본래 오염수 이 은 

새차량을 사는 이들에게 인센티 를 주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재 무료통행 건수는 매일 7,000여 에 이른다. 차량 한 당 배

출량은 지만 교통량은 이 수 으로 돌아갈 것이며 에코패스 운 수익 부족

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2009년 12월까지 이 로그램 연장을 결정할 때 

유로IV 기  디젤차량을 면제차량으로 유지했던 것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기오염 감이라는 본래취지를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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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패사례

1. 스톡홀름의 데니스 패키지

1) 주요내용

스톡홀름의 혼잡통행료제도는 이미 1990년 부터 제안된 것이었다. 스톡홀

름에서 혼잡통행료에 한 논의는 1992년 ‘데니스(Dennis) 패키지’라는 계획부

터 올라간다. 데니스 패키지는 당시 스웨덴 앙은행 총재 던 데니스(Bengt 

Dennis)가 교통정책  계획에 한 정당 간 합의를 정리한 것으로, 이에는 다

음과 같은 3가지 로그램이 포함되었다.

i) 스톡홀름 심부를 둘러싸는 환상도로건설 로그램

ii) 교통서비스의 향상  투자 로그램

iii) 이들 로그램을 재정 으로 뒷받침하기 한 유료도로화 로그램

<그림 4-42> 스톡홀름의 도시외곽환상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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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종합 인 도로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크게 3가지 다. 즉  

도심부 서부에 있는 마 호를 낀 남북방향의 도로용량이 부족했고 1980년  

후반에 동부도로링크에 있어서의 유료화도로건설계획이 있었으며, 인 국인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마찬가지로 도로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한 유료도

로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이 그것이다.

2) 데니지 패키지의 실패

그러나 이와 같은 데니스 패키지는 1997년 에 폐기되었다. 그 주된 이유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i) 경기후퇴

ii) 패키지의 유연성 부족

iii) 비용－편익분석결과의 미공개

iv) 교통계획 문가의 불참

1990년  반 실업률 1.5%를 기록했던 스웨덴 경제는 1994년에 실업률이  

8%까지 치솟는 불경기에 직면하 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도로유료화계획은 시민들의 합의를 얻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 데니스 패키지는 정당 간 합의의 산물이었으며, 정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이 아니었다. 각 정당은 각각 다른 이해 계를 가지

고 있었으며4), 이는 계획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 다. 정당 간 합의의 산

4) 당시 데니스당과 합의하 던 보수당, 사회민주당, 자유당은 도시외곽환상도로계획과 도로유료

화에 해 다음과 같은 정책 선호 계를 갖고 있었다.

   

서부외곽순환

(Outer Western Ring)

동부순환

(Eastern Ring)

도로유료화

(Tolls)

보수당 2 1 3

사회민주당 1 3 2

자유당 3 2 1

    자료：Bjorn Harsm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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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계로 교통분야의 문가가 패키지안의 수립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이 애  존재하지 않았다. 그 뒤 다양한 이해 계자들

로부터 비용－편익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에 한 사회  합의

를 도출하는데 실패하 다.

2. 영국의 환경통행료

 리빙스턴 런던시장은 2008년 CO2 배출량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 다. 그의 계획은 CO2 배출량에 따라 혼잡통행료

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CO2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는 면제를, 배출량이 가장 많

은 차량에는 25 운드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 외의 차량에 해서는 행 혼

잡통행료의 수 과 동일한 요 이 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된 보리스 존슨은 행 혼잡통행료제도를 재검

토하겠다고 2008년 7월 취임식에서 공언하 다. 재검토 이유는 리빙스턴 계획

의 효과에 한 의문성 때문이었다. 만약, 그와 같은 차등 인 요 을 부과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형차 신 혼잡통행료의 면제를 받는 소형차를 선호할 

것이며, 이는 더 심각한 도로혼잡과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와 더불어 2007년부터 서부로 확 된 혼잡통행료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제기

하 다. 그는 2008년 가을의 5주간에 걸친 공공자문을 걸쳐 서부로 확 되었던 

혼잡통행료제도를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리빙스턴의 환경통행료 구상이 지지를 얻지 못했던 큰 이유 의 하나는 정

책도입 효과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도로요 수입을 도로투자에만 쓴다는 것을 제로 데니스안에 찬성하 으며, 사회민

주당은 도로기반시설투자비용의 확보를 목 으로 도로유료화에 찬성하 다. 도로유료화에 가

장 극 인 당은 자유당이었다. 1994년 총선거 결과 데니스안에 반 했던 세력의 지지를 받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쥐게 되면서 데니스안은 곧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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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1) 교통현황

홍콩은 인 과 도시이다. 자동차의 속한 보 에 따라 도로혼잡이 심

화되었고, 이에 처하기 해 홍콩정부는 1970년  후반 이후 교통을 충

실히 정비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혼잡은 1980년  들어 홍콩의 심각

한 교통문제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홍콩정부는 1982년부터 자동차보유를 제

한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① 자가용차 최 등록세의 2배 인상

② 차량면허가격의 3배 인상

③ 연료세의 폭 인 인상

와 같은 조치와 당시 경기후퇴의 향으로 승용차 등록 수는 해에 비해 

6.5%나 감소하 다. 

그러나, 홍콩 심부의 혼잡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자가용차 등록 수도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증가했다. 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심

의 혼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자가용차의 이용을 단념한 그룹이 도심의 혼

잡을 일으키는 그룹과 다르기 때문이었다. 일련의 증세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혼잡지역에 진입하지 않는 신계(新界)지구의 자가용차 보유자

던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악한 홍콩정부는 ERP를 주목하게 되었다. 홍콩정부는 1983

년 3월 2년간의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약 350만 운드의 산을 들여 하드

웨어의 설계와 테스트, 교통수요  정책 안 분석 등을 수행하 다. 

ERP의 실험은 1983년 5월에 시작되어 1985년 6월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시범기간 에 하드웨어에 한 테스트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기술 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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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교통수요억제를 강구할 경우에 한 효과분

석도 시행되었다. 1991년을 상연도로 하여 승용차보유규제정책  3개의 

ERP안에 한 장래효과 측이 수행되었다. 3개의 ERP안은 모두 코든방식에 

의한 요 징수시스템으로 요 소의 개수와 요 수 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4

개의 시나리오 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보유억제정책
ERP

(A안)

ERP

(B안)

ERP

(C안)

통행수의 변화

승용차통행

(전일)
-19% -8% -10% -12%

내역

첨두시 -21 -20 -21 -24

주간 -18 -12 -16 -20

기타 -19 +17 +20 +24

대중교통통행 +2% +2% +3% +3%

교통정제 -11% -14% -16% -17%

시간절약분

(대시/일)
83,000 98,000 113,000 124,000

사회적 편익

(100만 홍콩달러/연)
300 730 870 920

정부비용

(100만 홍콩달러/연)
0 50 50 50

총수입

(100만 홍콩달러/연)
1,200 395 465 540

자료：山田浩之(2001)

<표 4-17> 승용차보유억제정책과 3개의 ERP안의 효과분석 비교

홍콩정부의 보고서는 이러한 투자의 사회 수익률이 300% 정도로 매우 높

으며, ERP의 3개안이 첨두시간 이외의 시간 에 교통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고 지 하 다. 이는 ERP가 자가용 이용자의 자동차보유의식을 만족시켜주면

서 첨두시간의 교통량을 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효율 이면서 공평한 정책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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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P의 귀결

홍콩정부는 보고서의 결과에 기 하여 ERP도입에 한 시민 의견수렴을 제

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시민의 완강한 반 에 착하게 되고, 결국 계획

의 무기한 실시연기를 공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홍콩의 도로유료화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이유를 알기 해서

는 당시의 정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홍

콩정부가 ERP을 제안하면서 통상 인 방법인 입법화라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

다는 사실이다. 홍콩정부는 우선 지역 원회의 의견을 요구하고, 이를 제로 

실시 단계의 수순을 밟으려 했다. 이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당시 국와 

국사이의 홍콩반환에 한 합의가 요한 작용을 했다. 당시 국은 홍콩이 

반환되더라도 정치체제유지를 한 자치  활동을 독립 으로 할 수 있는 상태

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이를 해서는 행정방침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민주  분 기를 육성해야만 했다.

홍콩정부는 홍콩내부의 자치활동의 제1과제로서 ERP 도입문제를 거론하

다. 그래서 결국 ERP는 홍콩 자치조직인 지역 원회의 의사항이 된 것이다. 

1985년 ERP에 한 지역 원회의 투표가 실시 다. 19개의 지역 원회  

11곳에서 투표가 실시되어, 9곳이 반 , 2곳이 보류라는 투표결과가 나왔다. 투

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8개의 지역 원회에서도 반 의견이 압도 이었

다. 반 로 ERP계획에 해 지지의 의견을 표명한 원회는 하나도 없었다. 이

게 홍콩의 ERP계획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3) ERP계획의 논점

지역 원회에서 제시된 ERP계획에 한 의문 과 반 론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① 홍콩정부의 장래인구나 ERP효과에 한 평가는 믿을 수 없으며,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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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 신용할 수 없다.

② 기술 인 효과성이 의심스럽다

③ 면허세의 인상에 의해 1982년 수 으로 도로혼잡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ERP계획은 연기되어야 한다.

④ 장래 ENP를 갖추지 않은 국의 차량이 홍콩역내로 진입한다면, 도로유

료화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⑤ 홍콩정부는 ERP를 도입하면 그 요 수입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면허세 등

을 인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실행에 옮겨질지는 의문

이다.

⑥ ERP는 운 자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의 사항  가장 심 인 것은 여섯 번째의 라이버시 침해 문제 다. 

정부는 도로이용자료를 극비에 보 할 것을 보증하는 몇몇 세이 가드를 제안

하 지만, 지역 원회는 이에 해 매우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4. 영국 에딘버그 혼잡통행료제도(Edinburgh congestion charge)

2002년 국의 에딘버그시는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이고, 교통

서비스 개선에 요 수입을 충당할 목 으로 혼잡통행료제도를 실시한다고 발

표했다. 그러나 이 코든혼잡요 제도로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이 제도는 시민

들과 정치인들의 반 로 인해 단되어 버렸다.

1) 계획배경

에딘버그의 경제는 과거 수십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 고, 향후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34,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도심에 생길 것으로 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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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자가용 이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 다. 1981년부터 2001

년까지의 20여년 사이 1일 통근통행량은 72%나 증가하 으며, 특히 2000년에 

자동차등록 수의 증가는 스코트랜드에서 최고 다. 따라서 2026년 도로혼잡

은 2006년에 비해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

늘어나는 교통량과 더불어 노후화된 도로의 보수와 수선이 필요했다. 도로보

수에는 연간 1,600만 운드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었으나, 도로의 완 한 보수

를 해서는 연간 7,000만 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측되었다.

혼잡으로 인한 지체 한 증가하 다. 혼잡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은 연

간 200억 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체 으로 보았을 때, 에딘버그의 

환경문제는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일부지역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질

소산화물의 문제가 두되었다.

2) 실시계획

이 즈음에 국 국회에서는 도로에 과세할 수 있는 범 한 권한을 지방정

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02년에 더함

(Durham)에서 국 최 로 혼잡요 제도를 실시하 고, 곧 이어 런던에서도 

2003년부터 혼잡통행료제도가 실시되었다. 

2001년 스코틀랜드 교통법(Transport (Scotland) Act 2001)이 제정되어 스코

틀랜드에서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고, 2002년 에딘버그 시의회는 

구체 인 안(이 코든혼잡요 , 단일코든혼잡요 , 상유지)에 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 다. 

기의 계획은 2006년 실시를 목표로 에딘버그 시내 심에서 오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평일에 실시하는 것이었다. 한 코든을 통과하는 차량에 해 2

운드의 요 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단일코든방식, 이 코든방식으로 각각 

9억 운드와 15억 운드의 요 수입이 기 되었으며, 시민들의 동의하에 실

시된 후 요 수입은 교통부문의 개선에 쓰여질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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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가을 시의회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

다. 외측코든에 해서는 오 첨두(오  7시부터 오  10시)와 오후 첨두(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시간에 징수하고, 내측코든에서는 오후 6시 30분 이

에 요 부과시간을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계획수정은 요 수입

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측되었다. 요 수입은 5천 8백만 운드에 달할 것

으로 측되었고, 에딘버그 교통계획안은 에딘버그 시외곽의 교통개선을 

해 4억 3천5백만 운드의 투자계획안을 추가시켰다.

가. 내측 코든 나. 외측 코든

<그림 4-43> 에딘버그의 이중코든요금제도 계획

의 계획안에 해 250,000여명의 시민들을 상으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

다. 에딘버그주변 지역의회의 반 가 거세었는데, 이들은 뉴스 터를 배포함으

로써 반 의견을 취합했다. 몇몇 정치  정당들과 시내 심부의 상인들의 반

도 거세었는데, 이들은 혼잡통행료제도로 인한 매출감소를 우려하 다. 이들은 

한 런던과 에딘버그 상황의 차이 을 부각시켰다. 런던은 매우 넓은 지역이

므로 소매상과 상업에 미치는 향이 에딘버그에 비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반 의견에 부딪  에딘버그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

렴하는 한편, 계획에 한 재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

2004년 4월 27일 시민공청회가 열려 약 10주간 지속되었다. 청문회보고서는 

에딘버그 시의회의 제안에 해 반 으로 지지하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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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지불방법 등에 한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혼잡통행료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백만 운드로 추정되었다. 최종계획에서는 외곽코든에 한 요

부과시간을 오  첨두시간에 한정하 으며, 내측코든에 한 요 부과시간은 

종 로 오  7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로 확정하 다. 최종 인 평가결과에서

는 요 수입이 연간 5천만 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년간 7억 6

천만 운드를 교통개선에 사용할 것도 계획하 다.

3) 시민들의 반응과 도입실패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구상에 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 에딘버그는 

찬반 그룹으로 나뉘었다. 를 들어 교통 련 압력단체 던 Transform Scotland

는 이 코든방식의 요 부과에 찬성하 으나, Princes Street라는 단체는 도심 

상업을 축시킨다는 명분으로 반 하 다.

2002년 3월 공공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에딘버그시 교외지역 

거주자의 75%와 에딘버그 체 거주자의 64%가 반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에

딘버그 교외지역의 거주자들은 그와 같은 이 코든혼잡요 제도가 부당하게 

교외거주자를 차별한다는 면에서 정당치 못하며, 한 계획실시 에 체 인 

교통에 한 계획이 확실히 서야 한다고 주장하 다. 

결국, 혼잡통행료부과문제는 정치  논쟁의 심에 서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은 정부의 계획이 혼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단지 요 수입을 확보하려

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한 의심의 리를 보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이를 

2003년 총지방선거의 이슈로 들고 나왔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통부 장 이었던 그 이(Iain Gray)는 에딘버그 시민의 

찬성을 제로 2002년 당  계획에 한 원칙 인 지지의 견해를 표명하 으

며, 에딘버그시의회는 주민투표를 제안하 다. 그러나, 당  시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상은 오직 에딘버그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해 West Lothian, Fife, Midlothian 등 주변지역의 의회들이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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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이들 의회는 에딘버그시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며 주민투표 

상에 자기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에딘버그 시의회는 이러한 계획안을 2005년 주민투표(referendum)에 부쳤으

나, 74.4%의 압도 인 반 (찬성 45,965명  반  133,678명)로 부결되었다. 주

된 반 이유는 혼잡통행료의 부과로 주변지역의 혼잡이 오히려 가 될 것이라

는 염려와 유입통행량이 어드는 지역의 상업 등 경제활동이 축될 것에 

한 우려 다. 한, 실시하더라도 교통 서비스 개선에 한 조치가 먼  취

해져야 한다고 반 자들은 주장했다.

4) 혼잡통행료제도 도입의 실패요인

비록 도로혼잡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범 한 동의가 있었지만, 시민

들의 강력한 반 로 요 이라는 가격정책으로 교통혼잡을 리하려는 에딘버

그의 교통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 인 정치  의지의 부족

－정책당국자의 동기에 한 시민들의 불신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만한 지도자의 부재

－이해 계자들의 심각한 반

－교통 문가들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 차이 

특히, 마지막 항목과 련하여, 에딘버그의 교통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도로이용자들로 하여  그들의 사회  한계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교통문

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혼잡요 제도를 도입하려 하 다. 그러나, 시민들은 

교통혼잡이 자가용 승용차에 체 인 수단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

되는 상이라는 것이 일반 인 의견이었다. 한 교통당국에 의해 제안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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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혼잡통행료제도가 실시되기 이 에 체 교통수단 투자계획에 한 어떠

한 확실한 공언이 없었다는 것에도 불만을 가졌다.

5. 영국 맨체스터 혼잡통행료

국 북서부의 도시인 맨체스터는 도로혼잡완화를 한 이 코든방식의 

혼잡통행료제도 도입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정부의 교통계획에 따라 교통 련 

투자비로 3억 운드를 지원받기 해 제시된 교통 련 패키지 로그램의 일

환이었다. 그러나 에딘버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코든혼잡통행료 방식을 

취한 도로유료화계획은 지방투표에서 압도 인 반 로 도입되지 못했다.

자료：Manchester Evening News C-Charge Results

<그림 4-44> 멘체스터의 이중코든혼잡통행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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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Turnout(%) Yes No Yes(%) No(%)

TOTAL 53.2 218,860 812,815 21.2 78.8

Manchester 46.1 43,593 113,064 28 72

Stockport 59.0 24,090 103,706 19 81

Trafford 63.6 20,445 83,568 20 80

Tameside 30.7 16,323 83,105 17 83

Bolton 48.8 20,529 79,910 21 79

Salford 57.0 14,603 79,326 16 84

Wigan 45.3 27,810 78,565 26 74

Rochdale 50.8 17,333 68,884 20 80

Oldham 54.4 17,571 68,884 20 80

Bury 57.4 16,563 64,001 21 79

자료：Manchester Evening News C-Charge Results

<표 4-18> Greater Manchester의 교통계획에 대한 지역투표결과

6. 네덜란드의 랜드스타드(Randstad)

네덜란드정부는 랜드스타드 체지역의 시들(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우트 트)에서 1990년  반이후 혼잡통행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 다. 이 계

획에는 첨단정보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유료도로  고속도로의 건설이 

포함되었고, 징수방식에는 코돈혼잡통행료제도, 거리기반혼잡통행료제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요 수입은 도로시설의 확충과 다른 세 의 감면에 쓰인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충분한 여론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계획 도입의 실패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 한 응답자들은 정부에 한 불신, 요 수 의 결정에 

한 이해부족과 수입의 용도에 한 이해부족을 반 의 주요한 이유로 지 했

다. 한 응답자들은 재의 교통량을 도로혼잡의 주요한 이유로 생각하지 않

았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잘못된 운 습 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도로혼

잡의 주요한 이유로 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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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 계획에 해 련 4개 도시권들 모두가 반  의견을 표명하

다. 련 도시들은 이 계획이 개별 도시의 유럽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을 

두려워하 다. 특히 로테르담은 자체 으로 Select System이라 알려진 독자

인 유료도로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 다.

이는 혼잡통행료제도의 취지가 조세수입의 증가가 아닌 도로혼잡의 제어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이다.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로투자 재원확보라는 목 으로 혼잡통행

료 등 도로 유료화에 성공한 도시들의 성공요인은 한 가지만으로 단정할 수 없

으나 략 으로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 , 도로정체 상에 한 시민들의 공감 가 있었다. 런던의 경우 도심의 

첨두시 평균속도가 14km 정도에 머무는 극심한 도로정체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정책결정자와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었다. 사실 도시내 혼

잡이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없다면 도로 유료화를 통해 총량 인 통행량

을 이는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도로 유료화의 필요성에 한 정책당국자의 극 인 홍보와 시민들

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다소 외라 하더라도, 런던이

나 라노의 사례는 시정부가 얼마나 시민들의 공감 를 형성하기 해 노력하

고, 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 하 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스톡홀름의 데

니스 패키지가 실패한 이유는 그 계획이 정치  타 의 산물이었고, 시민들의 

공감 를 얻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도로 유료화에 한 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해 확실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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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비하고 이를 시민들에 공언하 다는 사실이다. 즉, 도로 유료화

와 더불어 교통 련 통합패키지를 비해 시민들에게 공언하고, 실제로 서비스

를 제공하 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한 신뢰가 어느 정도로 요한지를 알 수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1975년 ALS를 도입함에 있어서 체 이용수단의 장려를 

꾀하기 해 Park and Ride 시스템을 확충하 다. 1998년 ERP를 도입함에 있어

서도 일련의 교통 련세 에 한 감세정책( 세, 등록세, 도로세의 인하)을 시

행하 다. 한 철도를 통한 교통네트워크의 정비를 해 혼잡통행료의 요

수입을 사용하 다. 런던의 경우 혼잡요 수입을 교통확충에 사용할 것

을 공언하 고, 실제로 혼잡통행료 시행 이 부터 버스서비스를 폭 으로 개

선하 다. 노르웨이의 베르겐은 도로투자 재원확보라는 목 으로 Toll Ring제

도를 실시하여 요 수입을 도로투자에 사용했다. 베르겐이 이 제도를 다시 연

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 수입의 투자로 인한 도로  터 의 잇단 개통과 

그로 인한 도로교통사정의 개선 때문이었다. 반 로 홍콩과 네덜란드의 랜드스

타트의 경우 정부의 계획에 한 불신이 도로 유료화 도입에 얼마나 큰 해요

인임을 말해 다.

네 번째로 앙정부의 지원이 으로 요한 역할을 한 도시들이 많았

다. 노르웨이에서는 도로 유료화에 따른 교통투자비용에 한 앙정부의 자

지원이 있었다. 이는 요 수 이 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지렛 의 역할을 함

으로써 시민들의 항을 완화시키고, 지방정부로 하여  제도를 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제역할을 하 다. 스톡홀름정부는 시범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으로 국비로 부담하 다. 미국에 있어서의 Value Pricing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연방정부의 장기 인 교통계획하에 지방정부로 하여  교통수요 리

에 련된 유료도로계획의 수립에 한 투자비 보조로 인해 발된 면이 크다. 

다섯 번째로 도로 유료화정책 도입 후에 사회  수용성이 얼마나 크게 달

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 런던의 경우 도입 당시만 해도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

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을 향유한 이후에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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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견이 반수를 넘어섰다. 베르겐이나 오슬로의 경우에도 실시  Toll Ring

제도에 한 시민들의 견해는 압도 인 반 으나, 실제로 실시된 이후에는 

찬성하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책과 시민들의 상 계를 연구한 결과

를 나타내는 <그림 4-5>는 도로 유료화 정책의 실시로 인한 시민들의 지지도, 

즉 사회  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 까지의 여론조사결과와 비추어 

보더라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

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요한지도 일련

의 해외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http://www.dft.gov.uk/pgr/scienceresearch/social/rptroadpricing/roadpricing?page=16

<그림 4-45> 정책의 실행과 대중의 지지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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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방안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고려요인

도시고속도로 유료화를 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유료화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는 자가용 승용차에 한 선호나 소득수 , 직업 등에 많이 좌우

된다. 특히 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할 경우 생계형 이용자, 즉 부득이하게 자가

용을 이용해야만 하는 계층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미국의 Value Pricing 도입이 

성공한 이유는 일반차선에 한 정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Value Pricing은 

기존의 차선에 유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어든 다인승 

용차선을 유료화함으로써 일반차선의 혼잡완화에도 기여했기 때문에 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을 알아야 한다. 다음 그림은 버스 용차선 

실시로 인해 교통수단 이용계층별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것

이다5).

각 시나리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5) 자세한 내용은 안기정·신성일, ｢ 역버스 용차선제도의 사회  형평성 분석｣,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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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기존 차선에 버스 용차선의 설치

－시나리오 2 : 새로운 버스 용차선의 설치

－시나리오 3 : 새로운 일반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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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3

자료：안기정, 신성일(2009)

<그림 5-1> 계층별 후생의 변화

여기서, 각 계층은 다음을 말한다.

－계층 1 : 자가용 승용차만을 이용해야 하는 계층

－계층 2 : 자가용 승용차와 버스를 선택 으로 이용하는 계층

－계층 3 : 버스만을 이용하는 계층

<그림 5-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계층은 기

존 일반도로의 용량이 작아지는 시나리오 1에서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차선을 HOT 차선으로 만들어 유료도로제

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원리가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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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 침투해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HOT 차선을 둘러싸고 소  Lexus 차선 논쟁

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이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얼마나 거

셀지 어느 정도 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고속도로의 일부 차선에 

해서는 요 을 징수하는 HOT 차선의 도입은 실 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계층1 3 2 1

계층2 2 1 3

계층3 1 2 3

자료：안기정, 신성일(2009)

<표 5-1> 계층별 선호 시나리오

두 번째로, 련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 혼잡통행료의 개념으로 도

시고속도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련 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진법’(이하 ‘도

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이다. 도시고속도

로의 서비스 수 을 제고하고, 동법이 실성을 갖기 해서는 시행령의 재정

비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앙정부의 극 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우리

나라의 교통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나

라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앙정부로서

는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한 도로의 유료화사업에 극 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입증되는 사안이다. 

네 번째로, 도로유료화의 필요성에 한 략 이고 극 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동참과 호응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해 혼잡으로 인한 시간손실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당사자로서의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환경

이라는 이슈도 시민 홍보에 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리로드맵(Bali Roadmap)에 따라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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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3  경제 국인 우

리나라는 세계 9 의 CO2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압력을 크게 받고 있

다. 우리나라는 1990년과 2005년 사이 화석에 지 소비와 CO2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장 크며(EIA, 2007),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수송

부문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 지 소비는 외환

기를 제외하고 지속 으로 증가했으며, 1998년과 2006년 사이 39.5% 증가

(에 지경제연구원, 2007)했고, 총에 지 소비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19.8%(1998)에서 21.0%(2006)로 증가했다. 한,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0년 20%에서 2004년 40%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제3

차 C40회의 개최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수송부문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5-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중(2004년)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은 2006년 22.8만 톤(환

경부, 2008)으로 서울시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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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200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6, 단, 비산먼지와 자연배출량 제외 시

<그림 5-3> 서울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2006년)

<그림 5-4>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 배출량 추이

한, 서울시 미세먼지농도는 2006년 60㎍/㎥으로 OECD 권고 수 (20㎍/㎥)

의 3배(서울시, 2007)이며, 2030년 20㎍/㎥으로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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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

마지막으로, 교통서비스향상 등과 연계하여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시 시기의 시성이 요하다. 아래의 <표 5-2>는 교통서비

스개선을 실시하 을 경우와 교통서비스개선  각종 가격정책을 동시에 

사용하 을 경우 통행자의 편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부분 

교통서비스개선(버스 용차선  지하철 행화)만을 실시하 을 경우보다 

교통서비스개선  각종 가격정책을 동시에 사용하 을 경우 편익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등 정책 실시에 한 사회  수용

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의한 시사 을 제공한다. 즉, 향후 도시고속도로 등의 유

료화에 한 명시 인 공약 없이 교통서비스 개선만을 도모하고, 후에 도

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정책의 사회  수용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인해 시민들이 편익이 증가하

는데, 후에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실시하면 높아진 편익이 다시 감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서비스개선과 같은 정책과 도시고속

도로 유료화제도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후에 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한다는 

명시 인 공약이 먼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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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외 부도심 도심

단일정책
버스전용차선 11.46 11.29 5.57

지하철급행화 12.4 10.62 4.47

승용차

가격정책

과의 조합

버스

전용차선

도심코든혼잡요금 5.01 3.95 9.32

이중코든혼잡요금 1.39 12.29 9.21

도심주차요금인상 6.34 5.24 -8.26

부도심,

도심주차요금인상
4.77 0.22 -8.66

유류세 0.52 2.45 -0.17

지하철

급행화

도심코든혼잡요금 7.47 5.79 12.47

이중코든혼잡요금 3.62 8.75 12.36

도심주차요금인상 9.01 6.71 -11.93

부도심,

도심주차요금인상
7.52 0.37 -12.4

유류세 3.27 3.78 -1.48

자료：안기정, 김경철(2008)

<표 5-2> 정책별 지역 간 통행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제2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방안

1. 관련법령의 정비

우선,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를 구체 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련법령의 정

비가 요구된다. 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할 수 있는 련법령은 ‘도 법’ 시행령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로, 여기에는 도시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

과할 수 있는 기 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에서는 편도 4차선 이상인 도시고속도로 상에서 평균 시속 

30km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혼잡요 을 징수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은 편도 2차선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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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규정을 용시킬 수 없으며, 이 구간에서 병목 상이 일어나고 있음

은 자명한 일이다. 한, 시속 30km라는 속도는 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으로 

볼 때 무도 열악할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 인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제고를 해서, 한  도시고속도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

선 기 은 2차선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시속 기 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

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5조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이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

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

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 별표 2(혼잡수준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 편도 4차로 이상 30km/h 미만

    나. 간선도로 : 편도 4차로 이상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15km/h 미만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방식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 : 혼잡통행료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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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료화의 필요성에 한 극 이고 략 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의 홍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우선, 단순히 혼잡문제완화와 도로서비스향상이라는 기존의 정책  이슈와 

더불어 통합 인 이슈를 제언해 나가야 한다. 혼잡문제와 더불어 제기될 수 있

는 문제는 바로 환경문제이다. 해외도시에서는 환경문제를 이슈로 도로유료화

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곳이 많다. 표 인 가 라노의 EcoPass

제도일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이슈화는 련 이해 계단체나 집단으로부

터 공감을 얻는데 용이하게 작용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교통의정

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시 에서 지극히 필

요하다.

두 번째로, 편익에 한 홍보와 더불어 필요성에 한 홍보가 요하다. 도로 

유료화에 한 시민들의 반 는 무엇보다도 도로혼잡이 시간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도로혼잡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앞선다. 그 지 않아도 

낮은 도로서비스 수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추가 인 요

을 지불해야 하는 생각이다. 도로투자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교통을 확

충하려면 결국 시민들의 세 이 들어가야 한다는 을 알려야 한다. 도시고속

도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만 해도 연간 150억원에 달하고, 교통지원

에만 연간 1,600억원에서 2,000억원(<그림 5-7> 참조)의 일반재원이 소요된다

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교통체계개편으로 인

한 다양한 편익을 향유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세 에 의해 충당되

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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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2009)

<그림 5-7>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2. 중앙지원의 지원

앙정부의 극 인 지원없이 혼잡통행료와 같은 도로유료화 로그램이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행히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 법’에 앙정부의 자치

단체에 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법 제50조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의 범 에서 필요한 비용의 

부 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종합 책의 시행

2. 제18조에 따른 자발  약에 의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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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구조의 개선사업

4. 제21조에 따른 환교통 진을 한 환승, 환 시설  장비의 설치 지원

5. 그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 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에 한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극

으로 홍보하는 한편, 앙정부도 필요한 재원에 한 지원을 극 으로 요구

해야 한다. 구체 으로 스톡홀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시범사업 수행에 필

요한 재원을 액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앙정부의 산에 어려움

이 있다면, 요 수입으로 국비로 지원받은 비용분만큼 국가에 환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3. 다양한 대안분석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도입안의 마련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도입하기 한 사  과정으로 다양한 안분석

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 

안을 분석할 때에는 교통 련 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련자들이 

참석해야 하고, 안에 설정에 있어 교통이용에 한 지원 등을 도시고속

도로 유료화와 연동시키는 통합 인 패키지 로그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

다. 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 에서 징수한 지 이미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한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 이다(<표 5-3> 참조). 한, 혼잡

통행료를 도심과 강남에 확  실시할 경우 시민들의 반응도 반 의견이 압도

이다(<표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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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터널 

이용경험

서울 인천 경기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매우 효과적 0.9 0.6 0.0 2.2 2.9 0.0 1.6 0.5

효과적 24.0 20.0 31.8 33.3 12.2 29.7 19.7 25.9

보통 34.8 44.2 22.7 37.8 41.3 48.5 36.8 45.3

효과 없음 37.3 34.5 45.5 22.2 35.5 19.4 37.0 26.4

전혀 효과 없음 3.0 0.6 0.0 4.4 8.1 2.4 4.9 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김태승(2004)

<표 5-3> 남산 1호터널의 통행료 징수의 교통혼잡 완화효과에 대한 반응
(단위 : %)

구  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찬성 36.2 26.9 34.7 34.8

반대 63.8 73.1 65.3 65.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김태승(2004)

<표 5-4>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에 대한 반응
(단위 : %)

그러나 혼잡통행료의 시행과 더불어 요 수입을 교통 확충 보조에 사용

하 을 때, 시민들의 호응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표 5-5>, <표 5-6> 참조). 

구  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찬성 49.0 59.7 42.4 47.1

반대 51.0 40.3 57.6 5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김태승(2004)

<표 5-5> 수입 50% 대중교통 확충 보조 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에 대한 반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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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찬성 65.3 76.1 52.5 60.8

반대 34.7 23.9 47.5 39.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김태승(2004)

<표 5-6> 수입 100% 대중교통 확충 보조 시 혼잡통행료 확대실시에 대한 반응
(단위 : %)

시민들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 을 때, 반 하는 이유는 바로 혼잡통행료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상 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표 5-7> 참조). 

따라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 를 이고, 용이하게 

합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요 수입으로 인해 교통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

음을 극 으로 알리는 한편, 그에 해 확실히 공언할 필요가 있다.

구  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이동의 자유 제약 8.6 0.0 6.3 7.0

경제적 부담 증가 41.0 12.5 23.1 30.5

고소득층이 유리 2.9 6.3 1.9 2.5

혼잡완화 효과가 적어서 23.0 6.3 37.5 29.5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불가능 24.5 62.5 30.6 29.5

기타 0.0 12.5 0.6 1.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김태승(2004)

<표 5-7> 혼잡통행료 반대 이유
(단위 : %)

다양한 안분석 결과들, 즉, 도로서비스 수 에 미치는 향, 재정에 미치는 

향, 교통의 지원과 연동된 로그램으로 인한 시민들에 주어지는 편익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상으로 한 공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징수요 수입의 명백한 용도지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결과는 반드시 피드백되어 충분한 여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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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을 거칠 때까지 공청회는 반복되어야 한다. 국 런던의 경우 혼잡요 징수

에 한 기본방침이 결정된 후에 여론 수렴에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여론수렴과정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된 시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징수구간, 시간, 방법, 

면제범 , 요 수입 용도( 교통지원  교통투자확  등) 등이다. 특히 환경

문제를 감안할 경우, 기자동차 등에 한 도시고속도로 이용요 면제 등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시범실시를 통한 효과검증 및 실시확대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안을 바탕으로 도시고속도로 일부구간에 한 시범실

시(pilot test)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앙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음은 술한 바이다.

시범실시로 인해 여러 문제 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나타난 문제 들은 

다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실시안에 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최소 6개월)

이 지난 뒤에 본격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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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단계



제1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상구간 검토

제2   효과분석

제6장  서울시 사례 분석

제

6

장

서

울

시

 

사

례

분

석



제6장 서울시 사례 분석  135

제6장
 서울시 사례 분석

제1절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입대상구간 검토6)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통행거리기반 혼잡통행료 부과의 필요성이 높은 구

간을 선정하기 해 도시고속도로의 일반 인 운 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으로 혼잡통행료 부과의 타당성 검토 측면에서 도시고속도로 노선별 지체시간

을 분석해 보았다. 

산정된 노선별 연간 지체시간  지체시간비용은 <표 6-1>에 정리된 것과 같

이 강변북로에서의 혼잡비용이 422억원으로 가장 높고, 올림픽 로가 411억원

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동부간선로가 194억원, 경부고속

도로가 132억원, 내부순환로가 131억원, 북부간선로가 41억원 순으로 지체에 

따른 연간 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이 장의 제1 과 제2 의 1~3은 고 호(2008)의 연구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제2 의 4는 이 

연구에서 도시고속도로유료화의 재정  향을 분석하기 해 새로이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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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속도로
방향

지체시간 총 지체시간
연간 

지체시간비용
연간 

총 지체 

시간 비용1)

도로

연장

거리당 

지체시간

비용주중 주말 주중 주말 주중 주말

강변

북로

서 5,672 5,757
16,876 10,091 365 57 422 28.9 14.6

동 11,204 4,334

경부

고속도로

북 1,592 375
5,593 1,914 121 11 132 7.3 18.2

남 4,001 1,539

내부

순환로

서 1,783 2,222
4,812 4,674 104 27 131 21.7 6.0

동 3,028 2,452

동부

간선로

북 3,485 1,704
7,696 4,768 166 27 194 20.0 9.7

남 4,211 3,063

북부

간선로

서 601 774
1,546 1,368 33 8 41 8.3 5.0

동 945 594

올림픽

대로

서 7,351 7,414
16,122 11,010 349 63 411 41.2 10.0

동 8,772 3,596

합계 52,644 33,825 1,138 193 1,331 127.4 10.4

1：2007년 4월 한달간 관측된 VD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지체시간비용은 주중을 247일로 보고 계산함

(주중 지체시간비용*247일 + 주말 지체시간비용*118일).

2：승용차의 시간가치는 “2006년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산출된 서울시 기준 업무 및 비업무통행 비율, 재차

인원 등을 감안하여 8,754원/대를 사용함.

3：지체시간은 기준속도 60km/h를 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 산정하였으며, 기준속도로 운행 시와의 통행시

간 차이를 의미함. 국토개발연구원의 “도로교통혼잡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1997)”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도

시교통혼잡지표의 개발 및 활용방안(1단계)(2002)”에 따르면 국내 교통혼잡에 대한 정의는 도로용량편람

(KHCM)에서 LOSE와 F 상태를 혼잡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고속도로 기준 60km/h, 국도 40km/h, 지방도 

30km/h 이하를 교통혼잡의 기준으로 사용함. 

<표 6-1> 도시고속도로 지체시간 및 지체시간 비용
(단위 : 시․대/일, km, 억원/년)

노선별 지체시간은 노선연장이 길면 그만큼 교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

에 비례하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통혼잡의 심각도를 악하기 해

서 거리당 지체시간비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가 18억원/km으

로 가장 크게 나타나 혼잡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한, 강변

북로(14.6억원/km), 올림픽 로(10억원/km)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노선의 경우 그 연장이 길고 거리당 지체비용 한 지 않은 것으로 악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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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올림픽 로  강변북로 노선에서 교통수요  교통류 

리가 시 한 것으로 보이며, 두 구간이 서울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

이라는 에서도 통행거리기반 혼잡통행료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 두 노선을 상으로 통행거리기반 혼잡통행료 부

과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하 다.

제2절 효과분석

1. 분석시나리오

효과분석을 해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하 다. 징수지역은 올림픽

로  강변북로의 서울시계내 구간으로 하 고, 징수요 은 401원/km으로 설정

하 다. 이 징수요  수 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의 차이만큼을 부과하는 

marginal cost pricing 원리를 용하고7) 해당 도시고속도로  구간의 평균속도

를 50km/h8)로 보고 산정된 값이다. 

징수지역 징수요금 징수대상

올림픽대로 41km (행주대교~강동대교) 및 

강변북로 43.8km (가양대교-구리시계) 
401원/km

버스를 제외한 징수 대상지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표 6-2> 도시고속도로 통행거리기반요금정책 시나리오

7) 고 호·김순 , 2007, ｢서울시 교통 리 략연구(가격정책을 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8) 이론 으로 marginal cost pricing에 근거한 요 수 은 이보다 더 낮은 속도(수요곡선과 한계비

용곡선이 만나는 )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수요곡선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단순히 재의 

속도기 에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과의 차이를 가지고 혼잡통행료 수 으로 결정하 다. 

2007년 4월 기  첨두시 속도자료를 살펴보면 올림픽 로  구간의 평균속도는 50km/h 이하

이며, 강변북로의 경우는 오  첨두시 서쪽방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40km/h 이하인 것으로 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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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교통수요 측 패키지인 EMME/3를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입력자료는 서

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최신 

O/D와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 다. 한 오  첨두시간의 시간 별 방향성이 

있는 시간 별 O/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도시고속도로 통행거리기반요 제의 일반화 비용을 반 하기 해 도시고속

도로 지체함수(volume delay function)에 통행요 을 시간으로 환산한 가 치를 

더하여 이를 통행배정 시 사용하 다.

이때, 교속도로 지체함수는 다음과 같다.

T=[60×(L/ S M )+D]⋅[1+α(V/C)
β
]+가 치

여기서, 가 치=(통행요 /km)/(시간가치/시간)

3. 분석결과

통행거리당 혼잡통행료 부과 시 올림픽 로의 총 진입차량 수는 오 첨두

시 시간당 5,149  감소(11.1% 감소)하고, 강변북로의 경우는 13.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체 으로는 12.6%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항목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승용차 36,920 32,757 4,163 -11.3% 41,838 36,214 5,624 -13.4%

택  시 1,418 1,359 59 -4.2% 2,362 1,957 405 -17.2%

트  럭 8,038 7,110 928 -11.5% 11,591 9,893 1,698 -14.6%

합  계 46,533 41,384 5,149 -11.1% 55,977 48,252 7,726 -13.8%

<표 6-3> 오전첨두시 대상구간 진입 교통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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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로의 통행속도는 오 첨두시 46.8km/h에서 58.3km/h로 24.5% 증가

하고, 강변북로의 경우는 44.9km/h에서 54.5km/h로 21.5%의 속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체 으로는 통행속도가 0.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수 인 것으로 단된다.

구분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증가율

올림픽대로 46.8 58.3 11.5 24.5%

강변북로 44.9 54.5 9.6 21.5%

서울시 21.9 21.9 0.0 -0.08%

<표 6-4> 통행속도 변화

올림픽 로의 총 통행시간은 35.8%, 강변북로의 경우는 32.0%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울시 체 으로도 총 통행시간은 약 4.7%(승용차의 경

우는 5.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단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승용차 1,447,410 929,597
517,813

(-35.8%)
1,079,365 737,815

341,551

(-31.6%)

택시 36,992 25,532
11,460

(-31.0%)
36,724 23,426

13,298

(-36.2%)

트럭 157,101 98,808
58,293

(-37.1%)
132,987 87,543

45,444

(-34.2%)

합계 1,643,148 1,055,261
587,886

(-35.8%)
1,251,112 850,576

400,536

(-32.0%)

<표 6-5> 총 통행시간 변화(veh․hr/시)

올림픽 로의 총 통행거리는 21.8%, 강변북로의 경우는 19.6%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 서울시 체 으로도 총 통행거리는 3.9%(승용차는 

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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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승용차 445,246 348,173
97,073

(-21.8%)
313,901 254,595

59,306

(-18.9%)

택시 9,671 8,216
1,455

(-15.0%)
10,359 7,241

3,119

(-30.1%)

트럭 50,796 38,822
11,974

(-23.6%)
39,715 30,846

8,869

(-22.3%)

합계 506,380 395,883
110,497

(-21.8%)
364,533 293,244

71,289

(-19.6%)

<표 6-6> 총 통행거리 변화(veh․km/시)

올림픽 로에 통행거리기반 혼잡통행료 부과 시 승용차의 차량당 평균통행

거리( 상 도시고속도로 구간에 진입한 차량이 진출할 때까지 이동하는 평균 

통행거리)는 미시행시 12.1km에서 시행시 10.6km로 1.4km 감소하고, 강변북로

의 경우는 0.5km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미시행시 시행시 차이 감소율

승용차 12.1 10.6 1.4 -11.9% 7.5 7.0 0.5 -6.3%

택  시 6.8 6.0 0.8 -11.3% 4.4 3.7 0.7 -15.6%

트  럭 6.3 5.5 0.9 -13.6% 3.4 3.1 0.3 -9.0%

합  계 10.9 9.6 1.3 -12.1% 6.5 6.1 0.4 -6.7%

<표 6-7> 대상구간 오전첨두시 평균통행거리 변화

4.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6-8>은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  올림픽 로를 유료화하여, 

승용차, 택시  화물차에 해 통행거리기반요 을 부과하 을 때의 요 수입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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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량 평균거리 요금
요금수입

(천원/일)

연간수입(평일)

(계*250)

강변북로

승용차 36214 7 0.401 101,652.7 -

택시 1957 3.7 0.401 2,903.6 -

화물차 9893 3.1 0.401 12,298.0 -

계 - - - 116,854.3 29,213,571.8 

올림픽대로

승용차 32757 10.6 0.401 139,236.9 -

택시 1359 6 0.401 3,269.8 -

화물차 7110 5.5 0.401 15,681.1 -

계 - - - 158,187.8 39,546,940.8 

<표 6-8> 도로고속도로 유료화로 인한 요금수입

이 표에 따르면 오 첨두시에만 요 을 부과했을 경우의 수입은 연간 5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의 연간 도로운   보

수비용의 약 4배에 달하는 액수이며, 서울시 버스사업 재정지원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어떤 징수  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시스템 운 비용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요 수입의 10~40%가 

시스템 운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59억~236억원 정도가 

시스템 운 비용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스템 운 비용을 최 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도시고속도로 운 비용인 130억원 정도를 차감한다고 해도 도

시고속도로 유료화로 인한 순수입은 연간 22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 결과는 오 첨두시에만 요 을 부과하 을 때의 효과이므로, 오후첨두

시까지 부과한다면, 순요 수입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변북로  올림픽 로의 유료화로 인한 서울시 체의 교통속도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지만, 서울시 재정 유동성 확보에 미치는 향은 결코 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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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는 열악한 도시고속도로의 서비스 수  향상, 늘어나

는 도로보수  운 비용의 충당, 교통수요 리측면에서 정한 통행량 유지, 

일반 간선도로와 구별되는 고속도로의 기능 향상 등을 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공 도로에서 요 을 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 도시들의 도로 유료화 성공  실패사례를 검토

함으로써 시사 을 제시하 다. 각 도시는 도로 유료화에 한 사회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하기 해 그 필요성을 극 으로 홍보하 고, 교통서비스

의 개선이나 도로투자계획  감세정책 등 체 로그램에 한 확실한 비

와 공언을 하 다. 한 유료화 로그램의 도입에 있어 앙정부의 극  개

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 으로 유료화를 도입할 수 있는 지렛  역할을 하

다. 한 유료화제도 도입당시에는 시민들의 반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막상 편

익을 향유하게 되면 찬성의견이 우세해질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서울 올림픽 로와 강변북로 구간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통행거리기반요 제의 형식으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를 도입하 을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 다. 체 으로 유료화로 인한 서울시 체의 속도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는 통행량의 감소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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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수 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도시고속도로의 본래의 기

능이 회복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한, 서울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 수입은 오 첨두시에만 요 을 부과해도 기존의 서울시 도시고

속도로 운   보수비용과 도로 유료화로 인한 시스템 운 비용을 차감하고도 

최소한 2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후 첨두시까지 부과하면 더 많은 

요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에 유료화제도를 도입하기 해서는 먼  유료화의 필

요성에 한 극 인 홍보와 사회  분 기 조성이 필요하다. 한 시민들과 

각계 각층 이해 계자의 이해를 얻기 한 의회도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

해 도시고속도로에 유료화에 한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요 수입에 한 

용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통서비스 지원과 같은 로그램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앙정부의 법률 , 재정  지원하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단된다. 시범실시 효과에 한 재평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고속도로 

유료화제도는 사회  합의를 얻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단기 으로는 도시고속도로에 국한하여 요 을 징수해야 하지만, 장기 으

로는 일정 구역( 컨  혼잡특별구역) 등에 해서도 징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도시고속도로라는 특정 도로에서만 요

을 징수할 경우 도시고속도로에서의 서비스 수 은 향상되지만, 요 지불을 회

피하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행자들에 의해 체도로의 혼잡 상이 심화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사례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고속도로에

서만 요 을 징수할 경우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 하  서비스 수 의 향상,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향은 크지만, 서울시 체 교통량 하에 미치는 향

을 극히 작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체 교통분야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효

과가 작다는 것이며, 이론 으로도 이는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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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환경문제를 생각할 경우 교통량 하의 효과가 작은 도시고속도

로 유료화라는 선 인 규제보다는 교통량 하의 효과가 큰 면 인 규제가 온

실가스의 감축효과 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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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Introduction and the Effect of Road 

Pricing of Urban Highway

Kijung Ahn ․ Joonho Ko ․ Jong Deok Lee

Introduction of road pricing on urban highway in Seoul is urgently needed 

from reasons of low service quality, financing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and enhancement in efficiency by correcting inefficient allocation of 

traffic volume. However introduction of it is very difficult due to the practical 

and political reasons. 

In the study, we investigate the way to introduce the road pricing by 

studying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of foreign cities and analyze the 

effect of road pricing on urban highways in Seoul.

By investigating the case of foreign cities such as ALS and ERP in 

Singapore, Tolling in Oslo, Bergen an Tronheim, CCS in London, Value 

Pricing on SR-91 Express Way and I-15 Interstate Highway, and Ecopass in 

Milan, we found that consensus among citizens on bad road conditions, 

confirmative promotion on road pricing, programs including expansion of mass 

transportation, feedback of opinions of citizens on road pricing program, 

support from contral government, and leadership of leader who makes decision 

on road pricing are greatly needed. Lack of these condition might lead to the 

failure of road pricing, which is shown by the cases of Dennis Package in 

Stockholm, Environment Charging Scheme in London, ERP in Hongkong, 

Congestion Charge in Edinburgh and Manchester, and Randstad in Netherland. 

To introduce the road pricing successfully in urban highway in Seoul, 

amend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 promotion of necessity of road 

pricing on the reason from environment as well as congestion delay, and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c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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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road pricing, we found that road pricing 

would lead to the improvement of service of urban highway, full coverage of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 on urban highway. The remaining toll revenue 

might be used for subsidy for financing the deficit in public transport 

operation and improvement on service of public tran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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