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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수요 측오차의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연구* 

-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심으로 -

최창호**
1)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s to Adjust the Forecasting 
Error in Freeway Transportation Demand: Focusing on Truck Traffic*

Chang-Ho Choi**

요약：고속도로 교통수요 측 오차에 따른 사회  논란을 감하기 해서는 교통수요 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력을 향상시키기 해 다방면의 연구가 진

행되어 왔고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분 여객교통이 심이 되어 화물교통에 해서는 아

직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상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수요의 

측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 다. 구체 으로 사 에 측된 화물자동차 교통량과 고속도로의 

개통 후 실제 교통량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두 교통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사  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측 교통량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화물발생 등 측모형이 미흡했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격한 규제 완화, 

국토환경의 변화 등이 화물자동차 교통량에 미치는 향에 한 장기 시계열 측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향후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 능력을 높이기 해서는 우리나라에 합한 측모형의 개

발과 더불어 장래 화물교통 환경을 하게 반 할 수 있는 장기추세 측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주제어：고속도로, 측모형,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오차

ABSTRACT：In order to reduce controversies regarding forecasting errors of freeway transport 
dem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forecasting transport demand.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improve the forecasting ability of transport demand in freeway. However, 
these efforts were mostly around person transport, often neglecting freight transport. This study 
evaluates how truck transport demands are forecasted in Korean freeways and looks for improvements 
in the system. More specifically, it compares the gap between forecasted truck traffic and real truck 
traffic after the freeway has actually gone into operation. Also, it analyzes why the results come 
out differently in each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orecasting skills that are compatible with 
Korea's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forecasting truck traffic 
in freeway. Furthermore, it is crucial to develop long-term forecasting ability that will properly mirror 
future freight transportation environment.
Key Words：freeway, forecasting model, truck, traffic volume, forecast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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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수요 측은 재의 시

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향

후 20～30년까지의 변화를 망한다. 수요 측은 

SOC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먼  시행되는 단

계이며, 경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시

행여부와 투자우선순 를 결정하는 데 향을 미

치므로 측의 정확성은 매우 요하다. 

재 시 에서 장래의 교통수요를 측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감

안하여 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오차를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그 지만 장래 교통

수요의 측 시 은 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도는 다를지라도 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사

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통수요 

측에 한 부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수요 측 오차로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하

기 해서는 교통수요 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 교통수요 측과

정에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고 그에 따른 효

과가 무엇인지를 악함과 동시에, 문제가 발견되

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새로운 안을 강구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통수요 측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지만 

부분의 개선사항은 여객교통을 심으로 이루

어진 반면 화물교통에 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건설된 고속도로를 상

으로 화물교통수요 측의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상으로 사 에 측된 

교통량과 고속도로의 개통 후 실측 교통량과의 차

이를 악하고 두 교통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교통수요 측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측 교통량과 실측 교

통량을 평가하는 고속도로의 상은 우리나라에

서 교통수요 측과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기 시

작한 1990년 에 연구가 수행된 것을 상으로 한

다. 이들 고속도로는 2000년 에 개통되었다. 다

만, 1990년 에 수행된 고속도로 교통량 측 연

구 에서도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분리하여 제시

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본 연구

의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연구의 진행은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의 변화를 토 로 화물교통량의 변화 추이를 악

하 다. 그리고 측 비 실측 교통량의 비교가 

가능한 고속도로를 상으로 사  화물자동차 교

통수요 측 결과와 개통 후 실제 화물자동차 교

통량의 차이를 평가하 다. 한 이를 토 로 고

속도로 교통수요 측 결과에서 화물자동차 교통

량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화물발생 측면에서 분

석하고 규명하 다. 그리고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를 토 로 향후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과정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을 제시하 다.

Ⅱ. 선행연구 사례 조사  시사

1. 국내 연구동향  시사  

사회  요구와 학문  요성에도 불구하고 고

속도로를 비롯한 도로교통수요의 측결과를 분

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재까지 연구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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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수요 측의 문제 을 제기한 연

구는 황부연 외(2003)가 있다. 이 연구는 공용 

인 고속도로에 하여 각 노선별로 당  측교통

량과 개통 후 이용한 실측교통량을 개통시 부터 

설계목표연도(통상 20년)까지 5년 단 로 비교하

다. 연구의 결과 1990년 이후 개통노선의 오차

가 컸으며, 특히 신갈-안산선(1991년 개통)과 서

울외곽순환선(1993년 개통) 등 수도권 주변의 노

선에서 오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는 당  교통수요 측 시 1990년 이후 속한 자

동차 증가를 상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하 다. 

이 연구는 체 교통량에 해서 분석한 것으로 

화물자동차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기획 산처(2005)는 공용 인 민간자본 투자

사업 고속도로를 상으로 측 교통량과 실측 교

통량의 차이를 비교하 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논

산-천안고속도로 등 2개 노선의 비교 결과 모든 

도로에서 실측 교통량이 측 교통량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

으로 당  교통량 측 시 사업노선 주변의 개발

계획을 과다하게 반 하 고, 연계교통망의 건설

시기가 당 보다 늦어진 , 그리고 통행료가 높

게 책정되어 수요가 감소한 원인 등을 들었다. 역

시 화물자동차에 한 구분은 하지 않았다. 

상기 두 연구에서 공통 으로 지 한 바와 같

이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에 오차를 가져오는 가

장 큰 원인은 수요 측과정의 오류이다. 특히 4단

계 교통수요 측기법의 첫 과정인 통행발생의 규

모가 최종 고속도로에 배정되는 교통수요의 양과 

 상 계에 있는데 장래의 통행발생 변화

요인을 정하게 반 하지 못한 것이 지 되었다. 

고속도로의 교통발생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연

구한 사례는 이재민ㆍ박수신(2005)과 신낙  외

(2005)가 있다. 이재민ㆍ박수신(2005)은 고속도

로의 교통량이 국내총생산(GDP)과 양(+)의 

계가 있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 교통량이 증가

하는 것을 입증하 다. 반면에 실질 통행료가 증

가하면 고속도로의 이용 수가 감소하는 특성을 

알아냈다. 신낙  외(2005)는 고속도로 교통량 발

생모형 추정에서 교통발생과 련성이 가장 높은 

요소가 자동차 수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인구수, 

고용자 수, 톨게이트 유무이며 네 가지 변수 에

서 톨게이트 유무의 상 성이 가장 낮았다.   

한편, 공간구조와 지리학  측면에서 볼 때 고

속도로 교통수요의 변화는 국토공간구조의 재배

치와 토지이용의 변화에도 향을 받는다. 특히 

도시권 주변은 공간구조의 변화폭이 크고 토지

이용이 활발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명진ㆍ정면

지(2003)는 수도권을 상으로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신도시가 통근거리를 증가시켰음을 밝

혔다. 교통거리의 증가는 결과 으로 도로교통량

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직 인 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서종국

(1998)과 권용식ㆍ김창석(1998)이 있다.

국내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총 교

통수요 오차에 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화

물자동차를 상으로 상세하게 연구된 사례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   소득수 의 증

가, 도시화의 가속화 등으로 화물 물동량은 해마

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물교통의 특

성은 산업의 발달과 교역환경의 변화 등 여객교통

과는 다른 유발요인이 있는데 여객교통과 합쳐서 

교통량을 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화물교통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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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을 두고 연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것

이 고속도로 교통량 측 오차에 따른 논란을 

감시키는 방안 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 외국의 연구 추이  시사  

도로 건설 시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은 외국에

서도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교통량 측 

결과는 실제 조사된 실측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Standard and Poors(2004)가  세계 68

개 유료도로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수요가 

평균 20∼30% 과다 추정된 바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은 국가차원의 신뢰

성 있는 통행자료(O/D)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 국가  차원의 교통

DB 구축의 필요성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느끼

고 있을 것이나 실제로 DB를 구축한 나라는 많지 

않으며, OECD 선진국 에서도 미국, 일본, 캐나

다, 국 등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들 나라는 10

년 내지 30여 년 부터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를 하여 부분 5년 주기로 국

가교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교통조사에서

는 여객교통과 화물교통을 같이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1991년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STEA)

을 공포하고 이 법에 따라 연방 교통부(DOT) 내

에 교통통계국(BTS)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교

통조사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여객교통조사(Nationwide Personal Transpor-

tation Survey), 화물교통조사(Commodity Flow 

Survey)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의 국가교통조

사(NTS)는 196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재 교통

부(DfT) 내에는 교통조사와 통계를 담당하는 교

통통계국이 설치되어 있다. 1988년 이후에는 규

모의 조사를 신하여 비교  작은 규모의 표본에 

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3년 단 의 평균을 발

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정보 리부의 주 하에 도로교통센서스, 도시

교통센서스, 국화물순유동조사, 개인교통실태

조사 등 4종류의 국가차원 교통조사가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조사 자료는 운수경제연구기 , 

민간 문연구기 , 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분

석․연구하여 교통정책의 연구와 각종 교통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1979년부터 교통 

련 자료의 수집, 유지, 리, 분석 등을 교통통계 

로그램(JTSP)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이 로

그램은 교통통계국(STC)과 청(Tourism Ca-

nada), 그리고 교통청(NTA) 간의 양해각서에 의

해 수행된다. 

이와 함께 교통수요 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필수 인 통행자료(O/D)의 악과 더불어 

화물자동차 수요를 측하는 기법을 연구하여 매

뉴얼로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FHWA(1996)가 발간한 Quick Response Freight 

Manual은 4단계 교통수요 측기법에 토 를 둔 

화물수요 측 매뉴얼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

을 한 Data의 수집과 측 차가 상세히 기술되

어 있다. 이 매뉴얼은 2008년에 개정 이 출간되

었다. 한 FHWA(2010)의 Freight Analysis 

Framework는 2007년에 조사된 Commodity Flow 

Survey Data를 이용하여 미국 내 주요도로의 화

물자동차(트럭) 교통량을 2040년까지 측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DOT뿐 아니

라 주 단 의 DOT에서도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측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밖에 Mackie and Preston(1998)이 투자평가 

과정에서 교통수요 측에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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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 고, 미국의 FHWA(1997), Minesota DOT 

(2003)  국의 DfT(1994), 일본의 高速道路調

査 (1999) 등은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포함한 교

통수요 측 차를 매뉴얼로 제시하 다. 

여객교통과 마찬가지로 화물교통도 토지이용 

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향을 받는다. Kri-

shnamurthy and Kockelman(2003), Clay and 

Johnston(2006) 등은 토지이용의 변화가 측오

차에 주는 향을 제시하 고, Rodier and Johnston 

(2002), Zhao and Kockelman(2002) 등은 사회경

제  여건변화의 향을 정리하 다.

외국의 연구사례에서 얻는 시사 은 화물자동

차 교통수요를 측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갖추어

져야 한다는 이다. 국내사례의 시사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화물교통은 여객교통과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화물교통의 특성을 반 하여 화물자

동차 교통량을 측한 다음 여객교통에서 측된 

수요와 합쳐 고속도로의 체 교통량을 제시하는 

차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Ⅲ. 화물자동차 교통 환경의 변화 조사

1. 운송수단별 화물 물동량 분담 추이 

우리나라 화물교통의 운송수단(이하 ‘화물운송

수단’으로 표기)이 처리한 물동량의 총량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3.15% 증가하 다. 

<표 1>을 보면 이 에서 공로(화물자동차)가 

처리한 물동량의 증가율은 연평균 4.25%로 매우 

높다. 반면에 철도는 1.71%, 항공은 0.88% 감소하

다. 화물운송수단별 분담률의 변화 역시 공로가 

연평균 1.02% 증가한 반면에 철도는 4.35%, 해운

은 1.54% 감소하 다. 

1991년도에 철도의 분담률이 16.0%에 달했으

나 2009년에는 5.1%로 1991년의 1/3 정도로 감소

하 다. 반면에 공로의 분담률은 64.1%에서 79.2%

로 격히 증가하 다. 이는 결국 도로건설의 확

로 공로의 경쟁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이와 같은 공로화물 운송량의 증가를 처리

하는 화물자동차 등록 수는 1991년 1,077천 에

서 2009년 3,167천 로 연평균 6.16%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기별로 연평균 증가

율에 차이가 있는데,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15.32% 증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74% 증

가, 이후 2009년까지는 0.41%로 증가율이 매우 둔

화되었다. 이는 공로의 수송분담률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76% 에 머무르다가 2009년에 79%

로 약간 증가한 것처럼 공로의 수송분담량이 수렴

하는 경향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 도로 교통량  화물자동차 비  추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의 km당 화물

자동차 교통량을 살펴보면 고속도로가 일반국도

의 4～5배, 일반국도가 지방도의 4～5배로 크게 

나타나 도로등 이 높을수록 화물자동차 교통량

이 증가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도로별 총 교통량 에서 화물자동차가 차지하

는 비 은 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증가율보다 승

용차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승용차 등록 수의 증

가율은 22.59%임에 비하여 화물자동차 등록 수

의 증가율은 15.31%이며, 2001년 이후에도 승용

차 등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4.22%인 것에 비

하여 화물자동차 등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

에 불과하다.  



110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2011. 6

(단 : 천 톤, %)

구분 1991년 2001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철도
수송량 61,215 45,122 41,669 38,898 -1.71 

분담률 16.0 6.3 6.1 5.1 -4.35 

공로
수송량 245,126 535,725 526,000 607,480 4.25 

분담률 64.1 74.2 76.5 79.2 1.02 

해운
수송량 76,124 140,544 119,410 120,031 1.60 

분담률 19.9 19.5 17.4 15.7 -1.54 

항공
수송량 200 431 372 268 -0.88 

분담률 0.1 0.1 0.1 0.1 - 

계
수송량 382,665 721,822 687,451 766,677 3.15 

분담률 100.0 100.0 100.0 100.0 -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국토해양통계연보｣

<표 1> 화물운송수단별 물동량 처리 실  비교

(단 : , %)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체

차종
화물차

화물차

구성비

체

차종
화물차

화물차

구성비

체

차종
화물차

화물차

구성비

1991년 28,140 11,753 41.77 8,363 3,034 36.28 2,580  917 35.54 

2001년 47,014 15,114 32.15 12,143 3,575 29.44 4,196 1,360 32.41 

2005년 45,371 13,522 29.80 11,134 3,312 29.75 4,533 1,399 30.86 

2009년 41,241 11,853 28.74 11,728 3,232 27.56 4,852 1,441 29.70 

연평균

증가율

'91-'01   6.71   2.86 -2.30   4.52  1.78 -1.88  6.26  4.83 -0.88 

'01-'05  -0.87  -2.63 -1.82  -2.08 -1.84  0.26  2.01  0.72 -1.19 

'05-'09  -2.28  -3.09 -0.89   1.33 -0.60 -1.84  1.76  0.75 -0.94 

주: 1. 상기 교통량은 자동차가 기 과 종  간을 이용한 모든 등 의 도로에서 조사된 것으로 실제 교통량보다 많게 집계

됨. 컨 , 한 의 자동차가 기종  간에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모두 이용하 다면 총 3 가 집계됨. 

    2. ‘화물차’는 ‘화물자동차’를 여서 표기한 것임.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2> 도로별 단  km당 화물자동차 교통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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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천만 -km, %)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합계 승 용 차 버 스 화 물 차 합계 승 용 차 버 스 화 물 차 합계 승 용 차 버  스 화 물 차

1991년  4,494 1,921 685 1,877 10,131 4,565 1,815 3,675 2,746 1,252 487 976 

2001년 12,398 6,949 1,463 3,986 17,309 11,556 657 5,096 6,589 3,598 856 2,136 

2005년 13,466 7,856 1,597 4,013 15,837 10,627 499 4,711 8,028 4,633 917 2,478 

2009년 15,573 10,448 649 4,476 16,208 11,295 446 4,467 8,801 5,902 285 2,614 

증

가

율

'91-'01  12.41 16.43 8.44 9.35 7.41 12.32 -3.78 5.36 11.86 14.94 7.99 9.98 

'01-'05   2.15 3.26 2.60 0.41 -2.19 -2.06 -6.53 -1.93 5.14 6.62 1.87 3.87 

'05-'09   3.75 7.52 -14.33 2.83 0.62 1.65 -2.44 -1.28 2.38 6.38 -18.10 1.40 

평균   8.43 11.78 2.42 6.09 3.96 7.05 -4.07 2.42 8.45 11.38 1.21 6.89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3> 도로등 별 일일 차량 수

(단 : 천만 -km, %)

구분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1991년

체도로 17,371 7,737 2,987 6,528 

고속도로 4,494 1,921 685 1,877 

구성비 25.87 24.83 22.92 28.75 

2001년

체도로 36,296 22,102 2,976 11,217 

고속도로 12,398 6,949 1,463 3,986 

구성비 34.16 31.44 49.16 35.53 

2005년

체도로 37,331 23,115 3,014 11,202 

고속도로 13,466 7,856 1,597 4,013 

구성비 36.07 33.98 52.99 35.83 

2009년

체도로 40,581 27,645 1,380 11,556 

고속도로 15,573 10,448 649 4,476 

구성비 38.37 37.79 47.03 38.73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4> 체도로의 교통량  고속도로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

<표 2>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단  km당 교통

량이며, 도로 등 별로 개설된 연장이 다르므로 

총량 인 개념에서는 상호 비교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해 <표 3>과 같이 km당 교통량을 도

로 등 별 개설연장에 곱해 도로 등 별로 처리된 

총 교통량을 비교하 다. <표 2>의 교통량이 일평

균 km당 교통량이기 때문에 <표 3>의 교통량도 

하루 기 이다. 비교를 해 승용차와 버스도 같

이 정리하 다.

<표 3>에서 나타난 특징은 고속도로의 화물자

동차 교통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국도의 교통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는 이다. 국도의 총 연장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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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수치 으로는 국도의 화물자동차 교통

량이 크지만 실제 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요 교통

로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지방도의 처리량

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국도

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평

가된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고속도로

에 편 하는 추세는 차 심화되고 있으며, 승용

차와 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표 4>는 <표 3>의 체 교통량 에서 고속도

로 이용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 과 추세를 재정리

한 것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체 교통량 에

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 이 1991년에 28.75%

에서 2001년 35.53%, 2009년 38.73%로 차 증가

하고 있다.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추

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망이 상당 수  

확충되어 지역 간 교통이 고속도로를 심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Ⅳ.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력 조사  

평가

<표 5>는 1990년 에 교통수요 측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 2000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

를 상으로 사업시행 에 측한 화물자동차 교

통량과 개통 후 실측된 것을 상호 비교하 다. 화

물자동차 구성비를 나타내기 해 승용차와 버스 

교통량도 정리하 다. 1990년 에 계획되어 2000

년 이후에 개통된 다른 고속도로 노선들도 다수 

있으나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분리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화물자동차에 한 측 교통량과 실측 교통량

의 비교 결과 모든 노선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은 체 교통량에서 화

물자동차가 차지하는 비 을 측한 값보다 실측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높

게 나타났다는 이다. 구-포항(북 천IC～서

포항IC 구간)은 실측 교통량보다 측 교통량이 

매우 큰데 이는 산업단지 발생량을 과다하게 용

한 결과로 유추된다. 

<표 5>에서 기존의 고속도로 교통량 측 결과, 

특히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측이 오차를 발생시

켰고 더욱이 화물자동차가 체 교통량에서 차지

하는 비 에 해서는 더욱 큰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물자동차가 체 교통량에서 차지하

는 비 은 <표 4>와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났

다. 이를 규명하기 해 <표 6>과 같이 우리나라 

체 고속도로 에서 도로명이 불명확하거나 교

통량 집계가 복되는 일부 노선을 제외한 노선

들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 을 분

석하 다. 

분석 결과 승용차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체 

교통량 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차지하는 비

은 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 간 도로이면서 

신규 개설된 고속도로는 화물자동차 교통 비 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따라서 고속도로 총 교통량의 규모는 승용차

의 이용량에 따라 향을 받지만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고 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화물자동차의 증

가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측 비 실

측 교통량의 증가율이 매우 큰 경우가 있는 반면

에 실측 교통량의 증가율이 오히려 연차별로 감

소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재보다 장래의 화물자동차 교

통량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교통수요 

측 오차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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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일, %)

고속도로명
(비교구간)
( 측연도)

교통량 차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화물차 
증가율

주-함양

(진안-장수)

(1995. 11) 

측

교통량

승용차 24,631 26,334 28,037 

버스  5,430  5,620  5,810 

화물차
(구성비)

13,479 
(30.96) 

14,166 
(30.72) 

14,853 
(30.50) 

 4.97 
(30.72) 

합계 43,540 46,120 48,700 

실측

교통량

승용차  3,801  4,555  5,141 

버스   336   424   379 

화물차  2,712 
(39.60) 

 3,028 
(37.82) 

3,350 
(37.77) 

11.14 
(38.39) 

합계  6,849 8,007  8,870 

구-포항

(북 천-

서포항)

(1996. 11) 

측

교통량

승용차  8,635  9,129  9,563 9,997 10,431 

버스  1,707  1,769  1,818 1,867  1,915 

화물차  7,320 
(41.44) 

 7,594 
(41.07) 

 7,812 
(40.70) 

8,029 
(40.36) 

8,247 
(40.05) 

 3.03 
(40.72) 

합계 17,661 18,492 19,192 19,893 20,593 

실측

교통량

승용차 11,197 12,445 13,064 13,071 14,158 

버스  1,796   422   448   467   419 

화물차  3,063 
(19.08) 

3,357 
(20.69) 

 3,698 
(21.49) 

 3,083 
(18.55) 

 3,487 
(19.30) 

 4.06 
(19.82) 

합계 16,056 16,224 17,210 16,621 18,064 

안 -음성

(청북-송탄)

(1996. 12) 

측

교통량

승용차 21,209 23,341 25,472 27,604 29,702 31,800 33,897 

버스  4,941  5,387  5,833  6,279  6,627  6,974  7,322 

화물차 12,593 
(32.50) 

13,633 
(32.18) 

14,672 
(31.91) 

15,711 
(31.68) 

16,620 
(31.39) 

17,528 
(31.13) 

18,437 
(30.91) 

 6.57 
(31.67) 

합계 38,744 42,360 45,977 49,594 52,948 56,302 59,656 

실측

교통량

승용차 16,767 18,831 23,427 27,177 28,519 28,619 27,040 

버스  4,206  5,772  5,517  2,574  2,287  1,977  1,815 

화물차 17,712 
(45.79) 

20,697 
(45.69) 

17,466 
(37.63) 

18,861 
(38.80) 

20,395 
(39.83) 

19,786 
(39.27) 

22,753 
(44.09) 

 4.90 
(41.59) 

합계 38,685 45,300 46,410 48,612 51,201 50,382 51,608 

청주-상주

(보은-속리산)

(1997. 4) 

측

교통량

승용차 22,879 23,712 24,544 

버스  8,203  8,386  8,570 

화물차 13,875 
(30.86) 

14,244 
(30.74) 

14,613 
(30.62) 

 2.63 
(30.74) 

합계 44,958 46,342 47,727 

실측

교통량

승용차  5,580  9,619 10,675 

버스   431   864    895

화물차 8,428 
(58.37) 

9,916 
(48.61) 

 9,295 
(44.55) 

 5.70 
(50.51) 

합계 14439 20399 20865

부내륙

(괴산-충주)

(1997. 4) 

측

교통량

승용차 18,189 19,120 19,892 20,665 21,437 

버스 6,677  6,951  7,129  7,307  7,484 

화물차 11,238 
(31.13) 

11,711 
(31.00) 

12,061 
(30.86) 

12,412 
(30.74) 

12,762 
(30.62) 

 3.23 
(30.87) 

합계 36,104 37,782 39,083 40,383 41,684 

실측

교통량

승용차 10,902 15,185 15,698 14,226 19,186 

버스 4,631  2,118  2,210  2,003  1,785 

화물차 14,622 
(48.49) 

16,325 
(48.55) 

16,473 
(47.91) 

16,014 
(49.67) 

13,112 
(38.47) 

-2.09 
(46.62) 

합계 30,155 33,628 34,381 32,243 34,083 

주: 총 교통량 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분리 제시된 노선을 상으로 함. 

자료: 한국도로공사, 1995, 1996a, 1996b, 1997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5>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측 교통량 비 실측 교통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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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구분
1991년 2001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화물차 구성비 화물차 구성비 화물차 구성비 화물차 구성비 화물차 구성비

경부선 21,328 46.4 30,690 35.14 25,604 31.46 22,853 29.71 -0.81 -2.15 

남해선 10,692 43.1 16,169 36.21 16,395 33.39 15,913 31.95 1.58 -1.54 

88선 2,278 42.6 3,155 37.09 2,773 35.43 2,921 27.23 0.72 -2.73 

울산선 6,175 32.5 17,630 39.79 13,884 34.46 14,930 35.97 5.04 0.00 

호남선 7,508 37.5 10,855 29.82 9,325 29.55 10,105 30.28 1.01 -0.55 

동선 4,848 35.1 9,640 24.42 15,921 26.28 16,576 26.98 9.07 -0.16 

동해선 3,902 37.1 4,580 23.19 2,367 20.23 2,807 19.89 -1.90 -2.45 

경인선 29,567 37.7 28,151 23.73 21,956 18.69 21,148 16.84 -2.30 -3.83 

구마선 11,120 50.4 18,057 41.90 23,764 33.73 21,079 33.03 3.77 -2.36 

소계 평균 40.27 32.37 29.25 27.99 1.80 -1.75 

서해안선 11,403 33.31 9,858 28.80 11,916 30.62 0.92 -0.90 

앙선 4,211 28.24 4,811 25.71 5,225 25.50 2.86 -1.22 

서울외곽선 26,980 24.86 37,002 24.91 34,494 20.54 3.80 -2.17 

제2경인선 18,487 27.38 21,599 25.32 21,175 22.79 1.86 -2.19 

남부선 6,899 33.94 6,744 26.40 7,105 26.72 0.39 -2.63 

소계 평균 29.54 26.23 25.23 1.96 -1.82 

익산포항선 4,256 27.17 4,177 27.01 -0.46 -0.14 

논산천안선 6,095 25.02 7,326 24.97 5.05 -0.05 

인천국제공항선 6,516 14.66 5,005 11.39 -5.80 -5.58 

음성평택선 16,325 37.62 12,834 40.88 -5.35 2.16 

부내륙선 14,570 44.37 13,142 40.20 -2.45 -2.35 

소계 평균 29.77 28.89 -1.80 -1.19 

평택화성선 4,500 30.17 

당진상주선 7,161 37.02 

서울양양선 3,126 15.01 

서천공주선 2,739 30.27 

오산화성선 746 17.67 

고창담양선 3,546 33.54 

수도권제2순환선 3,973 26.01 

소계 평균 27.10 

체노선 평균 11,753 41.8 15,114 32.15 13,522 29.80 11,853 28.74 -0.95 -1.67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6>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단  km당 화물자동차의 교통량  총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  추이

다. 한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고속도로 교통량 

측에서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정확하게 측하

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것이 부각된다.

Ⅴ.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오차 원인 

분석 

1990년 에 수행된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에

서 주로 사용된 방법은 4단계 교통수요 측모형

이다. 4단계 교통수요 측모형은 화물발생, 화물

분포, 운송수단 선택, 통행배정의 순서로 진행되

며 모든 단계가 요하다. 

이 에서 본 연구는 화물발생에 을 두고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오차의 원인을 평가하

다. 화물분포와 운송수단 선택, 통행배정까지 검

토할 필요가 있으나 분석의 범 가 커져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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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1년 2001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국토면 (㎢) 99,300 99,538 99,899 100,210 0.06 

총인구(천명) 43,801 47,343 48,138 48,747 0.51 

도시인구(천명) 36,331 41,662 43,959 45,182 1.18 

도시화율(%) 82.9 88.0 90.2 90.8 0.47 

산업단지(㎢) 381 442 469 487 1.36 

도로연장(㎞) 58,088 91,396 102,293 104,983 3.18 

철도연장(㎞) 3,091 3,125 3,392 3,378 0.71 

항만하역능력(백만톤/년) 248 423 514 800 8.78 

공항(개소) 12 17 15 15 0.41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표 7> 우리나라 국토개발  수송시설 여건 변화   

연구과제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화

물발생을 정확히 측하는 것은 이후 단계에 모두 

향을 미치므로 요성이 높다고 단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온 화물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를 국토환경의 변화 요인, 화물발생모형 용 

요인, 규제완화 요인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의 측 교통

량과 실측 교통량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

고 개선방안을 강구하 다. 

1. 국토환경 변화 추세의 반  미흡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국토면 과 총 인

구의 변화는 크지 않다. 반면에 인구의 도시집

은 가속화되었다. 총 인구가 연평균 0.51% 증가한 

데 비해 도시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1.18%로 두 

배가 넘는다. 산업단지의 공 량도 연평균 1.36%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화물 물동량의 발생에 직

인 향을 받는다. 그리고 화물 물동량을 

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시화와 산업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도시화는 도시화율을 통해 나타내며, 도시화율

은 체인구에 한 도시지역 거주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산업 환경의 변화는 산업단지의 면  변화

와 산업생산지수를 기 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도시화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경우 60년  이후 산업화에 따라 이 향도 

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 단계에 들어섰고, 70년

부터 80년  까지 격하게 진행되다가 선진국

의 열에 어든 2000년도 이후에는 증가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2005년에 처음으로 

국의 도시화율이 90%를 과하 고(90.1%), 이후 

차 둔화되고 있다. 

도시화율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09년 말 

재 서울, 부산, 구, 주, 울산은 100%의 도시

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은 98%, 인천은 

97% 이상의 도시화율을 기록하여 국 7개 역

시는 평균 99.4%의 도시화율을 보인다. 도별로는 

경기(91.6%), 제주(89.7%)의 도시화율이 가장 높

으며, 충남(63.7%), 남(68.7%)의 도시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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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천 명, %)

연도 총인구
총인구

증가율
도시인구 도시화율

증가율

도시인구 도시화율

1981 38,317 - 26,717 - - -

1991 43,801  0.81(’81~’91) 36,331  82.9(’81~’91) 3.60(’81~’91) 1.89(’81~’91) 

2001 47,343  0.63(’91~’01) 41,662  88.0(’91~’01) 1.47(’91~’01) 0.62(’91~’01)

2002 47,640  0.60 42,828  88.5  2.80 0.57 

2003 47,925  0.24 43,353  89.0  1.23 0.56 

2004 48,039  0.21 43,484  89.0  0.30 0.00 

2005 48,138  0.33 43,959  90.2  1.09 1.35 

2006 48,297  0.33 44,233  90.3  0.62 0.11 

2007 48,456  0.31 44,610  90.5  0.85 0.22 

2008 48,607  0.29 44,835  90.5  0.50 0.00 

2009 48,747  0.42 45,182  90.8  0.77 0.33 

연평균 1.07 0.42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표 8> 우리나라 인구구조  도시화율 변화 추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에  나타난 특징은 인구의 증가율보다 도

시화율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화율은 화

물 물동량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도시화율이 진행

될수록 화물 물동량은 많아지고 이에 따라 화물자

동차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의 증

가율로만 장래 화물 물동량을 추정하 다면 도시

화율에 따른 변화를 정하게 반 하지 못했을 것

으로 단된다.

다음은 산업단지의 변화가 화물자동차 교통량

에 미치는 향이다. <표 9>를 보면 산업단지의 공

이나 그에 따른 산업생산지수 역시 1980년 부

터 2000년까지는 크게 증가하다가 이후 증가폭이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했고 산업생산의 증가폭이 크던 시기를 토

로 장래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측했다면 이 역시 

측 오차를 발생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환경의 변화를 살펴

보면, 항만하역능력이 연평균 8.78% 증가하여 화

물수송에 한 부하가 매우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연평균 3.18%에 달하는 도로연장의 증

가율로부터 공로 심의 화물운송체계가 구축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 도로의 총연장은 연평균 3.18% 증

가하 으나 <표 10>과 같이 도로의 등 별로 살펴

보면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는 5.49%로 연평균 증

가율이 매우 높으며, 일반국도는 0.33%로 낮다. 

이는 고속도로가 부분 신설노선인 데 비해 일반

국도는 기존도로의 확포장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지방도와 시군도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높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지난 20여 년간 공로운

송 환경은 매우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단거리 운송에 경쟁력을 갖는 화물자

동차의 장 을 토 로 화물자동차 운송이 철도와 

해운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한 원인 의 하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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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연도
산업단지 공업생산지수

면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1 332 -  11.93 -

1991 381  1.48 (’81~’91)  34.80 11.47 (’81~’91) 

2001 442  1.60 (’91~’01)  74.72  8.24 (’91~’01) 

2002 445  0.01  80.72 8.03 

2003 450  0.01  85.19 5.53 

2004 459  0.02  94.04 10.39 

2005 469  0.02 100.00 6.34 

2006 475  0.01 108.40 8.40 

2007 472  -0.01 115.90 6.92 

2008 467  -0.01 119.80 3.36 

2009 487  0.04 119.70 -0.08 

연평균 0.32 6.86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www.kosis.kr)

<표 9> 산업단지 면 과 공업생산지수의 변화 추이

(단 : km, %)

구분 1991년 2001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고속도로  1,597  2,637  2,968  3,776 5.49 

일반국도 12,114 14,254 14,224 13,820 0.33 

특별ㆍ 역시도 12,717 17,810 17,506 18,749 1.78 

지방도 10,643 15,704 17,710 18,138 2.85 

시군도 21,016 40,992 49,885 50,501 5.08 

합계 58,088 91,396 102,293 104,983 3.18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10> 우리나라 도로 등 별 공용연장의 변화

2.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기술의 한계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90년 에 수행된 고

속도로 교통수요 측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은 4

단계 교통수요 측모형이며, 이  본 연구에서는 

화물발생에 을 두고 오차 원인을 평가토록 

하 다. 

기존의 고속도로 교통량 측에 용된 화물발

생모형은 부분 시계열회귀모형이다. 시계열회

귀모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해서

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측에 

합한 설명변수를 선정해야 하고 변수 간의 다

공선 계와 이분산성의 검정 등 통계  차가 

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시

계열로 측하기 한 충분한 실측 자료가 구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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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총물동량  화물자동차 공로수송량의 증가 추이

고속도로명( 측시기) 용된 설명변수

주-함양(1995. 11) 
인구수, 자동차 등록 수, 

산업생산액

구-포항(1996. 11) 인구수, 근로자 수

안 -음성(1996. 12) 
인구수, 지역총생산, 1인당 

산업생산액

청주-상주(1997. 4) 인구수, 지역총생산

부내륙(1997. 4) 
인구수, 근로자 수, 

산업생산액

자료: 한국도로공사(1995, 1996a, 1996b, 1997)

<표 11>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교통발생모형 

설명변수 비교

<표 11>에 정리된, 고속도로 노선별 화물자동

차 교통량을 측하는 데 사용된 화물발생모형을 

살펴보면 인구수, 지역총생산, 근로자 수, 산업생

산액 등이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설

명변수는 분명 화물 발생량과 련이 있으며 따라

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에도 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지만 문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회귀모형에서 수행되어야 할 통계  차가 합

하게 수행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화물자동차 등

록 수, 산업생산지수 등 화물자동차 교통량과 

한 련이 있는 다른 변수들도 고려했는지 역시 

불명확하다. 더욱이 유사한 시기에 수행된 고속도

로 노선들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에서 각기 다

른 설명변수가 용된 것은 측의 일 성 측면에

서도 문제로 지 된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에 

더욱 큰 향을 미친 것은 물동량 증가 추세의 불

규칙성을 지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화물 물동량 

추이를 보면 1990년  반에 속히 증가하다가 

외환 기로 감한 후에 2000년  에 다시 

증하다가 경제 불안으로 속히 감소한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된 양상을 보인다. 고속도로 교통량을 

장기 추세로 측할 때 1990년  반까지의 물동

량 자료를 토 로 장래의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

통량을 측하 다면 2000년  반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과다하게 측

하 을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오차의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연구: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심으로  119

규제

완화 

시기

운송업종

(규제완화 내역)

규제완화(강화) 

시  1년 후 

화물자동차 

증가율(%)

1997년

일반화물

(면허제 → 등록제)
22.3

개별화물

(면허제 → 등록제)
46.6

용달화물

(면허제 → 등록제)
88.8

2004년

일반화물

(등록제 → 허가제)

※ 규제 강화

 1.0

자료: 신동선(2002), 유진근(2010)의 내용을 정리

<표 12> 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규제완화 내역 

 화물자동차 등록 수 증가율

3. 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속한 

규제완화

우리나라의 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1990

년  반 이후 본격 인 규제완화가 시작되었으

며 재는 규제완화가 부분 이루어졌다. 외국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신 인 규제완화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두드러진 것은 운송업종에 한 규

제의 완화로 과거 구역화물, 컨테이 운송, 국

화물, 노선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 등 상세한 수

까지 운송업종이 분할되어 있던 것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로 단순화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수에도 크게 향을 미쳤다. 1997년 7월 규제완

화가 시행되었고 1년 후 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업종별 등록 수의 변화를 보면 체 으로 

35.1%가 증가하 으며 업종별로도 22.3∼88.8%

까지 증가하 다. 동 기간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율이 8.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

면 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수의 규제완화가 얼

마나 큰 향을 미쳤는지 유추할 수 있다.

<표 13>은 30여 년간 장기 시계열로 화물자동

차 등록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규제완화가 

본격 으로 시작된 1997년 이후부터 2002년까지

(외환 기 기간 외) 화물자동차, 특히 업용화

물자동차가 속히 증가하다가 이후 수렴하는 특



120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2011. 6

(단 : 천 , %)

연도
체차량

등록 수

화물자동차 등록 수 체차량

증가율

화물자동차 증가율

자가용 업용 합계 자가용 업용 합계

1981   537  160  52  219 - - - -

1991  3,924  811 110  935 22.09 
(’81~’91) 

17.65 
(’81~’91) 

7.87 
(’81~’91) 

15.67 
(’81~’91) 

1995  7,871 1,434 136 1,590 20.45 
(’91~’95)

16.15
(’91~’95)

6.21
(’91~’95) 

15.01
(’91~’95)

1996  8,949 1,382 133 1,532 13.69 -3.66 -2.04 -3.59 

1997  9,740 1,605 155 1,786  8.83 16.12 16.98 16.56 

1998  9,819 1,666 160 1,848  0.82  3.83  2.96  3.43 

1999 10,489 1,723 178 1,921  6.82  3.42 11.37  3.99 

2000 11,280 1,963 219 2,203  7.55 13.94 22.96 14.68 

2001 12,914 2,434 272 2,728 14.48 23.98 24.08 23.83 

2002 13,949 2,569 302 2,894  8.02  5.57 10.98  6.08 

2003 14,587 2,677 315 3,016  4.57  4.20  4.32  4.21 

2004 14,934 2,717 321 3,062  2.38  1.46  1.98  1.52 

2005 15,397 2,756 322 3,102  3.10  1.45  0.19  1.30 

2006 15,895 2,782 327 3,133  3.24  0.93  1.58  1.00 

2007 16,428 2,812 335 3,171  3.35  1.08  2.38  1.22 

2008 16,794 2,796 339 3,160  2.23 -0.55  1.23 -0.35 

2009 17,325 2,799 342 3,167  3.16  0.10  0.90  0.20 

자료: 국토해양부, 각 연도, ｢국토해양통계연보｣

<표 13> 체 자동차 등록 수 비 자가용, 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추이 비교

징을 보인다. 1990년  반부터 2000년  반까

지의 변동이 매우 크다. 

<표 1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 와 1990

년  반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체 화물자동차 등록 수가 증가하 고, 이후 규

제완화의 향으로 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수

가 증가하 으며, 2000년  반 이후에는 자가용

과 업용 화물자동차 모두 증가추세가 히 낮

아지고 있다는 이다. 결국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측 시에 1990년 까지의 경제성장 추이  화물

자동차 등록 수 증가 추이를 반 하 다면 화물

자동차 측교통량이 실측교통량보다 크게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Ⅵ.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의 개선방안 

지 까지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

에 향을 미친 주요 원인에 해 살펴보았다. 그

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에 해 논의가 필요하

며, 앞서 제기한 측오차 발생원인 분석의 형태

에 따라 보완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1. 장래 사회경제  여건 변화의 악  반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국토의 공간구조와 인구

변화, 산업의 구조 등 다양한 사회경제  요인에 

향을 받는다. 과거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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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측이 미흡했던 주요 원인 의 하나로 국토

환경의 변화가 주는 사회경제  여건을 반 하는 

것이 미흡한 을 들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보완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장래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정하게 

반 하기 해서는 장래에 한 측력이 보완되

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

토환경을 갖는 선진국을 상으로 그 국가가 걸어

온 사회경제  변화를 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추세, 산업

구조의 변화와 소득수 의 증가 추세 등 화물자동

차 교통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추이를 

악한다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측력을 높

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화물운송시장의 범세계 인 추세는 화물자동차 

운송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다. 이는 시공

간  근성과 단거리 비용 경쟁력에서 타 운송

수단보다 월등한 장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앞서 정리한 우리나라 사례와 같이 분담률이 

일정수 에 이르면 증가의 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은 화물자동차 운송이 운

송수단으로서 갖는 고유의 속성과 더불어 국토환

경  사회경제  변화에 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래의 고속도로 화물자동

차 측 시에는 보다 종합  시각에서 장래 환경

의 변화를 감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화물교통수요 측 능력의 향상  정확성 

증진 방안 강구 

우리나라의 화물수요 측은 4단계 교통수요

측모형에 토 를 두고 있으며, 모든 단계가 요

성을 갖는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는 화물발생에 

국한하여 다루기로 앞서 정리하 다. 

화물발생 측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해

서는 우선 장기 시계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20년 이상의 장기 교통량을 시계열회귀모형

으로 측할 경우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개수의 실측 자료가 구비되

어야 한다. 시계열회귀모형을 사용하기 한 실측

자료 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략 3

0～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추정할 때 통계  유의성

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한 개수의 

설명변수 종류 선정과 더불어 회귀모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 공선 계, 이분산성 등 측력에 

향을 미치는 오류를 감소시키는 차가 필요하

다. 특히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고속도로의 화

물자동차 교통량과 계가 높은 설명변수를 발굴

하는 일이다. 컨  교통존별 인구수가 자동차등

록 수보다 더 합한지, 는 자동차 등록 수를 

용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등록 수를 용하는 

것보다 측력이 떨어지는지 등 아직 연구되지 않

은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는 다수의 설명변수를 

발굴하고 이를 정한 통계분석 과정을 통해 표

이고 유의성 있는 소수의 설명변수 군으로 함축

시킬 필요가 있다.  

3. 장래 화물자동차 운송환경의 변화 감안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화물운송시장의 환경 변

화에 크게 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한 

규제가 부분 완화된 상태에서 단기 으로 고속

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에 향을 미칠 만한 요

인을 찾기는 어렵다. 그 지만 장기 으로 볼 때 

지구온난화에 따른 배출가스 감 규제가 화물자



122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2011. 6

동차 교통량에 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상된다.

화물자동차 교통량을 이기 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철도나 해운으로의 모달 시 트(modal 

shift)를 장려하고 화물자동차의 형화를 통한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감안한다면 화물 물동량

의 자연 증가량에 향을 받겠지만 장기 으로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

서 지 과 같이 화물 물동량과 화물자동차 등록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제 하에 고속도로의 화물

자동차 교통량을 측한다면 측의 오류를 발생

시킬 수 있다.  

결국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소수의 요인에 향

을 받기보다는 다양하고 측이 어려운 요인들에 

향을 받는다고 평가되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 로 읽는 것도 교통량 측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이 된다. 

Ⅶ. 결론 

고속도로 교통량 측력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

는 사회  논란을 감시키기 해서는 교통수요 

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속도로 교통수요 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다방면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상당한 보완이 이루

어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 까지 수행된 연구

의 부분은 여객교통에 주안 을 둠에 따라 화물

교통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상으로 화

물자동차 교통량의 측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

안을 강구하 다. 구체 으로 사 에 측된 화물

자동차 교통량과 고속도로의 개통 후 실측된 교통

량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두 교통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은 사

 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측 교통량 간에 차이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국토환

경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의 반  미흡,  통행발

생모형 등 측기술이 부족했고 규제완화 등 화물

운송시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사  

측이 부족했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

기 해서는 장래의 사회경제  변화 여건을 보다 

정확히 악하여 반 하고 화물교통수요 측 능

력의 향상  정확성 증진 방안의 강구, 그리고 장

래 화물자동차 운송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정수

의 보정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고 제시된 내용은 극히 일

부로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량 측오차를 발

생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의 부가 아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것은 화물

발생을 심으로 향력이 큰 일부 요인에 국한된 

것이다. 화물분포, 교통수단 선택, 통행배정 단계

에서도 다양한 오차발생 요인이 있으며, 다른 것

들도 여러 측면에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 보다 폭넓은 향 요인에 한 연구  개선방

안이 제시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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