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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시장은 규모와 다양성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나, 최근 철도운영사가 

파산하는 등 철도 운영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운영과 직결되는 수요와 

운임수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요와 운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위

해 광역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과 운임탄력성을 산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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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시장은 2004년 경부고

속철도 개통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

역간 철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

심으로 도시철도망도 확충되고 있으며, 민간

자본 유치, 경전철 건설 등의 다양한 사업방

식 도입으로 규모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도운영사가 파산하는 등 철

도운영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철도운송시장은 운영과 직결되는 

수요와 운임수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운임간의 관

계를 도시철도이용자의 운임탄력성과 지불의

사금액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설문조사 개요

수도권 광역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과 운임탄력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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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광역철도운 

임은 만 65세 미만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만 65세 미만 일반운임 이용 자 401명 을 

대상으로 현재 지불중인 운임이 인상되었을 

때, 지불의사를 질문하였고, 만 65세 이상 

301명에 게 무임이었던 운임을 징수 시 

지불의사에 대해 조사하였다. 

2.2 일반이용자 분석 결과

대중교통 기준요금은 2015년 기준 1,100원 

이므로, 100원씩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지불 

용의가 없는 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운임변화와 수요변화량을 산출 하여 운임탄 

력성을 산출하였다[표1]. 기준요 금인 1,100 

원의 두배인 2,200원 까지 운임탄력성은 

–1.3 ~ –0.8로 비교적 탄력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요금별 지불의사는 1,500원, 

2,000원 등 500원 단위로 인상될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1].     

2.3 만 65세 이상 이용자 분석 결과

무임승차 대상인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겐 

무료였던 운임을 100원씩 올려 요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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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하였을 때 이용 의사에 대해 조사 

하였다.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때, 이 

용안하 겠다는 이용자는 23.6%로 나타났으며, 

기준 요금과 동일한 1,100원일때는 무임승차 

응답자의 72.4%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0원 

미만의 소액에서는 75세 미만 이용자에 비해 

75세 이상 이용자들의 지불 의사가 낮은 것 

으로 구분되며, 이후에는 80세 이상 이용자 

[그림 1, 점선]들의 지불의사가 다른 노인연 

령층에 비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광역철도 일반이용자의 운임 탄력성은 –1.3 ~ 

–0.8로 상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무임승차자들은 연령대별로 지불의사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철도운영을 위한 운임체계 

구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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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llingness to Pay of Metropolitan Train Fare(Left : Paid User, Right : Beyond 65 years-old user)

Fare(Won) Change of (%) Elasticity Fare Demand
1200 9.1% -9.7% -1.070
1300 18.2% -19.0% -1.042
1400 27.3% -28.9% -1.061
1500 36.4% -32.4% -0.892
1600 45.5% -56.4% -1.240
1700 54.5% -57.9% -1.061
1800 63.6% -61.3% -0.964
1900 72.7% -65.3% -0.898
2000 81.8% -66.8% -0.817
2100 90.9% -82.5% -0.908
2200 100.0% -84.3% -0.843
2300 109.1% -85.8% -0.786
2400 118.2% -87.5% -0.741
2500 127.3% -88.5% -0.696
2600 136.4% -92.0% -0.675
2700 145.5% -92.3% -0.634
2800 154.5% -92.3% -0.597
2900 163.6% -92.8% -0.567
3000 172.7% -92.8% -0.537

Table 1 Elasticity of Metropolitan Train 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