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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수요예측용 네트워크는 도로와 철도는 구축되어 있으나 버스네트워크는
수도권 이외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버스의 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 시점에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버스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
지 않다는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포털사이트나 교통카드정산업체에서 구축한 버스노선정보
데이터를 교통수요예측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버스노선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류장(궤적) 좌표의 최
근접노드를 탐색하였다. 탐색된 최근접노드간의 최단경로를 탐색하여 링크리스트를 구축하여 교
통수요예측용 전국 버스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최근접노드와 실제 정류장(궤적) 위치의 차이로
인하여 완전한 자동탐색은 어려움이 있으나 초기 버스네트워크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교통수요예측용으로 배포되는 KTDB의 버스OD를 이용한 수요예측결과와 노선정보를 이용한
버스교통량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검토하였다.
￭ 주제어: 버스노선, 도로네트워크, 교통수요, 자동화, 최단경로, 맵매칭

Currently, the travel demand forecasting networks of roads and railroads in Korea were installed,
but the bus network has not been established except the metropolitan area. It is very ironic that no
bus network for travel demand forecasting has been established at the present time, when it is
possible to grasp the bus operation status in real time using the smartphone in most regions of the
country. This is also because bus route information data built by portal sites or transportation card
settlement companies cannot be used directly for travel demand forecasting.
In this study, the nearest node of the stop (trajectory) coordinate was searched using the existing
bus route information data. By searching for the shortest route between the searched nearest nodes
and constructing a link list, a nationwide bus network for travel demand prediction was establishe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location of the nearest node and the actual bus stop (trajectory),
complete automatic search is difficult, but the initial bus network construction is expected to be
possible. We compared the demand prediction results using KTDB's bus OD, which is currently
distributed for travel demand prediction, and the volume of bus traffic using route information, and
checked the difference.
￭ Keywords: Bus Route, Road Network, Travel Demand, Automation, Shortest Path, Map Matching

버스노선정보를 이용한 교통수요분석용 전국버스네트워크 구축

Ⅰ. 서론

른 광역권에 비해 대중교통망이 복잡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O/D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수요분석용 네트워크는 도

서라도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

로와 통합(도로+철도)는 구축되어 있으나, 대중교

해야 했다. 마을버스 및 비정규 노선을 제외한 약

통분석을 위한 노선정보 데이터(line data)는 철도

3,000개의 버스노선을 수작업으로 구축하였다.

에 대해서만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고 버스 노선정

권병우(2004), 성홍모(2005), 안형준 외 1인(2007),

보 데이터는 수도권 이외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장원재 외 4인(2012)와 같이 기존의 버스네트워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

를 구축하는 방식은 모두 GIS 툴이나 교통수요분석

간으로 버스의 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 시점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지역의 버스노선을

에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버스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전국 버

있지 않다는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포털사이

스노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

트나 교통카드정산업체에서 구축한 버스노선정보

기도 하지만, 버스노선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수작

데이터를 교통수요예측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업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버스노선

해외에서는 Ai Teng(2019), Flavio Poletti 외 3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수요분석용시 버스교

인(2017), Jing-Quan Li(2012)가 본 연구와 목적은

통량 및 이용수요 분석에 필요한 기초데이터인 전

다르나 몇 개의 샘플노선을 대상으로 노선과 도로망

국 버스네트워크를 구축해 보고자 한다.

GIS네트워크를 매칭 테스트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본문의 구성은, 2장에 교통수요분석용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버스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2.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고, 3장에서 정류장 기
반 경로탐색과 궤적 기반 경로탐색법의 비교분석

Yosef Sheffi(1985), 임강원 외 1인(2008)에 의

및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알고리즘을 설명하

하면 교통네트워크 기반 최단경로 탐색은 일반적으

였다. 4장에서는 전국 범위의 버스네트워크 구축

로 Dijkstra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성병문

결과의 해석, 교통수요 예측과의 연계 비교를 수행

(2011)과 같이 탐색속도, 좌회전 금지・유턴 등의

하였으며, 본 연구의 응용 가능 범위 예시와 한계점

회전제약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변형 알고리즘이 존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5장에 정리하였다.

재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노드간의
최단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탐색기능을

Ⅱ. 기존연구 고찰

단순화하여 직접 구축하였다. 노드간의 직선거리보
다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회전제약을 반영할

1. 버스네트워크 구축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처리속도를 가질 수 있
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광역지자체(2011)에서는 2010
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시행 후 2011년 전수화 및 네
트워크 구축작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수도권은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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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
1. 데이터 수집

2. 정류장 경로 탐색방법 검토
가. 최근접 노드 탐색
노선의 정류장 포인트를 이용하여 노드탐색을

전국 버스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버

할 것인지 노선의 운행궤적 포인트를 이용하여 노

스정보는 2018년 11월에 수집된 시외버스와 고속

드탐색을 할 것인지 Q-GIS 툴을 이용하여 검토해

버스를 제외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농어

보았다.

촌버스 등으로 이루어진 전국 24,384개 노선 데이
터이다.
버스노선과 매칭을 수행한 도로네트워크 데이터

<표 1> 정류장 기반 최근접노드 탐색 결과 출력형식

는 515,445개의 링크가 있는 국가교통정보센터에

노선
ID

정류장
ID

정류장
번호

노드
ID

사용
유무

서 배포하는 교통정보 실시간 교환을 목적으로 구

문자열

문자열

시리얼

문자열

1 또는 0

축한 표준노드링크 GIS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방
향별로 링크가 나뉘어져 있으며, 회전제약 데이터
를 포함하고 있어서 경로탐색에 유리하다.

<표 1>은 정류장의 최근접노드 탐색결과 출력 형

식이다. 노선별 정류장ID별 노드ID를 출력한다. 사
용유무 필드는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검토시 탐색
된 노드를 수동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노선ID : 500
정류장 Point
<그림 2> 노선 정류장 좌표(샘플)
<그림 1> 노선정류장, 노선궤적, 도로망

<그림 2>는 특정 노선 1개를 추출하여 지도+도

로망 레이어에 정류장 좌표를 출력한 것이다. 정류
장간의 거리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류장만을 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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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선탐색을 하게 되는 경우 엉뚱한 경로를 탐

Nearest Node of Station

Nearest Node of Trajectory

색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Node

Node

SN3

TN8
Trj

Stn
Trj

TN7

Trj

TN6
Node

Node

TN5
Trj

SN2

Stn
Trj

TN4

Trj

Node

노선ID : 500
운행궤적 Point

TN2
Trj
Stn

<그림 3> 노선 운행궤적 좌표(샘플)
SN1

<그림 3>은 특정 노선 1개를 추출하여 지도 상에

TN3

Node

Trj
Node

Node

TN1

도로망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위에 노선의 운행궤
적 좌표를 출력한 것이다.

<그림 4> 정류장(궤적) 최근접노드 탑색 개념도

운행궤적 좌표는 정류장 좌표에 비해 모든 노선
경로에 일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간 경

노선정류장 최근접 노드간의 연결은 중복되는

로탐색에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과 같

정류장ID가 없기 때문에 최근접 노드탐색만 성공적

이 도로망이 복잡한 경우 여러개의 좌표가 잘못된

으로 된다면 경로를 탐색하여 연결하는 것에 문제

노드와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로

가 없으나 노선운행궤적 좌표의 최근접 노드의 경

탐색을 매우 많이 수행하게 되어 처리시간이 길어

우 여러개의 궤적좌표를 하나의 정류장ID에 배정해

진다.

주어야 하므로 노드간 경로탐색논리 이외에 정류장

<그림 4>왼쪽 이미지는 버스노선의 Stn(정류장)

의 최근접노드를 탐색하여 이를 SN(정류장노드)로

ID 정의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중복된 노드ID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삭제하였다.

그룹화한 개념도이며, 오른쪽 이미지는 Trj(노선궤

<표 2>는 버스노선의 정류장 최근접노드 탐색결

적포인트)의 최근접노드를 TN(궤적노드)로 그룹화

과이다. 초기 탐색결과에서는 “사용1미사용0” 필드

한 개념도다. 버스노선 정류장의 최근접노드 그룹

가 모두 1로 초기화 되어 있으나 노드간 경로탐색

화의 경우 1:1의 그루핑이 대부분이나 버스노선 궤

후 불필요한 노드라고 판단되는 경우 0으로 변경하

적 그룹화의 경우 1:n의 그루핑이 많다.

여 경로탐색을 재수행하게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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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류장 기반 최근접노드 탐색 결과
노선ID 정류장ID 정류장번호

노드 ID

사용1미사용0

500

0

1

1210079700

1

500

0

2

1220000100

1

500

1

3

1210016400

1

500

1

4

1210016000

1

500

2

5

1210015500

1

500

3

6

1210002500

1

⦙

⦙

⦙

⦙

⦙

500

15

35

1020025400

1

500

16

36

1020029400

1

500

16

37

1020030300

1

500

16

38

1020030600

1

500

16

39

1020030000

1

⦙

⦙

⦙

⦙

⦙

나. 노드간 경로 탐색

Connect
Nearest Node of Station

SN3

Connect
Nearest Node of Trajectory

TN7 TN8

Node

Node

Trj

Find
Shorest
Path

Stn

Find
Shorest
Path

Trj

Trj

SN2

TN5 TN6

Node

Node

Trj
Stn

Find
Shorest
Path

Trj

Trj

Find
Shorest
Path

TN2 TN3 TN4

Node

노선정류장 또는 노선운행궤적 좌표의 최근접
노드를 탐색한 후 노드간의 경로탐색을 통해서 노
Stn

선의 링크리스트를 구축하게 된다.

Node

Find
Shorest
Path

Trj

Trj

<그림 5>의 왼쪽 이미지는 Stn(정류장)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드를 탐색하여 SN(정류장노드)를

SN1

Node

TN1

Node

구축하고 SN(정류장노드)간 최단경로를 탐색하여
링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개념도다. Stn(정류장)의 최

<그림 5> 최근접노드간 링크연결 개념도

근접노드는 여러개의 링크 중 한 개씩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링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경로 탐색
이 필수적이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최단경로 알고리

즘 흐름도다. 출발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들을

<그림 5>의 오른쪽 이미지는 Trj(노선궤적포인

모두 검색하여 해당 링크의 To Node에 연결되어

트)들의 최근접노드를 탐색하여 TN(궤적노드)리스

있는 링크들을 검색하면서 링크속성의 거리값을

트를 구축한 후 탐색된 TN(궤적노드)간의 최단경로

To Node가 도착노드인 링크까지 누적하여 여러

를 탐색하여 해당 네트워크 상에 버스노선이 이동

갈래의 링크 경로 중 거리값이 가장 작은 경로의

하는 링크리스트를 구축하는 개념도다. 노선 궤적

링크리스트를 구축한다. 회전제약을 고려하며, 출

의 최근접노드의 경우에도 경로탐색이 필수적이나

발노드와 도착노드간의 직선거리를 산정하여 탐색

상대적으로 탐색시간이 짧고 많은 노드간의 탐색이

한 경로의 거리가 직선거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

필요하다.

는 경우 해당 경로의 탐색을 종료하고 다른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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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Ni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Li 탐색(회전제약 고려)
탐색된 링크Li가
기존에 탐색된 링크인지 판단

N

탐색된 링크Li의
To Node가 출발노드인지 판단

N

첫번째 i 정류장(운행궤적)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노드 탐색

Y
Y

탐색된 링크Li까지의
누적통행거리 산정

i+1 정류장/운행궤적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노드 탐색

i 에서 탐색된 노드 n1 부터
i+1에서 탐색된 n2까지
최단경로 탐색
탐색실패

탐색성공

탐색된 링크Li까지의
누적통행거리가 현재 최소인지 판단

Y
탐색된 링크Li까지의
누적통행거리가 출발/도착 노드간
최단거리*k 보다 작은지 판단

Y

N

N

탐색된 링크Li를
최단경로 List에 추가
링크Li의 To Node가
도착노드인지 판단

N

탐색성공

경로탐색실패 포인트 앞뒤의
경로탐색성공 노드간의
최단경로 탐색
탐색실패

Y

링크Li의 To Node를
Node Ni로 정의

Y

i 에서 탐색된 노드 n1 부터
i+1에서 탐색된 n2까지
최단경로 링크리스트 기록

에러로그 기록

<그림 7> 탐색된 노드간 링크리스트 구축 흐름도

탐색된 링크Li를
모두 확인했는지 판단

N

Ⅳ.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

<그림 6> 노드간 최단경로 탐색방법 흐름도

1.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검토
<그림 7>은 버스노선 정류장(궤적)의 최근접노드

간의 링크리스트를 구축하는 흐름도다. n1 노드에

노선정류장 기반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을 수

서 n2 노드간의 최단경로를 탐색할 경우 n1 또는

행하여 노드간 경로탐색에 성공한 비율은 약 230만

n2노드가 정류장(궤적)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

개의 정류장 데이터 중 94.9%이며 이를 처리하는

이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조 때문에 해당 노선에

데 소요된 시간은 32시간이다.

적합하지 않는 노드라면 경로를 탐색할 수 없는 경

<그림 8>은 노선ID 500 정류장의 최근접노드를

우가 발생한다. 경로 탐색이 실패한 경우 n2 노드

탐색한 후 최근접 노드간의 최단경로 링크리스트를

이후의 정류장(궤적) 최근접노드부터 탐색을 다시

GIS 맵 위에 표출한 결과이다. 노선의 중간에 링크

시작하여 탐색을 성공한 경우 이 링크의 From

연결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링크를 탐색한 구간에

Node와 탐색 실패 전 노드에서 구축된 마지막 링

대해 상세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크의 To Node와의 최단경로를 탐색하여 두 노드
를 연결하게 된다. 노드간 탐색이 완전히 실패한 경
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에러로그를 기록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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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66
정류장67
정류장 주변 노드 없음
→ 링크 강제 배정

확대

<그림 8> 노선ID 500 링크탐색결과

<그림 10> 노선ID 500 노선탐색 오류 case2

<그림 9>는 노선ID 500 정류장의 최근접노드를

<표 3>은 정류장 기반 최근접노드 탐색결과 중

탐색하였으나 실제 노선이 운행하는 링크의 연장이

정류장 노드간 링크경로 탐색에서 제외해야 하는

너무 긴 이유로 잘못된 노드를 탐색하여 노선을 구

데이터(예: 정류장번호 37)는 ‘사용1미사용0’ 필드

축하기 위한 링크가 연속적이지 못하게 구축되었

에서 0으로 처리하여 프로그램에서 탐색되지 않도

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노선에도 매우 많이 발견될

록 처리하였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정류장 기반 최근접노드 탐색 결과 수정
노선ID 정류장ID 정류장번호

정류장80

정류장28
최근접노드

정류장 최근접노드 리스트에서 제외

<그림 9> 노선ID 500 노선탐색 오류 case1

<그림 10> 또한 정류장 주변에 링크는 존재하나

그 링크의 연장이 매우 길어서 정류장의 최근접노

노드 ID

사용1미사용0

500

0

1

1210079700

1

500

0

2

1220000100

1

500

1

3

1210016400

1

500

1

4

1210016000

1

500

2

5

1210015500

1

500

3

6

1210002500

1

⦙

⦙

⦙

⦙

⦙

500

15

35

1020025400

1

500

16

36

1020029400

1

500

16

37

1020030300

0

500

16

38

1020030600

1

500

16

39

1020030000

1

⦙

⦙

⦙

⦙

⦙

드를 잘못 탐색한 경우이며, 잘못 탐색된 노드를 제
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의 운행경로가 정류장

<그림 11>은 노선ID 500 정류장의 잘못된 최근

간 최단경로가 아닌 문제로 인하여 노선 경로상의

접노드를 제외시키고 링크탐색을 수행한 후에 수

이용 링크를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동으로 링크 1개를 추가하여 GIS 맵에 표출한 결
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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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선ID 500 링크탐색 오류 수정후 1

<그림 12>는 노선정류장 기반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이며, 지도위에 도로망
을 따라 노선주제도를 표현하였다.

<그림 13>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수도권)

2. 교통수요예측결과와 비교
노선버스는 하루동안 이동할 도로상의 경로와
배차간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할 상황을 제외하
면 교통량이 일정하다. 따라서 노선버스의 교통량
은 노선정보를 알고 있다면 도로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교통량배정시 통행시간에 영향을 받는 승용
차, 트럭 등의 비노선 차량과는 달리 별도의 통행배
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N1

N2

N1

N3

N4
최단경로

N3

N2

N4

버스노선
경로

<그림 12>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전국)

<그림 13>은 노선정류장 기반 전국네트워크 구

축결과 중 수도권을 확대하여 노선주제도를 표현하

N5

N5

<그림 14> 가상네트워크 상의 최단경로와 노선경로

였다. 서울을 포함하여 주요 도심에 노선망이 표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가상의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 N1에

서 노드 N5까지의 최단경로와 버스노선이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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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통과하는 노드를 표현했다. 최단경로는 노드

수 있다. 오른쪽 이미지에 교통량이 집중배정된 부

N1, N3, N5를 통과했으며, 버스노선은 N1, N2,

분은 왼쪽 이미지에서는 검정색 라인이며, 버스교

N3, N4, N5를 통과했다. 버스노선은 노선 운영자

통량이 거의 배정되어 있지 않다.

가 수립한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목적지까지 운행
중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링크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노선정보가 없는 경우

버스노선정보가 있는 경우

N1

N1

광주광역권

<그림 16>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비교(광주광역권)
N2

N3

N4

N2

N3

N4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모두 왼쪽의

버스노선기반 도로교통량 산정결과에 비해 오른쪽
의 버스통행배정량이 통행시간이 짧은 고속도로 중
심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5

N5

<그림 15> 가상네트워크 상의 버스통행배정 결과

대전광역권

<그림 15>의 왼쪽 이미지는 버스노선정보가 없

는 경우 출발노드 N1에서 도착노드 N5까지 통행배
정시 최단경로로 버스교통량이 배정된다. <그림
15>의 오른쪽 이미지는 버스노선정보가 있는 경우

교통상황과 상관 없이 버스교통량은 정해진 노선정
보에 따라 노드 N1, N2, N3, N4, N5를 통과한다.

<그림 17>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비교(대전광역권)

버스노선을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교통현황에 맞게
노선 및 접근환경을 수정하는 정산작업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대구광역권

<그림 16>은 광주광역권의 버스노선정보를 이용

한 도로교통량 주제도(왼쪽)과 버스노선정보를 모
르는 경우 일반 차량과 함께 교통량배정을 수행한
주제도(오른쪽)을 비교한 것이다. 왼쪽의 버스노선
정보 기반 주제도는 버스의 교통량이 도심에 집중
되어 있다. 오른쪽의 통행시간 기반 교통량배정결
과는 통행시간이 짧은 고속도로에 집중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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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비교(대구광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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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권

위해서는 분석시스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
램 코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21TLRP-B148659-4)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그림 19> 버스네트워크 구축결과 비교(부산광역권)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전국 버스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교통수요예측
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승용차와 대중교
통 수단분담율 추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
스노선 데이터를 이용하여 존별 교통수단 분담율 상
세 정산을 통한 교통수단 분담율 산정이 가능하다.
둘째, 버스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요예측 정확
도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버스
는 정해진 경로와 주기로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상
의 노선버스 교통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비노선 교통수단의 정산에 집중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량 또한 구축되어진 노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노선별 수요 파악이 용이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회전제약 데이터를 포함한 고해
상도 도로네트워크 데이터를 확보하여 버스정보와 도
로네트워크의 매칭성공율 개선이 필요하다. 구축된
버스노선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수요예측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선운행궤적 데이터를 이용한 버스노선구축은
정류장데이터의 6배가 넘는 약 1,454만개의 좌표
데이터의 최근접 노드간의 경로를 탐색해야 하는데
그 처리시간이 과도하여 이를 구축하고 검토하기

❙참고문헌
1. 권병우, “버스카드 자료를 이용한 버스 정류장 기반
O/D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4.
2. 성병문, “도로교통망에서 Dijkstra 알고리즘을 이용한
링크기반 최단경로 검색”, 한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3. 성홍모,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요금제하에서 환승저항
민감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4. 안형준·이영인, “서울시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기반 OD 및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에 관
한 연구”, 교통 기술과 정책, 제4권(4), 2007, pp. 31-59.
5. 이신해·인성수·김채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
화 및 장래교통수요예측 공동조사 제2편 장래수요예측
및 네트워크, 수도권교통본부, 2011.
6. 임강원·임용택, 교통망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7. 장원재·최정민·김찬성·조종석·문정욱, 전국 대중교통 통
합체계 구축연구 : 전국 대중교통 통합노선체계 개편,
한국교통연구원, 2012.
8. Ai Teng, “Improved Map-Matching Method for Transit
Trajectory Reconstruction based on Transit GPS Data:
Case Study in Edmonton, Canada”, 2019 World Transport
Convention, 2019.
9. Flavio Poletti·Patrick M. Bosch·Francesco Ciari·Kay W.
Axhausen, “Public Transit Route Mapping for LargeScale Multimodal Networks”, ISPRS Int. J. Geo-Inf, 2017.
10. Jing-Quan Li, “Match bus stops to a digital road network
by the shortest path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 2012.
11. Yosef Sheffi, Urban Transportation Networks : Equilibrium
Analysis with Mathmatical Programming Methods, Prentice
-Hall INC, 1985.

11

교통연구 제28권 제3호 pp.13-31

10.34143/jtr.2021.28.3.13

Effects of Traffic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Ozone Concentration
Kim, Youngkook (Research Fellow,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교통 및 기상 요인이 오존 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국*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1. Chracteristics of Ozone
2. Seasonal Ozone Concentrations

Ⅲ

EXPLORATORY ANALYSIS

1. Temporal Variations of Ozone
2. Comparison between Roadside and Background AQMs
3. Traffic and O3 Concentrations

Ⅳ

TIME-SERIES ANALYSIS

1. Model Specification
2. Descriptive statistics
3. Results of O3 Time-Series Models

Ⅴ

CONCLUSION

2021년 3월 8일 접수, 2021년 8월 17일 최종수정, 2021년 8월 17일 게재확정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주저자, 교신저자)

Abstract
Vehicles are a vital source of directly emitted pollutants. Thus, transportation is responsible for a
substantial share of pollutants’ concentrations in urban regions, and it is logical to infer that
decreased vehicle flows lead to reduced direct emissions. In the case of ozone, chemical reactions
are the primary determinant of O3 concentrations, and a decrease of directly emitted vehicle exhausts
leads to favorable conditions for O3 generation. Therefore, decreased vehicle flows increase O3
concentrations, especially in urban regions. In addition to traffic flows, meteorological factors also
influence O3 concentrations. Tropospheric O3 is produced by photochemical reactions involving UV
rays and precursors. Episodes of high O3 concentrations occur in the late Spring and Summer under
such meteorological conditions as high pressure, warm temperature, low cloud cover, and light wind.
Among them, solar rad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O3 concentrations. UV is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O3,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ty
of UV and O3 concen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traffic volume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O3 concentrations. Since traffic volume and UV change with time, this study attempts to
model these two elements, which are essential for ozone generation, using time-series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traffic is negative and that of solar radiation is positive,
supporting the theory. However, since the squared variable of traffic also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caution is required in interpretation.
￭ Keywords: Ozone, Traffic flow, Ultraviolet radiation, Meteorological factors, Time-series

도시에서 차량 배기가스는 직접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통은 도시
지역에서 오염 물질 농도의 상당 부분을 기여한다. 이에 따라 교통량 감소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오존의 경우 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서
도시지역에서 차량 배기 가스의 감소는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통량 감소, 특히 도시 지역에서 차량 감소는 오존 생성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교통 외 기상 요인도 오존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류권의 오존은 자외선과 전구물질의 존
재에 따라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높은 오존 농도는 온도가 높고, 구름이 없는 날과 같은
기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발생한다. 도시내 오존 생성과 관련한 이전 연구에서 검토했듯이 자외선
은 고농도 오존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자외선은 오존 생성의 필수 요소이며, 시간대별로 변
하는 자외선 강도와 오존 생성 사이를 탐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통량과 기상 요인이 오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교통량과
자외선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오존 생성에 필수적인 이 두 요소를 시간대별 시계열 자료로 구축
하여 분석하였다. 교통량은 오존 농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외선의 경우 양의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의 제곱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해석에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 주제어: 오존, 교통량, 자외선, 기상 요인,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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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reaction).
A decrease in these two reactions leads to

Pollutants emitted by motor vehicles influence

favorable conditions for O3 generation (Fujita et

ambient concentrations over both time and space.

al., 2003; Heuss, Kahlbaum, & Wolff, 2003; Seinfeld,

Vehicles are a key source of directly emitted

1989). A similar differentiation phenomenon is

pollutants, such as NOx, CO, SO2, and particulate

observed for roadside areas and urban background

matter. Transportation is responsible for a

regions. Roadside areas are abundant in NO

substantial share of emissions in urban regions,

emissions and are dominated by O3 titration,

and it is logical to infer that decreased vehicle

hence roadside areas have frequently lower O3

flows lead to decreased direct emissions. However,

concentrations than background regions (or

in the case of ozone (O3), a secondary product,

suburban regions).

chemical reactions are the major determinant of

In addition to traffic flows, meteorological factors

this pollutant, and, as discussed in the analysis of

also influence O3 concentrations. Tropospheric

the ozone concentration in Seoul, Korea (Kim,

O3 is produced by photochemical reactions

2020), decreased vehicle flows increase O3

involving UV rays and forerunner chemicals, such

concentrations. Specifically, reduced traffic flows

as VOCs and NOx. The formation of O3 is known

during the weekend induce change in the VOC

to be a complicated and nonlinear process,

(Volatile Orgainc Compound)/NOx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of precursors,

ratio and, consequently, less O3 titration (NO + O3

their mixing ratio, and the intensity of UV rays

reaction) and less HNO3 formation (NO2 + OH·

(Derwent & Hertel, 1998; Seinfeld & Pandis, 2006).

<Figure 1> Peaks comparison between O3 concentrations and UV radiation during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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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s of high O3 concentrations occur in

peaks at 4:00 PM. The three-hour time lag

late Spring and Summer, under such meteoro-

between the two peaks may be explained by the

logical conditions as high pressure, warm

accumulation of O3. Since ambient O3 concentra-

temperature, low cloud cover, and light wind.

tions are determined by rates of creation and

Temperature has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decomposition, the rate of creation is greater than

O3 creation. A high temperature enhances O3

the decomposition one, leading to the accumul-

concentrations directly by facilitating the photo-

ation of O3. The time lag suggests that the creation

chemistry of O3, and indirectly by increasing the

rate exceeds the decomposition rate until 4:00

emission rates of biogenic VOCs. Wind is known

PM. To consider this accumulation effect, a

to expedite the dispersion of pollutants, but light

moving average method may be considered for

wind contributes to scattering effects, facilitating

introducing a new radiation- related variable. For

photochemical reactions. Humidity has a negative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zone

correlation with O3 concentrations, because water

concentration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vapor in the ambient atmosphere wipes out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is Ozone

pollutants and high humidity is also correlated

concentrations which have been measured at 34

with cloud cover. While O3 formation is solely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And the

dependent on a photochemical process, these

data were grouped into two parts, urban back-

meteorological factors interact with the sources

ground AQMs and roadside AQMs. These two

of O3 precursors (e.g. traffic emissions), leading to

AQM locations were modeled and compared.

different impacts on O3 concentrations.

Transportation data were collected at 119 traffic

As reviewed in Kim’s research (2020) on O3

counting stations within the Seoul city boundary.

chemical reactions, solar radiation plays 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O3 concentrations.

impacts of traffic volume and meteorological

Solar radiation is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O3,

factors on O3 concentrations. Since solar radiation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is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O3, diverse Cross

between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and O3

-product

concentration. It is common scientific knowledge

variables are also investigated.

relationships

between

explanatory

that the intensity of UV(Ultraviolet) rad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O3,
because solar radiation initiates the photo-

Ⅱ. LITERATURE REVIEW

dissoci ation of NO2, followed by the reaction of
ground-state atomic oxygen (O(3P)) and O2 to

1. Chracteristics of Ozone

generate O3. As illustrated in Figure 1, hourlyaveraged O3 concentrations during May 2003 have

Around 90% of atmospheric O3 is found in the

a pattern similar to UV radiation, but with a time

stratosphere, absorbing hazardous UV rays from

lag. As expected, the peak of solar radiation

the sun. It is known to have been seriously

occurs around 1:00 PM, but O3 concentration

depleted by diverse CFCs (chloroflu- oro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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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genic emissions. In the troposphere, the

City and surrounding rural areas also support

observed concentrations of O3 over remote

these results: O3 concentrations in rural areas are

tropical forests and sea water bodies range from

significantly higher (28 ppb) than those at urban

20 ~ 40 ppb as summertime daily maximum, and

sites (16 ppb).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

natural

rations of SO2, NOx, and CO2 are characterized by

conditions are not a cause for concern (National

the opposite spatial pattern (Gregg, Jones, &

Research Council, 1991). Tropospheric O3 is

Dawson, 2003).

therefore

O3

concentrations

under

produced by photochemical reactions, which

The reason for this counterintuitive pheno-

include the following forerunner chemicals: VOCs,

menon can be explained by Eq. (1). The roadside

NOx, and CO. These pollutants are emitted by both

area has relatively high NO concentr- ations due

anthropogenic activities and biological processes.

to traffic emissions. The freshly emitted NO reacts

Due to the increased emissions from traffic and

with ambient O3 to be converted into NO2. This

fuel combusti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O3

reaction is quick and complete, thus the

concentrations are significantly high in urban

concentrations of O3 near the roadside are

regions and in areas downwind from highly

scavenged and NO2 accumulates. Comparing O3

polluted reg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oncentrations at roadside and urban background

Climate Change, 2007). Contrary to common

monitoring stations,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sense, however, it is not uncommon to find studies

the magnitude and timing of the concentration

reporting that heavily traveled roadside areas are

difference. The intrusion of stratospheric O3 can

less polluted by O3 than urban background regions

also influence the concentrations of O3 in the

(Jo & Park, 2005; Kim & Guldmann, 2015; Kim,

middle and upper troposphere. The transported

2020), and that average concentrations of O3 at

O3 from the stratosphere may affect surface

rural and non-urban sites are higher than those at

concentrations through boundary layer mixing

urban sites (Gregg, Jones, & Dawson, 2003; Yang

mechanism (US EPA, 2006).

& Miller, 2002). Average O3 concentrations over
2003 ~ 2006 at urban, suburban and rural sites in

    →     

(1)

central Taiwan were equal to 24 ppb, 27 ppb, and
29 ppb, respectively (Tsai, Wang, Wang, & Chan,
2008).

Sections 108 and 109 of the US Clean Air Act
delineate the establishment, review, and revision

A comparison of daily maximum O3 concentr-

of NAAQS. The NAAQS for photochemical oxidants

ations in urban (Bridgeport and New Heaven),

were promulgated by the US EPA in 1971: the

suburban (Danbury, East Hartford, Greenwich,

concentrations of photochemical oxidants should

Middletown, Madison, and Stratford), and rural

not exceed 0.08 ppm/hour. After several revisions

(Stafford) areas in Connecticut indicates a

of the NAAQS, the up-to-date O3 standards for

difference of 10 ppb or more between non-urban

one hour and 8-hour are 0.12 ppm (235 μg/m3)1)

and urban sites (Yang & Miller, 2002). The annual

and 0.075 ppm (147 μg/m3)2), respectively. A

average O3 concentra- tions at sites in New York

significant numb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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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aily

increase O3 formation (Sanderson, Jones, Collins,

mortality and O3 concentrations (Bell, McDermott,

Johnson, & Derwent, 2003). The estimate emission

Zeger, Samet, & Dominici, 2004; Bell & Dominici,

rate of isoprene at 25˚C is 8.5 μg g-1 h-1, but, as

2008; Gryparis et al., 2004; Zanobetti & Schwartz,

the temperature increases to 30˚C, the rate

2008). Considering O3 health impacts studies, the

jumps to 35 μg g-1 h-1 (Lamb, Guenther, Gay, &

3

Westberg, 1987)4). The natural sources of VOCs

WHO guideline for O3 changed from 120 μg/m
3

(0.061 ppm) to 100 μg/m (0.051 ppm) for a

include

maximum 8-hour mean concentration (WHO,

burning, and lightning. Vegetation makes up most

2006). According to the annual Korean Environm-

of the total annual biogenic emissions (98%).

ental White Book, KAAQS for O3 was promulgated

Isoprene is the major component of BVOCs

in 1983 and revised in 1995, representing 0.1

emitted by plants (35%). In addition, nineteen

ppm/h and 0.06 ppm/8-h3).

terpenoid

vegetation,

soil

compounds

microbes,

and

biomass

seventeen

non-

terpenoid compounds make up 25% and 40% of

2. Seasonal Ozone Concentrations

BVOCs, respectively (Guenther et al., 2000). Since
the emission activities of isoprene and α-pinene

It has been known that episodes of high O3

depend on light and temperature, these BVOCs

concentration occur in late spring and summer

present diurnal cycles in their mixing ratio (Rinne,

under specific meteorological conditions, such as

Guenther, Greenberg, & Harley, 2002).

high pressure, warm temperature, low cloud cover,

Urbanization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the

and light wind. Temperature has direct and indirect

loss of green areas due to the construction of

impacts on O3 creation. A high temperature can

urban infrastructures, such as roads, buildings,

directly enhance O3 concentrations by facilitating

parking spaces, etc. The materials used in urban

the photochemistry of O3 and increasing the

structures have different thermal properties in

emission rates of O3 precursors. During the

terms of heat capacity, albedo, and emissivity, as

growing seasons (spring and summer), plants emit

compared to those in rural areas. Urban facilities

highly reactive hydrocarbons, including isoprene

increase surface roughness and decrease wind

(C5H8), primarily from deciduous trees, and α

velocity. Therefore, an increasing number of calm

-pinene (C10H16), primarily from coniferous trees.

days inhibits the cooling process due to horizontal

Since the biogenic VOCs (BVOCs) are sensitive to

air movements, and the materials used in urban

temperature, the enhanced BVOC emissions due

structures, such as asphalt and concrete, absorb

to higher temperatures can be expected to

more heat than they re-radiate. In addition, the

1) 1 ppm = 1,962 μg/m 3, 1 μg/m 3 = 5.097 × 10-4 ppm at 25 °C and 760 mm Hg
2) Effective May 27, 2008. According to the 1997 NAAQS, the 8-hour standard was 0.08ppm/8-h (157 μg/m 3). The standard requires
that 3-year average of the fourth-highest daily maximum 8-hour average should not exceed 0.075 ppm. http://www.epa.gov/air/ozonepollution/
standards.html
3) The values above the 99.9 percentile and 99.0 percentile should not exceed the 1-hour and 8-hour standards, respectively.
4) μg g-1 h-1: micrograms of carbon per gram foliar dry mass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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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heat produced by air conditioners and

1. Temporal Variations of Ozone

industrial processes also contributes to the urban
heat island. According to a study of the Atlanta

Since O3 in the troposphere is a secondary

metropolitan area over 1974 ~ 1988, about 20% of

product, generated by photochemical reactions

forests have been converted into urban surfaces,

among precursors, such as VOCs and NOx, the

with a resulting reduction of BVOC emissions.

temporal pattern of O3 concentrations is different

Because of the urban heat island, however, the

from those of directly emitted pollutants. The

temperature of the Atlanta area increased by 2

temporal variations of the concentrations of NO2

degrees centigrade, and the warmer temperatures

and CO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the traffic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et

flows during daytime, because these two pollutants

emissions of BVOCs. The phenomenon of the

are considered as direct emissions from vehicles.

urban heat island may negate the impacts of

The exhaust from tail pipes includes abundant

reduced BVOC emissions caused by decreased

fresh NO gases, which react with ambient O3 to

vegetative areas. The urban heat island may also

produce NO2 (Eq. 1) immediately after emission.

cancel out the policy impacts of anthropogenic

This process leads to the removal of O3 and the

VOC emission reduction (Cardelino & Chameides,

accumulation of NO2 near roadside area. There

1990). A simulation study of O3 concentrations in

ar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raffic flows and

California indicates that increasing temperatures

NO2 concentrations during the day. These

induce increased BVOC emissions and, as a result,

patterns are clearly showed in previous studies

the increased BVOC emissions in NOx-abundant

(Kim and Guldmann 2011 & 2015, Kim 2020). As

areas, such as urban regions, cause an increase in

indicated in Table 1, roadside O3 concentrations

O3 formation (Steiner et al., 2006). The various

are lower than those at background AQMs at any

factors that influence ozone concentration vary

time. Empirical research based on observational

from season to season and from time to time.

data reports consistent patterns of O3 concentr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ime series

tions, higher in rural areas and lower in urban

analysis by adopting these factors as variables in

areas.

the model.

Table 1 presents statistics for the annual,
seasonal, monthly, and hourly observed O3
concentrations at background and roadside

Ⅲ. EXPLORATORY ANALYSIS

AQMs. The violations of the O3 standards occur
during the afternoon (13:00 ~ 19:00) in Spring and

O3 concentrations at roadside and background

Summer, because favorable conditions of O3

AQMs are analyzed. First, the temporal variations

formation exist during these seasons, including

of O3 concentrations are described, explaining

UV rays under clear sky, low humidity, and high

seasonal patterns. Then, the hourly variations of

temperature. It is likely that these meteorological

O3 concentrations are compared with traffic

conditions occur particularly in the afternoon

count data for the four seasons.

hours of May and June. The average daily traffi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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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mporal variations of O3 at both background and roadside AQ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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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 in May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months5),

ation of O3 is very much affected by the ozone

and a high ADT is expected to induce more O3

titration process (Eq. 1). As seen in Figures 2 and 3,

titration, leading to lower O3 concentrations. The

O3 concentrations at background AQMs are

monitoring data, however, produce opposite

higher than those at roadside AQMs. Some daily

results.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eading

and hourly concentrations at background AQMs

factors

violate O3 standards, while all the concentrations

for

higher

O3

concentrations

are

meteorological conditions.

monitored at roadside AQMs are within the

The patterns of hourly average O3 concentra-

standards. The favorable meteorological conditions

tions at both background and roadside AQMs are

for O3 formation occur during the afternoon,

similar, starting with an increase in concentration

when higher O3 concentrations are observed,

around 9 AM, culminating at 3 ~ 4 PM, decreasing

particularly in May and June. In addition to

gradually until 22 PM, and then remaining almost

meteorological factors, biogenic VOCs (BVOCs)

steady during the night and early morning. The

are also a factor for higher O3 concentrations in

diurnal variations of O3 concentrations in Seoul

the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Since BVOCs

display a pattern similar to those of Azusa, CA

are known as highly reactive hydrocarbons, and

(Fujita, Stockwell, Campbell, Keislar, & Lawson,

the emissions of BVOCs are dependent on sunlight

2003), Daegu, Korea (Jo & Park, 2005), Atlanta,

and temperatures, it is a reasonable expectation

GA, Chicago, IL, and Philadelphia, PA (Pun,

that BVOCs from plants provide O3 precursors

Seigneur, & White, 2003). Since the photolysis of

and, as a result, lead to high O3 concentrations in

NO2 is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O3, the

the growing seasons (Steiner, Tonse, Cohen,

pattern of O3 concentrations is closely correlated

Goldstein, & Harley, 2006).

with the intensity of hourly UV, but with a time
lag. This pattern is clearly showed in Figure 1.

2. Comparison between Roadside and
Background AQMs
Monthly comparisons of O3 concentrations at
roadside and background AQMs are illustrated in
Figures 2 and 3. Daily average O3 concentrations
are used to analyze monthly variations. The
figures use standard box plots.
The areas near traffic flows are abundant in NO

<Figure 2> Monthly variations of O3
concentrations at roadside AQM

gas due to tail pipe emissions, and the concentr-

5) According to the Seoul Traffic Monitoring report, the monthly ADTs are as follow: Jan. 0.96, Feb. 0.96, Mar. 1.01, Apr. 1.03, May
1.03, Jun. 1.01, Jul. 0.97, Aug. 1.00, Sep. 1.03, Oct. 0.99, Nov. 1.01, Dec. 0.9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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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considerations.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ection, O3 titration dominates roadside
areas, leading to the rapid removal of O3 (Jo &
Park, 2005; Marr & Harley, 2002; Yarwood,
Stoeckenius, Heiken, & Dunker, 2003). This
phenomenon is clearly observed across the four
seasons in Seoul.

<Figure 3> Monthly variations of O3
concentrations at urban background AQM6)

3. Traffic and O3 Concentrations
It is also known that the formation rates of O3
are determined by both the ratio and amount of
precursor chemicals and specific meteorological
conditions. The presence of UV radiation is an
essential factor, because the photolysis of NO2 is
initiated by UV. High temperature can directly
and indirectly enhance O3 concentrations by
facilitating photochemistry as well as increasing
the emission rates of precursors. During the
growing seasons (late Spring and Summer), plants
emit highly reactive hydrocarbons, which include
isoprene, primarily from deciduous trees, and α
-pinene, from coniferous trees. Since these
biogenic VOCs are sensitive to sunlight and
temperature, it is expected that high O3 formation
rates occur during the growing seasons in daylight
(Sanderson, Jones, Collins, Johnson, & Derwent,
2003). As illustrated in Figure 4, the hourly
patterns of O3 concentrations at both roadside
and background AQMs do well match these

<Figure 4> Variations of traffic volumes and
hourly O3 averages at roadside and
background AQMs in the four seasons

6) Maximum, 95th percentile, higher quartile (3/4), mean, lower quartile (1/4), 5th percentile, and minimum for roadside and urban background
AQMs (based on daily O 3 average concentrations). The dotted line indicates the 8-hr standard for O 3 concentration: 60 ppb/8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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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urnal variations of O3 concentrations

estimates of ordinary least squares (OLS), though

display a steep increase with the start of solar

not their unbiasedness and consistency. The

radiation, and this time varies across seasons.

existence of serial correlation (or autocorrelation)

Usually the peak of UV radiation takes place

can be checked with the Durbin-Watson (DW)

around 1 PM, but the highest O3 concentrations

test. If there is autocorrelation, then an

occur around 3 ~ 4 PM. Since O3 is a secondary

autoregressive error model must be estimated

product generated by a series of chemical

together with the original regression model. The

reactions among precursors and destroyed by

proposed concentration model then takes the

ozone titration, the accumuluation of O3 depends

following form:

on the rates of creation and destruction.
As long as the rate of creation is higher than
that of destruction, O3 concentration increases.
This may a possible reason for the time lag

(2)

between peak UV and peak O3 concentration.
After the peak, O3 concentration decreases,

(3)

because the creation of O3 is constrained by
decreased UV radiation in the late afternoon. In
the evening, O3 is no longer formed and thus
remains at steady levels during the night. Freshly
emitted NO increases with morning traffic,
scavenging the ambient O3 and, as a result, the
lowest concentration occurs around 7 ~ 8 AM.

Ⅳ. TIME-SERIES ANALYSIS
1. Model Specification
A time-series data set is a set of evenly spaced
sequential observations over time. In this paper,
the interval between observations is an hour, and
therefore 8,760 observations(24 hour * 365 day)
are used to measure the impacts of traffic flows
and meteorological factors on ozone concentrations. When time-series data are used in a
regression model, the error term may be serially
correlated, affecting the efficiency of the

where the indices and variables are defined as
follows:

p : Pollutant (O3)
t : Hourly observation (1 → 8,760)
C : Concentration
X : Explanatory variables (traffic, solar
radiation, wind speed, temperature,
and humidity; I = 5)
X2 : Square of explanatory variable
CX : Cross-product term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traffic counts ×
solar radiation, traffic counts × wind
speed, traffic counts × temperature,
traffic counts × humidity, solar
radiation × wind speed, solar
radiation × temperature, solar
radiation × humidity, wind speed ×
temperature, wind speed × humidity,
temperature × humidity; J = 10)
D : Dummy variables: Sunday dummy
variable and eleven monthly dummy
variables (L =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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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values of the concentrations and of

in each pollutant model is numerous (five original

the explanatory variables on Saturday are similar

regressors, five square terms, ten cross products,

to those on weekdays, Saturday is included in

twenty interaction variables between the Sunday

th

weekdays. If the t observation is measured on

dummy and the regressors, eleven interactions

Sunday then dummy variable, Dt,1 = 1, otherwise

variables between the monthly dummy variables

Dt,1 = 0. Therefore, the observations during

and traffic counts, etc.), the significant explanatory

weekdays are the benchmark. Non-linear relation-

variables are selected in an incremental way. The

ships between emission factors and concentra-

following steps are implemented: 1) Consider first

tions are considered for both direct and secondary

the five original regressors and the fifteen

pollutants. Therefore, quadratic terms (squares

quadratic terms, estimate the model, then

and cross products) for the original independent

eliminate insignificant variables; 2) Include

variables are considered. Interactions terms

Sunday interaction variables, estimate the new

between the original variables and their quadratic

model, and delete insignificant variables; 3)

forms, and the two types of dummy variables

Include monthly interaction variables, estimate

(Sunday and monthly) are also included to account

the new model, and delete insignificant variables.

for Sunday and monthly effects. The inclusion of

Some theore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may have

these interaction variables allows for different

been deleted in the earlier three steps because of

slopes for the regressors under different time

multicollinearity, and are re-considered when

conditions. This model specification generates

generating the final set of explanatory variables.

several potentially different regressions relating
pollution concentrations to the explanatory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depending on the values of dummy
variables. By simultaneously estimat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ozone concentra-

regression coefficients in Eq. 2 and the auto-

tions are presented in Table 2. The background

regressive parameters in Eq. 3, the autocorrel-

statistics are based on the average values across

ation can be corrected for and the parameters are

the 27 background AQMs. Similarly, the roadside

efficiently estimated. The error term in Eq 3, εt, is

statistics use the average values across the 7

norm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with

roadside AQMs. In 2003, the number of weekdays

2

mean 0 and variance σ .
In order to test the presence of autocorrelations, the DW statistics are calculated. The

was 250, thus 6,000 observations for weekdays.
There was 52 Saturdays, 52 Sundays, and 11
national holidays in 2003 at Seoul, Korea.

significance levels of the DW tests are reported in

The number of observations for Saturday is

the following result sections. From one to three

1,248. Since traffic flows on holidays are expected

orders autoregressive models are considered to

to be similar to those on Sunday, it is reasonable

eliminate the autocorrelation. The autoregressive

to include holidays in the Sunday classification.

parameters are also reported.

1,512 observations are used for Sunday. There are

Since the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used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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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3 concentration by AQM location and days of week
Classification
Weekday
Saturday
Sunday

N

Mean

Std.

Min.

Max.

Background O3 (ppb)

6,000

13.03

13.01

1.15

85.36

Roadside O3 (ppb)

5,991

8.21

6.03

1.00

48.43

Background O3 (ppb)

1,248

13.22

12.10

1.35

70.22

Roadside O3 (ppb)

1,248

8.40

5.70

0.00

36.90

Background O3 (ppb)

1,512

15.19

14.42

1.27

85.27

Roadside O3 (ppb)

1,488

9.65

7.34

0.86

44.86

case of roadside AQMs, 9 missing values for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explanatory variables

weekdays and 24 missing ones for Sunday. In total,
8,760 and 8,727 serial observations are used for
the background and roadside models, respectively.7)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pollution concentrations are displayed in Table 2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iscussions in the previous section. O3
concentrations at background are higher than
those at roadside AQMs.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presented in Table 3. Traffic counts

As reviewed in the previous section, higher O3

have been collected at 4 different road classifica-

concentrations are observed during Spring, thus

tions, including the CBD (26 locations), Han River

average daily concentrations monitored during

bridges (19 locations), arterial roads (36 locations),

Spring weekdays are used to calculate the correla-

and cordon line (38 locations). These data have

tion coefficients between ozone concentrations

been expanded into series of 8,760 hourly

and explanatory variables.

observations by using monthly adjustment factors.

As seen in Seoul, Korea (Kim, 2020) and Leeds,

Since the 5-day working week was not yet

England (Munir, Chen and Ropkins, 2012), road

completely implemented in 2003, the traffic counts

traffic has been shown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weekdays

on ozone concentration reduction. This is because

and Saturday. However, the traffic counts on

NO gas is freshly emitted from vehicles running on

Sunday are considerably smaller than those on

the road, and as shown in Equation 1, NO reacts

weekdays and Saturday. As for the meteorological

with the surrounding ozone to generate nitrogen

factor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dioxide. This process leads to the removal of O3

weekdays, Saturday and Sunday.

near roadside area and thus relatively low ozone

7) There are no averaged values during the period 11/16 01:00 ~ 11/17 09:00 (33 hours) at roadside AQMs. Since 11/16 is a Sunday and
11/17 is a Monday, the missing values are replaced by the corresponding average hourly values of Sundays and Mondays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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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are observed is roadside as shown

on Eqs. 2 and 3, are presented in Table 5. The

in Figure 4. Similarly, data from residential areas

parameters have been estimated by the maximum

in California (McConnell et. al, 2006) showed that

likelihood method.

ozone concentration decreased as the concentration

The autoregressive parameters, labeled AR1,
AR2, and AR3, are estimated simultaneously with

of nitrogen oxides increased.
Solar radiation is indispensable to generate O3,

the original parameters. The DW statistics is close

thu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s observed.

to 2 for both background and roadside models,

Wind is known to expedite the dispersion of

indicating that serial correlation has been

pollutants, but light wind contributes to scattering

corrected.

effects that facilitate photochemical reactions.

The total R2 generated by the autoregressive

During Spr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odel is 0.98 for background data, and is greater

wind speed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3

than the regress R2=0.37, suggesting that the

concentration. Despite the correlation analysis,

goodness-of-fit is improved by the autoregressive

the results of time-series models show negative

terms. A similar R2 improvement is observed in the

coefficients for wind speed because the time-series

roadside model.

model include the whole seasons and the relatively

The Conditions of lower traffic flows with more

strong wind in fall and winter may affect the

solar radiation are expected to generate more O3,

negative relations. Since temperature enhances O3

as compared to more traffic and less solar

photochemical activities, temperature is positively

radiation. The coefficient of traffic is negative and

correlated with O3 concentration. Humidity has a

that of solar radiation is positive, supporting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ozone, because water

theory. However, both background and roadside

vapor covers sky and hinders the sunshine cannot

models include quadratic terms with the traffic

reach to the earth surface. Usually humidity is

and solar radiation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lar radiation.

impacts of these two variables are not linear.
In the case of traffic, the estimates of the square

<Table 4> Correlation

O3

coefficients8)

of traffic are positive in both models, suggesting

Traffic

Solar
Radiation

Wind
Speed

Temp

Humidity

-0.58
0.0003

0.44
<.0001

0.08
0.0043

0.42
<.0001

-0.31
<.0001

that traffic has generally a negative impact on O3
concentrations because of O3 titration, but that
under specific conditions this impact may turn
out to be positive. To discover when and how this

3. Results of O3 Time-Series Models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O3 models, based

change occur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rivative of the O3 concentration function with
regard to (w.r.t.) traffic.

8) Traffic was calculated by circular buffer around the AQMs. Meteorological factors are constructed during spring season since ozone concentrations
are significantly high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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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ime series regression for O3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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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radiation is the only necessary condition to

and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patterns are also

generate O3, and the estimates for the original

reviewed.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of O3

solar radiation variable and its square are both

chracteristics, this study can infer the reason of

positive. Therefore, O3 concentration has a

high O3 concentrations in urban backgrounds

second-order relationship with solar radiation. As

rather than in roadside areas. The cross products

expected, wind speed and humidity have negative

of expanlatory variables are also significant

impacts on O3 concentrations, whereas tempera-

impacts of O3 concentrations, indicating that the

ture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as a high

formation of O3 is dependent not only the

temperature facilitates O3 generation. There are

radiation of UV but other meteorological factors

several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nd their mixed conditions.

independent variables.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Kim, 2020,

The product of solar radiation and temperature

Kim and Guldmann, 2015), O3 concentrations on

variables has a positive effect, indicating that O3

Sunday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n

generation is enhanced during hot summer

weekdays. Reduced traffic flows on Sunday change

afternoons (with high UV and temperature). The

the ratio between NOx and VOCs concentrations,

products of solar radiation with traffic and wind

leading to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generation

speed have positive effects on O3 concentrations,

on O3.

suggesting that intense UV radiation counteracts
the negative impacts of traffic and wind speed.

To understand the nonlinearity of ozone
production, ozone isopleths are plotted and

Solar radiation interactions with the monthly

presented in Figure 5. The ozone isopleth is

dummy variables are included in both the

illustrated by contour plotting of the predicted O3

background and roadside models. Solar radiation

maxima calculated with different VOC/ NOx

are more intense during late Spring and early

ratios. This graph was obtained from the Ozone

Summer, and the estimated coefficients for the

Isopleth Plotting Program Web Interface and

months of May, June, and July reflect this effect

modified. The ridge (solid green line) in Figure 5

and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months, in

separates the region of low VOC/NOx ratio (region

both the roadside and background models. The
rainy season starts late July and lasts until the end
of August, which explains why the coefficient for
August is smaller than that for September.

Ⅴ. CONCLU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ial correlation of
O3 concentrations with regard to traffic flows and
meteorological factors. The chracteristics of O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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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zone isople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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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ove the ridge, and high VOC/NOx ratio,

interpret the impacts of these variables on O3

below the ridge (region B). The ridge represents

concentr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act

the maximum O3 concentration that can be

impacts on O3 model with regard to (w.r.t.) these

calculated at a given NOx and VOC levels.

variables, we need to study further with the

Region A has low VOC/NOx ratios, and it is

consideration of derivative functions of the O3

called NOx-saturated. On the other hand, region B

models. For example, the derivative function

has high VOC/NOx ratios, and is called NOx-

w.r.t. traffic measures the change in O3 concentr-

limited. Note that the same changes in VOC and

ation as a result of a unit change in traffic. Since

NOx concentrations in both regions lead to

the derivative functions w.r.t. traffic and solar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in terms of O3

radiation include Sunday dummy variables, the

generation. In the NOx-saturated region (A), an

changes in O3 concentrations necessarily vary

increase in the initial VOC concentrations (solid

between weekdays and Sunday. The further study

red arrow) induces an increase in peak O3

of derivative function for O3 models will give a

concentrations. At high VOC/NOx ratios (region

possibility to compare the impacts of traffic and

B), an increase or decrease in VOC (solid blue

solar radiation on O3 concentrations, which will

arrow) has little impact on O3 generation. When

lead to the more clear understandings of O3

VOC is abundant relative to NOx, O3 formation is

episodes. It is meaningful and academically

limited by the available NOx. Therefore, decreasing

important to perform partial differentiation for

NOx (dotted blue arrow) induces a decrease in O3

each

formation. In contrast, in the VOC-limited region

relationship and then use the data for estimation

(A), O3 formation is limited by the available VOC.

to determine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As discussed earlier, the reaction of NO2 + OH·

nonlinear relationship appears. However, this

dominates under VOC-limited conditions, thereby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analysis results

inhibiting the oxidation of VOC. Decreasing NOx

and interpretation to be treated as a separate

under VOC-limited condition (dotted red line)

paper. Therefore, this issue should be addressed

produces an increase in O3 formation, because

as a future research topic.

explanatory

variable

in

a

nonlinear

decreased NOx decelerates the formation of HNO3

The estimated time-series model used relatively

and, consequently, more OH· is available, expedit-

old 2003 data set. Therefore, caution is needed to

ing the rate of the VOC + OH· reaction, leading to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the present time.

favorable conditions to generate O3 (Fujita et al.,

Ozone production in cities is strongly affected by

2003; Heuss, Kahlbaum, & Wolff, 2003; Seinfeld,

the VOC/NOx ratio, as previously described, it

1989).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 proportions of

As seen in the Table 5, the original regressors,

the two pollutants in the past and present are

their quadratic forms, and diverse interaction

similar or not. In 2003, traffic occurred on

terms have been selected as significant explanat-

Saturdays resemble weekday pattern because the

ory variables in both the background and roadside

five-day work system has not yet been introduced.

models. It is difficult, however, to directly

Therefore, to estimate this model as of the presen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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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aturday and
Sunday together on weekends and use weekdayweekend dummy variables. This is because reduced
traffic on weekends affects the VOC/NOx ratio
and results in a different form of ozone production
compared to week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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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성 및 수용성을 예측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변인 간
관계를 밝히는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과 수용성을 설명하는 12개
선행변인과 2개의 결과변인(신뢰성, 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항 총 70개를 개발,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운전자 총 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변인 문항을 대상으로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교차타당도가 확인되
었다. 7개 요인과 신뢰성 및 수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4가지 경쟁모형을 비교
한 결과, 보안성, 안전지각, 의인성은 신뢰성을 매개로 수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은 신뢰성과 수용성을 직접 예측한 반면 신뢰성을 매개로 수용성에 대한 간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험지각은 부정정서와 신뢰성의 이중매개를 통해 수용성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자율주행차, 신뢰성, 수용성, 척도 개발, 모형 검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ale predicting the trust and acceptan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ased on prior studies, total 70 items
measuring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to predict trust and acceptance and two dependent variables
(trust and acceptance) were developed. Then total of 536 driver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revealed that seven factors were extracted in EFA, and cross-validity of seven-factors structure
was confirmed in CFA. As a result of comparing four competing models using SEM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7 independent variables and two dependent variables, security,
safety, and anthropomorphism had an indirect effect on acceptance through trust. Usability directly
predicted trust and acceptance but didn’t show the indirect effect on acceptance through trust
significantly. Perceived risk had an indirect effect on acceptance through dual mediating variables,
negative emotion and trust.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Keywords: autonomous vehicles, trust, acceptance, scale development, model verification

자율주행차의 신뢰성과 수용성 척도 및 모형 개발

Ⅰ. 서론

한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부주의 등 인적오류로 인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와 신

한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어 미래 교통수

뢰성에 관한 연구들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수행되

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 왔지만 두 분야의 연구들에서 수용성 또는 신뢰

(Kyriakidis, Happee, & de Winter, 2015), 상용화

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측 변인 중 상당수

를 위한 다학제간 기술개발 노력도 점차 가속화되

가 중복된다. 이는 수용성과 신뢰성이 상이한 개념

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으로 탄생하는 새로

인 동시에 서로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

운 서비스는 실생활에서 소비자에게 수용될 때 비

한 특성이 자율주행차의 수용성을 설명하는 모형

로소 그 가치가 실현된다.

개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수용성은 개인이 차량 운전 시 해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전

당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정도 또는 시스템이 사용

자의 신뢰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타당하게 측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할 의도로 정의

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해외

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가 실체적이고 운전자들이

에서조차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과

실제로 운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실제 자율주

수용성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모형개발 연구

행차에 대한 구매 혹은 이용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는 드물다.

현재는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기술이 시장에 충분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관점에서 자율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 의도가 더욱

행차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에 포함된 변

자율주행차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
자가 운전상황의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운전에 대

인들과 신뢰성 및 수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모
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 통제권을 기꺼이 자동화 시스템에 넘겨줄 수 있
는지, 즉 자율주행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지와 관
련이 있다. 하지만 자동화에 대한 수용성 모형의 초

Ⅱ. 선행연구 고찰

기 이론에서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뢰성을 다루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수용성 모형

1. 자율주행차 수용성에 관한 연구

에 신뢰성 요인을 포함한 확장된 이론 모형이 제안
되고 있지만 이 모형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적용하
여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Davis(1986)가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

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토대

‘신뢰’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

로 기술수용 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념이며, 특히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자동화

이하 TAM)을 처음 제안한 이후로 최근까지 TAM에

시스템 자체의 특성이외에도 인간 특성, 환경적 특

다양한 결정인자를 추가한 확장모형이 개발되었다.

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

TAM의 기본 모형은 외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은 지

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각된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이 행동 의도를 결정한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다고 제안한다. 이후에 개발된 TAM의 확장모형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TAM3(Venkatesh & Bala, 2008)은 기본 모형에 개

자동화 기술의 신뢰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인차, 시스템 특성, 사회적 영향을 비롯하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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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안, 재미, 흥미 등의 정서적 요인이 추가

각)로 분류하였다.

되었다. 특히 TAM을 확장한 또 다른 모형인 자동

Payre, Cestac과 Delhomme(2014)의 연구에서

화 수용성 모형(Automation Acceptance Model;

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새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이하 AAM)은 TAM의 기본 모형을 토대로 행동 의

추구하는 경향성인 자극추구성이 자율주행차의 수

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용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적

신뢰성을 추가하였다(Ghazizadeh, Lee, & Boyle,

성향이 높을수록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용의도

2012). 이 모형에 따르면, 신뢰성은 자동화의 예측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성별,

가능성에서 초기에 형성되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연령, 자율주행차에 대한 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칠 뿐 아니라, 자동화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

사전 평가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으

는 확신과 신념으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

로 유의하였다.

Osswald, Wurhofer, Trosterer, Beck과 Tscheligi
(2012)의 최근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용성 모형에

2. 자율주행차 신뢰성에 관한 연구

차량 기술에 영향을 주는 예측 변수로 불안, 안전지
각,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기술사용에 대한 태

Lee와 See(2004)는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신뢰를

도 등 4개 변수를 추가하여 차량기술 수용성 모형

“불확실하고 취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인의 목적

(Car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CTAM)

을 달성하도록 자동화 기술이 도울 것이라는 믿음”

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유준(2017)이 CTAM

으로 정의하였다. 자동화에 대한 신뢰는 다양한 요

을 기반으로 태도 및 촉진 변인을 제외하고 신뢰성

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최근 몇 년간 신뢰에 영

과 정서적 만족감을 추가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과,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수행에 대

보고되었다.

한 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사회적 영향

Merritt와 Ilgen(2008)이 제안한 신뢰에 영향을

(social influence), 안전지각, 불안, 신뢰성, 정서적

미치는 요인들을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에 적용하

만족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자동화 시스템 특

정리하면, 자율주행차의 수용성을 행위이론을 기

징, 인간 특성, 환경적 특성이 있다. 먼저 자동화

반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자동화 수준, 시스템 안정성,

과 사용 편의성 외에도 불안 및 흥미 등의 정서적

시스템 한계, 예측가능성, 시스템 투명성, 시스템

요인, 안전지각, 신뢰성, 수행에 대한 기대, 사회적

복잡성, 시스템 외형이 있으며, 인간 특성으로는 인

영향 등의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구통계적 특성, 성격특질, 태도, 신뢰 관련 개인사

그 외에도 행위이론과 무관하게 자율주행차의

(personal history), 훈련/경험, 심리적 상태(예 ; 스

수용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Nordhoff,

트레스, 자신감 등)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특

Kyriakidis, Arem과 Happee(2019)는 다양한 수용

성으로는 사용 이득, 교통상황에서의 위험 및 과제

성 연구를 소개하면서 자율주행차 수용성 요인을

난이도가 있다.

크게 (1) 개인특성 요인(사회경제적 및 개인 성격

Hakimi, Kamalrudin, Akmal, Yusop과 Sidek

특성 등), (2) 기계적 영역-특화된 요인(수행 및 노

(2018)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의 유의미한 속성

력 기대, 물리적 차량 및 서비스 특성 등), (3) 상징

으로 개인정보 보호(보안성), 사용시 만족 경험, 안정

적-감정적 요인(사회적 영향 및 쾌락적 동기화 등),

적 운행능력 그리고 안전성을 제안하였다. Charness,

그리고 (4) 도덕적-규범적 요인들(위험 및 이득지

Yoon, Souders, Stothart와 Yehnert (2018)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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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요인으로서

자율주행차의 기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자율주

자율주행차에 대한 염려, 기술적응에 대한 열의 및

행차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최남호, 김효

차량제어를 단념하겠다는 의지가 유의한 변수임을

창, 최종규, 지용구(2015)의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밝혔다. 또한 Waytz, Heafner와 Epley(2014)는 차

차가 운전자에게 주행정보(차량운행 관련 기능)와

량시뮬레이터 실험연구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자율주행 정보(자율주행 관련 기능)를 제공하고 주

의인화가 자율주행차 신뢰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변 교통상황을 잘 인지할 것(외부환경 인지 관련 기

를 보고하였다.

능)이라는 믿음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반적 신뢰

Thatcher, McKnight, Baker, Arsal과 Roberts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은 신뢰감이 세 가지 요소인 기능성, 유용성,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예측가능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기능성은 어

검토해 보면, 유용성, 안전에 대한 지각, 위험에 대

떠한 시스템이 필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한 지각, 개인 성격특성 및 기능성 등이 수용성 연

과 기능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유용성은 시스

구와 신뢰성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템이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수용성을 예측하는 변인에는 사용편의성, 정서, 자

라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극추구성이 있고, 신뢰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표 1> 자율주행차의 신뢰성 및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변인

정의

안전지각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주변 사람들의 안전
을 확보하는 능력

위험지각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에 대한 염려 및 돌발상황 인지 능력에
대한 불신

참고문헌
Nees (2016); Hakimi, et al. (2018);
최남호 등(2015)

자율주행차의 작동을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Bosch & Baumann (2019); Thatcher,
et al. (2011)

기능성

자율주행차의 엔진을 비롯하여 효율성과 관련한 자율주행차
성능

Hakimi et al. (2018)

유용성

자율주행차를 사용했을 때 일상생활과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
성이 높아지고 이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Kaur & Rampersad (2018); Koul &
Eydgahi (2018); Thatcher, et al. (2011)

보안성

자율주행차 운전 중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결함, 해킹으로
부터 시스템과 자동차의 보안,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능력

Kaur & Rampersad (2018); Hakimi,
et al. (2018)

의인화

자율주행차에 생각하고 느끼는 힘과 인간다운 사고방식과 같
은 본질적인 인간 특성을 부여하는 것

Waytz, et al. (2014); Bosch &
Baumann (2019)

정보제공성

자율주행차의 운행정보 및 주변 교통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인
지하고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

최남호 등(2015)

사용편의성

자율주행차의 사용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
력에 대한 기대

Koul & Eydgahi (2018); Nees (2016)

긍정 및 부정
정서 기대

자율주행차 이용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 또는 자율주행차에 대
한 불안

Hartwich, et al. (2018); Hohenberger,
et al. (2016); Osswald, et al. (2012)

경제성

자율주행차로부터 얻는 이득이 자율주행차의 비용보다 클 것
이라는 기대

Nees (2016); Hakimi, et al. (2018)

자극추구성

새롭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강렬한 감각과 경험을 추구하는 경
향성과 이러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특성

Payre, et al. (2014); Charness et al.
(2018)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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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정보제공성, 예측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들을 통합하여 척
도를 구성하고, 신뢰성과 수용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324 ( 60.4)
212 ( 39.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7 (
106 (
108 (
108 (
107 (

20.0)
19.8)
20.1)
20.1)
20.0)

직종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운전제외)
기능직(운전직)
농업·어업 및 기타 자영업
단순노무직
무직
기타

350 (
59 (
24 (
10 (
11 (
17 (
35 (
30 (

65.3)
11.0)
4.5)
1.9)
2.1)
3.2)
6.5)
5.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1(
3(
81 (
387 (
64 (

0.2)
0.6)
15.1)
72.2)
11.9)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기타

513 (
19 (
3(
1(

95.7)
3.5)
0.6)
0.2)

운전
경력

5년 이내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29년
30년 이상

91 (
88 (
79 (
52 (
82 (
71 (
73 (

17.0)
16.4)
14.7)
9.7)
15.3)
13.2)
13.6)

하는 12개 예측 요인의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
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자율주행차 신뢰성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해서 온
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
라인 설문조사에서 자율주행차 기준은 미국자동차
협회(SAE) 기준 中 “고도화된 자동화 단계(4단계)”
로 정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설문 대
상자들에게 자율주행차를 소개하였다. “자율주행차
(level 4)는 정해진 도로환경 조건에 한하여 운전자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에 의해 전
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율주
행 운행 시 정해진 구간 內에서는 전방주시 의무가
없으므로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등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상황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빈도(%)

남
여

합

계

536 (100.0)

정해진 구간 內에서는 자율주행차 AI가 사전에 이
를 인지하고 대처를 하게 됩니다.”
설문은 20대에서 60대까지 국내 거주하는 운전

성, 기능성, 예측가능성, 보안성, 정보제공성, 이용
편의성, 경제성, 의인성, 긍정 및 부정정서, 자극추

자 총 536명을 대상으로서 실시하였으며 성별 및

구성향)와 2개의 결과변인(신뢰성, 수용성)에 대해

연령대별 비율은 연구진에서 온라인상으로 사전에

기존 연구문헌에 사용된 문항 및 해당 변인의 구성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

개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연구자가 수

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정 또는 개발하였다. 변인 당 5개 문항씩 총 70개
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

2. 측정도구

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결과변인 중 신뢰성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수용성을 설명하는 것으

를 측정하는 5개 문항(예, “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로 보고된 선행변인 12개(안전지각, 위험지각, 유용

신뢰가 있다”, “나는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을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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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요인 요인분석

다. 본 분석에서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의

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738∼.868, 내적 일

값이 .5 이상인 값을 요인추출 기준으로 선정하였

치도(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다. 신뢰성의

으며, 이에 따라 요인적재량 값이 .5 이하이거나 다

전체 평균은 3.08(sd=.80)이었으며, 성별, 연령, 운

른 요인들과 교차 적재(cross loading)된 설문문항

전경력 별 차이검증 결과, 성차와 연령별 차이가 유

들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하였다(성별: t=2.582, p<.05; 연령: F=3.681,
p<.01). 남성의 신뢰성(M=3.15)이 여성의 신뢰성
(M=2.9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30대의 신뢰성
(M=2.94)이 60대의 신뢰성(M=3.29)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0대, 40대, 50대의 신뢰성은 집단 간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운전경력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F=1.699, p=n.s.)
수용성은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의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예, “나는 자율주행차를 이용 할 의도가

있다”, “나는 자율주행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을 지불할 마음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
일요인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629∼.871, 내
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6으로 나타났다. 수
용성의 전체 평균은 3.16(sd=.84)이었으며, 성별,
연령, 운전경력별 차이검증 결과, 성차가 유의하였
다(성별: t=2.528, p<.05). 남성의 수용성(M=3.24)

<그림 1> 연구 절차

이 여성의 수용성(M=3.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F=.294, p=n.s.) 및 운전경력(F=.719, p=n.s.)
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교
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대상의 나머지 50%

3. 분석절차

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신뢰성

척도 개발을 위해 먼저 전체 설문대상의 50%를

척도의 7개 변수와 신뢰성 및 수용성의 관계를 알

사용하여 12개 예측변수의 총 60개 문항에 대해 탐

아보기 위해 7개 변인을 예측변수로 하고 신뢰성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및 수용성을 준거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

7개 요인(안전지각, 위험지각, 유용성, 예측가능성,

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보안성, 의인성, 부정정서)을 신뢰성 및 수용성을

은 AMOS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

예측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도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TLI, CFI가 .90이

IBM SPSS for Windows 21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상이고 RMSEA와 SRMR이 .08이하인지 평가하였다.

추출방법으로는 주축분해(회전방법 : 직교회전)를

연구 모형에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을

실시하였고 Scree Test 및 누적분산비율, 요인부하

실시하였다.

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구조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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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문항 별 요인부하량은 .508∼.857의 범위였
고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787∼.878로 나타났다.

1. 척도 개발 및 교차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 모형에
최종 요인별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60개 문항을

대한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자료의 나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안전지각

머지 절반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요인1, 5문항), 위험지각(요인2, 5문항), 유용성(요

결과(<표 4> 참조), x²값이 512.918(df=303, p=.000),

인3, 4문항), 예측가능성(요인4, 4문항), 보안성(요인

RMSEA는 .051(.043-.058), SRMR은 .053, CFI는

5, 4문항), 의인성(요인6, 3문항), 부정정서(요인7, 2

.939, TLI는 .929로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할 수 있

문항)로 설명되는 7개 요인 27개 문항이 추출되었

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계

다. 추출된 7개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전체 변량의

수는 .544∼.904로 나타나 각 잠재변인이 해당 문

61.28%를 차지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요

항들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all ps<.001).

<표 3> 자율주행차 신뢰성 및 수용성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

항

s1자율주행차는 안전할 것이다
(요인1) s2자율주행차는 위험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것이다
안전 s3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실수를 없애 교통사고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다
지각 s4자율주행차에 오류가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회피하도록 해줄 것이다
s5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것이다
s1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요인2) s2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위험 s3자율주행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각 s4기상악천후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더 위험할 것이다
s5자율주행차는 돌발상황 인지가 어려워 위험할 것이다

요인부하량
1

2

.691
.620
.592
.597
.564

3

4

.319
.526
.586
.711
.678
.714

s1교통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전방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요인4)
s2자율주행차의 작동상태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
s3자율주행차 운행방식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s4자율주행차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605
.753
.667
.337 .622

s1자율주행차는 외부 해킹에 대한 보안이 철저할 것이다
(요인5) s2자율주행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보안유지가 잘 될 것이다
보안성 s3자율주행차 운행 중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다
s5자율주행차는 외부의 제어(조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349

s3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기분 상태에 따라 달리 대응할 것이다
(요인6)
s4자율주행차에게 인간의 특성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성
s5자율주행차가 친구나 가족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주: 요인부하량 .30 이상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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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5

.508
.712
.676
.741

Cronbach’s α

6

.371 .317

s1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것은 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인3) s2자율주행차 운행 중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유용성 s4자율주행차를 이용하면 운전 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s5자율주행차는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이다

(요인7)
s1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 불안할 것이다
부정
s2자율주행차를 타면 긴장할 것이다
정서

5

.772
.847
.742
.522
.631
.857
.318 .614

.318
.300

.831
.681

.875 .798 .836 .857 .878 .787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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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율주행차 신뢰성 및 수용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x²

df

p

RMSEA

SRMR

CFI

TLI

512.918

303

.000

.051(.043-.058)

.053

.939

.929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p

p

F1s4

<---

안전지각

.757

F4s1

<---

예측가능성

.690

F1s3

<---

안전지각

.800

***

F4s2

<---

예측가능성

.756

***

.809

***

F4s3

<---

예측가능성

.662

***

.823

***

F4s4

<---

예측가능성

.766

***

***

F1s2
F1s1

<--<---

안전지각
안전지각

F1s5

<---

안전지각

.689

F2s1

<---

위험지각

.635

F2s2
F2s3
F2s4

<--<--<---

위험지각
위험지각
위험지각

F5s5

<---

보안성

.657

F5s1

<---

보안성

.858

***

.650

***

F5s3

<---

보안성

.822

***

.713

***

F5s2

<---

보안성

.869

***

.706

***

F6s5

<---

의인성

.698

***

F6s4

<---

의인성

.801

***
***

F2s5

<---

위험지각

.722

F3s1

<---

유용성

.544

F3s4

<---

유용성

.636

***

F3s2

<---

유용성

.754

***

.751

***

F3s5

<---

유용성

F6s3

<---

의인성

.709

F7s1

<---

부정정서

.904

F7s2

<---

부정정서

.781

***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안전지각
위험지각
유용성

-.429

위험지각

.714***
.710

보안성

.612

***

-.334

의인성

.478***

-.081

부정정서

-.208

예측가능성

보안성

의인성

-.184*

***

예측가능성

유용성

***

**

-.237**

.384

.852***

***

***

.519***

.613***

.500***

.650***

-.163

*

-.069

.560***
-.103

.037

주: * p < 0.05, ** p < 0.1, *** p < 0.001

2. 자율주행차 신뢰성-수용성 모형 검증

명하였다(all ps<.001).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의인성과

가. 신뢰성–수용성 모형의 측정모형

위험지각, 의인성과 부정정서의 관계를 제외한 모

본 연구에서 개발한 7개 요인과 자율주행차 신

든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신뢰성

뢰성 및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모형 검증을 위해

과 수용성은 7개 요인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²값이 1371.064

나. 신뢰성-수용성 모형의 경쟁모델 비교 검증

(df=593, p=.000), RMSEA는 .050, SRMR은 .049,

본 연구에서 개발한 7개 요인과 신뢰성 및 수용

CFI는 .933, TLI는 .925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

성의 관계를 예측하는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기 위

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 우선 신뢰성이 7개 요인과 수용성의 관계를 부

각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45∼.884로

분매개하는 모형(경쟁모형 1)과 완전매개하는 모형

나타나 각 잠재변인이 해당 문항들을 유의하게 설

(경쟁모형 2)을 비교 검증하였다. 먼저 각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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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율주행차 신뢰성-수용성 모형 측정모형 검증 결과
측정모형

x²

df

p

RMSEA

SRMR

CFI

TLI

1371.064

593

.000

.050(.046-.053)

.049

.933

.925

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p

p

F1s4

<---

안전지각

.730

F5s5

<---

보안성

.663

F1s3

<---

안전지각

.774

***

F5s1

<---

보안성

.866

***

.797

***

F5s3

<---

보안성

.812

***

.827

***

F5s2

<---

보안성

.878

***

F1s2
F1s1

<--<---

안전지각
안전지각

F1s5

<---

안전지각

.726

***

F6s4

<---

의인성

.820

F2s1

<---

위험지각

.545

***

F6s3

<---

의인성

.679

***

.646

***

F6s5

<---

의인성

.725

***

***

F7s1

<---

부정정서

.884

***

F2s2

<---

위험지각

F2s3

<---

위험지각

.713

F2s4

<---

위험지각

.717

F7s2

<---

부정정서

.802

F2s5

<---

위험지각

.755

***

F8s1

<---

신뢰성

.815

F3s1

<---

유용성

.610

***

F8s2

<---

신뢰성

.855

***

F8s3

<---

신뢰성

.795

***

F8s4

<---

신뢰성

.861

***
***

F3s4

<---

유용성

.729

***

F3s2

<---

유용성

.741

***

F3s5

<---

유용성

.776

F8s5

<---

신뢰성

.743

F4s1

<---

예측가능성

.714

***

F9s1

<---

수용성

.839

F4s2

<---

예측가능성

.767

***

F9s2

<---

수용성

.752

***

F4s3

<---

예측가능성

.720

***

F9s3

<---

수용성

.616

***

F4s4

<---

예측가능성

.795

F9s4

<---

수용성

.829

***

F9s5

<---

수용성

.875

***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예측가능성

유용성

보안성

안전지각

의인성

유용성

.785***

보안성

.542***

.485***

안전지각

.684***

.673***

.612***

.562

***

.462

***

.534***

.449***

-.235

***

-.231

***

-.333

***

-.469***

-.100

-.195

***

-.238

***

-.184

***

-.367***

-.033

의인성
위험지각
부정정서

위험지각

부정정서

.488***

신뢰성

.721***

.693***

.671***

.820***

.558***

-.406***

-.377***

수용성

***

***

***

***

***

***

-.266***

.637

.641

.516

.648

.467

신뢰성

-.259

.788***

주: *** p < 0.001.

적합도를 살펴보면, 경쟁모형 1의 적합도는 x²값이

로 판단된다. 위계적인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Δ

1307.873(df=592, p=.000), RMSEA는 .048, SRMR

x² 값을 살펴보면, 경쟁모형 2가 더 간명하지만 x²

은 .049, CFI는 .938, TLI는 .931이었고, 경쟁모형

값이 유의하게 상승하여 대안 모델로 적합하지 않

2의 적합도는 x²값이 1327.564(df=599, p=.000),

았다(Δdf=7, Δx²=19.691, p<0.01).

RMSEA는 .048, SRMR은 .050, CFI는 .937, TLI는

각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검토하였을 때, 유용성

.930으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

변수가 수용성에 가지는 유의한 변량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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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모형 1(부분매개 모형)

경쟁모형 2(완전매개 모형)

경쟁모형 3(수정된 매개 모형)

경쟁모형 4(부정정서 매개 모형)

<그림 2> 자율주행차 신뢰성-수용성 모형

수용성에 대한 유용성의 직접 효과를 추가한 수정

p<0.001).

모형(경쟁모형 3)을 다른 경쟁모형들과 비교 검증

경쟁모형 3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예측가능

하였다. 경쟁모형 3의 적합도는 x²값이 1312.006

성(β=.143, p<.05), 보안성(β=.178, p<.001), 안전

(df=598, p=.000), RMSEA는 .047, SRMR은 .049,

지각(β=.422, p<.001), 의인성(β=.134, p<.01), 부

CFI는 .939, TLI는 .932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

정정서(β=-.122, p<.001)는 신뢰성을 유의하게 설

준으로 판단된다. 다른 경쟁모형과의 비교 검증 결

명하였다. 신뢰성은 수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과, 경쟁모형 3은 경쟁모형 1보다 간명한 모형이면

(β=.636, p<.001). 유용성은 신뢰성을 통계적으로

서 x²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Δdf=6, Δx²=4.133,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p=n.s.), 경쟁모형 2보다 x²값이 유의하게 낮아서

나타났다(β=.117, p=.053). 위험지각은 신뢰성을

최적의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β=-.009, p=n.s.).

모형으로

판단된다(Δdf=1, Δx²=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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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율주행차 신뢰성-수용성 모형 위계적 경쟁모형 비교 검증 결과
모형 비교
Δx²(Δdf)

x²

df

p

RMSEA

SRMR

CFI

TLI

경쟁모형 1

1307.873

592

***

.048(.044-.051)

.049

.938

.931

경쟁모형 2

1327.564

599

***

.048(.044-.051)

.050

.937

.930

19.691(7)**

경쟁모형 3

1312.006

598

***

.047(.044-.051)

.049

.939

.932

4.133(6)n.s

15.558(1)***

경쟁모형 1

경쟁모형 3
직접 효과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신뢰성

<---

예측가능성

.145

.143

.066

2.201

*

신뢰성

<---

보안성

.207

.178

.049

4.247

***

신뢰성

<---

안전지각

.414

.422

.057

7.259

***

신뢰성

<---

의인성

.123

.134

.038

3.222

**

신뢰성

<---

부정정서

-.118

-.122

.034

-3.444

***
n.s.

신뢰성

<---

위험지각

신뢰성

<---

유용성

-.009

-.009

.039

-.229

.114

.117

.059

1.932

†

수용성

<---

신뢰성

.767

.636

.068

11.292

***

수용성

<---

유용성

.248

.212

.063

3.962

***

간접 효과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BC
(Lower)

BC
(Upper)

수용성 <-- 신뢰성 <-- 예측가능성

.091

-.011

.194

†

수용성 <-- 신뢰성 <-- 보안성

.113

.052

.185

**

수용성 <-- 신뢰성 <-- 안전지각

.268

.196

.374

**

수용성 <-- 신뢰성 <-- 의인성

.085

.019

.150

*

-.078

-.138

-.024

**

수용성 <-- 신뢰성 <-- 부정정서
주:

n.s

경쟁모형 2

p ≥0.1,

†

p < 0.1,

*

p < 0.05,

**

p < 0.01,

***

Sig

p < 0.001.

모수추정치에서 신뢰성에 유의한 설명량을 보인

이와 함께, 위험지각 변수와 신뢰성의 높은 상관

요인들이 신뢰성을 매개로 수용성에 미치는지 알아

계수 및 위험지각과 부정정서 간의 관련성을 고려

보기 위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간접효과의 경

하여 위험지각이 부정정서를 통해 신뢰성에 간접

로계수가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 하한과 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정한 모형(경쟁모형 4)을 탐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간접효과가 유의한

색적으로 검증하였다. 경쟁모형 4의 적합도는 x²값

것으로 본다. 확인 결과, 보안성(.052~.185), 안전

이 1328.262(df=604, p=.000), RMSEA는 .047, SRMR

지각(.196~.374), 의인성(.019~.150), 부정정서(-.138

은 .049, CFI는 .938, TLI는 .931로 나타나 수용 가

~-.024)가 신뢰성을 매개로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

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쟁모형 3과의 비위계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보안성, 안전지

모형 비교를 위해 각 모형의 AIC, CAIC, ECVI,

각, 의인성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져서 수용성

RMSEA를 검토하였다. 각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부정정서는 신뢰성

좋은 모형을 나타낸다. 비교 결과, 두 모형의

을 낮추면서 수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RMSEA는 동일하고, AIC와 ECVI는 경쟁모형 3이 더

다. 예측가능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낮았으며, CAIC는 경쟁모형 4가 더 낮은 것으로 나

(-.011~.194).

타났다(경쟁모형 3 AIC=1522.006, CAIC=207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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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율주행차 신뢰성-수용성 모형 비위계적 경쟁모형 비교 검증 결과
경쟁모형 4

x²

df

p

RMSEA

SRMR

CFI

TLI

1328.262

604

***

.047(.044-.051)

.049

.938

.931

모형 비교

AIC

CAIC

ECVI

경쟁모형 3

1522.006

2076.840

2.845(2.656-3.048)

경쟁모형 4

1526.262

2049.391

2.853(2.663-3.057)

경쟁모형 4
직접 효과
신뢰성 <--- 예측가능성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144

.144

.066

2.195

*

신뢰성 <--- 보안성

.206

.179

.048

4.280

***

신뢰성 <--- 안전지각

.418

.431

.052

7.981

***

신뢰성 <--- 의인성

.120

.132

.038

3.207

**

신뢰성 <--- 부정정서

-.129

-.132

.029

-4.403

***

부정정서 <--- 위험지각

.515

.500

.062

8.362

***

신뢰성 <--- 유용성

.116

.120

.058

1.985

수용성 <--- 신뢰성

.768

.635

.068

11.343

수용성 <--- 유용성

.246

.211

.062

3.989

***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BC
(Lower)

BC
(Upper)

수용성 <-- 신뢰성 <-- 예측가능성

.091

-.008

.196

†

수용성 <-- 신뢰성 <-- 보안성

.114

.058

.185

**

수용성 <-- 신뢰성 <-- 안전지각

.274

.203

.369

**

수용성 <-- 신뢰성 <-- 의인성

.084

.022

.153

*

수용성 <-- 신뢰성 <-- 유용성
수용성 <-- 신뢰성 <-- 부정정서<--위험지각
주:

*
***

간접 효과

n.s

p

p ≥0.1,

†

p < 0.1,

*

p < 0.05,

**

p < 0.01,

***

Sig

.076

-.007

.170

†

-.042

-.077

-.019

**

p < 0.001.

ECVI=2.845; 경쟁모형 4 AIC=1526.262, CAIC=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보안성(.058~.185), 안

2049.391, ECVI=2.853). 따라서 경쟁모형 3과 경

전지각(.203~.369), 의인성(.022~.153), 위험지각

쟁모형 4 중 한 가지 모형을 배타적으로 선택하기

(-.077~-.019)이 수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

보다는 두 모형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위험지각이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예측가능성(-.008~.196)과 유용성

신뢰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007~.170)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 안전지각, 의인성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아

경쟁모형 4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예측가능

져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위험 지

성(β=.144, p<.05), 유용성(β=.120, p<.05), 보안성

각이 높아질수록 부정정서가 증가하여 신뢰성과 수

(β=.179, p<.001), 안전지각(β=.431, p<.001), 의인

용성을 차례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

성(β=.132, p<.01), 부정정서(β=-.132, p<.001)는

성은 신뢰성을 거치지 않고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모두 신뢰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위험지각은

미쳤다.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β=.500, p<.001).
신뢰성(β= .635, p<.001), 유용성(β=.211, p<.001)
은 모두 수용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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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서, 자극추구성향 등 6개 변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탐색적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신뢰성 및 수용성 척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

도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여 신뢰성

를 통해 신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및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변인, 총 60개 문

수용성을 직접 설명하는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수

항을 제작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화를 통해

정 모형을 개발 및 검증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신뢰

7개 요인(안전지각, 위험지각, 유용성, 의인성, 보안

성과 수용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 예측가능성 및 부정정서)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차 신뢰성 평가

에서 도출된 7개 요인은 자율주행차의 신뢰도를 설

척도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분야를

명하는 요인을 탐색한 여러 선행연구(Hakimi, et

비롯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과정에서 자율주행차

al., 2018; Kaur, et al., 2018; Bosch, et al., 2019;

개발 단계별 신뢰성 평가의 향상도 측정 및 평가

Osswald, et al., 2012)의 결과를 지지한다.

요인별로 차별적 기술개발 전략수립과 대응이 가능

도출된 7개 요인이 신뢰성과 수용성에 미치는

하도록 해준다. 특히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자들이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4개의 경쟁모형을 비교 검증

자율주행차의 개발단계 또는 요소기술 개발시 운전

한 결과, 보안성, 안전지각, 의인성은 수용성에 직

자로부터 자율주행차 신뢰성을 평가하여 개선된 부

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수용

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줄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은 신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장기 국가교통정

성보다는 수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예측

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자율주행차 수

가능성은 신뢰성을 설명하였으나 수용성에 대한 간

용성의 핵심요소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성 향상

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

을 위한 전략 수립 및 향후 자율주행차 이용활성화

이 신뢰성과 수용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을 위한 대국민 수용성 제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이며, 신뢰성과 수용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취

특히 위험지각은 부정정서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함으로써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표본만을

낮추었고, 이를 통해 수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조사대상의 편향이 있을

쳤다. 불안의 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층의 경우, 컴퓨터에

용된 위험지각의 문항들은 불안의 인지적 측면을

익숙한 일부 집단이 온라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

반영하고 부정정서의 문항들은 불안의 정서적 측면

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가정하기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Osswald

어렵다. 또한 조사내용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익숙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동차기술 수용성 모형의

하지 않은 주제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으로 온라

한 요인으로 불안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염려와

인 설문 상으로는 조사대상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에

충분한 이해 후 설문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어

묶여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인지적 측

렵다.

면과 정서적 측면을 분리하여 신뢰성에 미치는 차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점을

별적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완, 조사대상의 혼입변인(예를 들면, 온라인 설문

지지 및 확장하였다.

에 대한 익숙성)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에

기능성, 정보제공성, 이용편의성, 경제성, 긍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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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율주행차 운행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

자율주행차의 신뢰성과 수용성 척도 및 모형 개발

시킨 후 설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실
험실 연구에서 수행된 것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해 운전경험을 충분히 한 후
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운전자의 배경지식이나
고정관념이 배제된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실험실 연구는 자율주행차 HMI 개발 관
점에서도 실험참가자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수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에 따른
신뢰성 향상 수준을 직접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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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인용항공기(PAV)의 개발이 2010년을 전후해서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
입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PAV를 이용한 상업 운송서비스인 에어택시 서비스도 가시화
되고 있다. PAV와 에어택시는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교통후생을 증대시키고, 유망산업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특히 에어택시 사업은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중요한 주체로
서,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공급자 측면의 논의만 진행되었을 뿐,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요자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내 도심간 이동
을 가정하고, 실험계획법을 토대로 운임과 시간을 주요 속성으로 하는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만들
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진술선호 자료를 이용하여 수송분담률을 추정하고, 운임이
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우선 분석모형의 타당성과 적합성,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어택시는 남자, 세대주나 주부, 고소득 가구, 평소 주 통행구간을 자가용으
로 이동하는 계층의 선택확률이 높았다. 도심에서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압도적이며, 에어택시
와 시내버스가 보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철도교통이 에어택시와 가장 큰 대체 관계를 형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어택시 사업계획 수립이나 목표시장 결정, 정부의 교통시
스템 개선방안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개인용항공기, 에어택시, 진술선호자료, 실험계획법, 혼합로짓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ircraft (PAV) is rapidly progressing with the level-ups of relevant
technologies around 2010. In addition, the airtaxi service, a commercial transportation service using
PAV, is also becoming visible. PAVs and airtaxis are expected to increase transportation welfare by
relieving traffic congestion in metrocity area, and to create even economic effects. In particular, the
airtaxi business is an important player to lead the ecosystem.
Until now, discussions focused on the supplier side, and few studies carried out on consumers
wh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airtaxi. In this study, a mode choice model was
created based on the experiment choice method, assuming the movement between downtowns in
Seoul. Using the stated preferenc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the mode share rate was
estimated, and the marginal effect due to changes in fare or trevel time was estimated. And the
validity, suit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were verifi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airtaxi business plan, target marketing, and government's transportation system plan.
￭ Keywords: Personal Air Vehicle(PAV), Airtaxi, Stated Preference, Choice Experiment, Mixed
Lo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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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착륙 시설, 높은 기체가격이나 운용비용, 소음 등
으로 인해 대중의 도심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 적합

교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도시의 모습은

하지 않다. PAV는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 기능, 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에서는 자율주행

렴한 가격, 낮은 소음 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어서

차량이 도로를 덮고, 하늘에는 개인용 비행기

도심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PAV

(personal air vehicle, PAV)들이 날아다닐 것이다.

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교통부문에서도

택받지 못한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

새로운 변곡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PAV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와 개발 열풍이 심상치

PAV의 역사는 자동차에 날개를 붙인 오토플레인

않고, 우버(Uber) 등 상업용 도심공중운송(urban

(Autoplane)이 출시된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air mobility, UAM)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지만, 1980년대 후반에 몰러(Moller)에 의해 사실

나타나 생태계를 선도하였다. 각국 정부도 에어택시

상 시작되었다. 이후 개발이 부진하다가, 2010년을

(air taxi1)) 서비스, PAV 기체와 부품 생산, 유지·정

전후해서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개발이 빠르게

비(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 등으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기

로 구성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

업들이 개발에 뛰어들 정도로 붐을 이루고 있다(관

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환경 정비 및 지원책

계부처 합동, 2020.5). 초기에는 전문 스타트업

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start-up)들이 주로 참여했으나, 지금은 기술력이

하면 PAV 생태계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높은 항공기 제조업체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자

에어택시 사업자는 PAV 생태계의 구축을 선도하

동차 생산업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고, 전방산업에 수요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PAV는 도시 과밀화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등 성공의 열쇠를 쥔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

(관계부처합동, 2020.5).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까지 PAV 기체개발 등 공급 측면의 논의가 주로

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이루어졌으며, 에어택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

왔다. 도시 과밀화는 교통부문에서 환경오염과 혼잡

는 이용자의 수용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

을 초래한다. 청정연료 차량의 보급으로 완화할 수

로 부족했다.

있는 환경오염과는 달리,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어

본 연구는 곧 도시내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될

려운 도시에서 교통혼잡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어택시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파악하여, 에어

솔루션을 요구한다(송기한·김명현, 2017). 교통혼

택시 사업자나 PAV 개발업체, 교통당국이 새로운

잡에는 통근 수요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동시간

변화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

에 대한 기회비용과, 주택, 일자리 등 사회적인 문

고자 한다. 아직 에어택시가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까지 초래한다(이성우·지우석·조중구, 2004). 그

잠재 이용자들로부터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리고 과밀화로 인한 도시의 팽창은 통근 거리를 확

SP)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계획법(choice experiment)

장하여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과 혼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수용도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는 활주로나 헬리패드 등의

를 분석한다.

1) PAV 와 UAM, 에어택시 등이 혼용되고 있다. PAV 는 기체에 대한 명칭이며, UAM 은 도심에서 이동하는 기체와 서비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에어택시는 상업용 공중운송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드론택시(drone taxi), 수요대응형 모빌리티(on demand
mobility, ODM)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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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배경

성(생산 원가)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채택
하고 있다. 현재는 드론형, 싱글모드, 전기 모터, 수
직이착륙 기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1. PAV 생태계 현황

에어택시 사업자는 PAV 기체, 부품, MRO, 인프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라 등 후방산업(backward industry)에 수요를 제공

Administration)는 PAV를 1,300km를 240~320km

한다. 초기에는 개인용보다는 에어택시용 PAV에

/h로 비행할 수 있는 5인승 이하의 기체로 정의하

대한 수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였다. 그리고 도로주행과 비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들은 승객에게 비즈니스, 출퇴근, 관광 등을 위한

듀얼모드(dual mode)이며, 소규모 공항에서 이륙

공중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생

과 착륙이 가능하고, 자동차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

태계에 배분한다.

이라면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
원, 2017.12).

2025년부터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
‘Lilium사’처럼 에어택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최근 드론과 틸트로터(tilt rotor) 항공기, 무인항

들이 보고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12).

공기 등이 생산되고, 소재와 배터리, 모터, 제어 등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으로 성장한 우버는 가장 적

에서 기술 역량이 강화되면서 PAV 개발 속도가 빨

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 자회사 엘

라졌다. 에어택시 사업을 준비하던 우버는 백서를

리베이트(Elevate)를 설립하고, 백서도 발간하였다

발간하여, 소음, 속도, 비행거리, 이착륙 시설 등

(Uber Elevate, 2016.10.27.). 백서에는 사업비전과

PAV의 개발 방향과 성능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발을

함께 우버가 구매할 PAV 기체의 성능 기준을 제안

촉진하였다(Uber Elevate, 2016.10.27.). 많은 PAV

하였다3). 그리고 에어택시 서비스가 직면한 장벽을

업체들이 우버가 에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천

안전(safety), 소음(noise), 배기가스(emissions), 성

명한 2023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능(vehicle performance)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PAV는 싱글모드 또는 듀얼모드, 날개형 또는 드

2017년부터 ‘Elevate Summit’을 개최하여 기체,

론형, 엔진 또는 모터, 수직이착륙 또는 활주형 등

부품, 인프라 건설, 교육 등 다양한 후방사업자들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2). 아직 표준화된 프로토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생태계를 만들었다.4)

입(prototype)은 없으며, 업체마다 기술 혹은 경제

우버는 2023년부터 미국 댈러스(Dallas)와 로스

2) 날개형에는 수직이착륙기(Aurora사의 NEXT, A3 사의 Vahana, Lilium Aviation 사의 Lilium Jet)와 도로 주행이 가능한 듀얼모드
(Terrafugia사의 Transition), 그리고 헬리콥터와 드론이 결합한 싱글모드 수직이착륙기(Joby Aviation 사의 S4, E-Volo 사의 VC200,
현대자동차의 S-A1)가 다수를 차지한다. 바이크형(PAL-V사의 Liberty)과 차량형(Aeromobile 사의 4.0) 중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
된 모델도 있는데, 모두 듀얼모드이다. 에어버스(airbus)와 이탈디자인(ItalDesign), 아우디(Audi) 컨소시엄은 ‘Pop.Up Next’ 를 발
표하였는데, 드론형 비행체와 차대, 캐빈 등 3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3) 조종사와 3~4명의 승객을 태우고 고도 460m 에서 240km/h 의 속도로 100km 를 순항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1.5km 까지 상승
하며, 이착륙에 1분 이내로 소요되어야 한다. 1억 승객마일당 사망자의 수는 자동차의 1/2인 0.3명을 제시하였다. 소음은 주
거지 상공에서는 중형트럭 소음의 절반 수준(250피트에서 67dB)으로 제한하였고, 주거지를 벗어나면 초소형 헬리콥터의 1/4
수준을 제시하였다. 배터리는 7~15분 이내에 600kW 를 충전하고 2,000번의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체 가격은 처음에는
120만 달러(연 100대 생산 기준)에서 시작하지만, 대량생산을 통해 60만 달러(연 500대 생산)를 거쳐 궁극적으로 20만 달러(연
5,000대 생산)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력은 전기이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버티포트(vertiport)와
버티스탑(vertistop) 등의 이착륙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1년 동안은 유인조종을 하면서 자율비행에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4) 우버는 ‘Aurora Flight Science’, ‘Bel’l, ‘EmbraerX’, ‘Pipistrel Vertical Solutions’ 등의 PAV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2019년에
‘Joby Aviation’, ‘Overair’, ‘Jaunt Air Mobility’ 가 추가되었고,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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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레스(L.A), 호주 맬번(Malbourne) 등에서 우버

2. 선행연구 분석

에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였다(최진홍, 2020.
2.4.).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산호세(San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PAV에 대한 연구가 시

Jose) 구간을 지상으로 이동할 때, 도로상 거리

작되었는데,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하는 문헌들이

92km를 ‘우버X’를 이용하면 1시간 40분과 111달

주로 발표되었다(장병희, 2017; 황창전, 2018; 양정

러의 운임이 소요된다. 그런데 우버에어 서비스를

호, 2019.5; 성열훈·나윤주·정우영·한재흥, 2010;

이용하면 직선거리 70km를 15분에 도착할 수 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0.4; 한창완, 2016; 한국

다. 비용은 초기에 129달러에서 곧 43달러로 낮아

항공우주연구원, 2017.12). 그리고 PAV의 운용비

지며, 장기적으로는 20달러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

용 추정, 투입산출분석 등 경제적 측면의 연구도 소

하였다(Uber Elevate, 2016.10.27.).

수 진행되었다(강왕구·정진덕·이대성, 2010; 김광훈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하여 기술개발

·원동규·여운동, 2018). 이정범·이범규(2010.8)는

을 지원해 왔다. 우선 ‘스마트 무인기 개발사업

지방공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했

(SUAV)’(2002~2011년)을 추진하여 날개 틸팅제어

던 에어택시 사업의 경제성을 연구하였다. 설문조

기술을 확보하였다. 2009년부터 ‘미래형 항공기

사 결과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 수요분석과 비용

(PAV) 개발 선행연구’를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수행

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0.264로 나타나 타당성이

하여 핵심 및 원천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기술로

낮았고, 1,80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다.

드맵을 수립하였다. 2016년부터 ‘신개념 수직이착

한편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때에 주로 수송

륙 무인기 개념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QTP(quad

분담률의 변화를 추정하여 교통시스템에 미칠 영향

tilt prop)를 개발하였다. 2019년부터 ‘미래형 자율

을 파악한다. Train(1978)은 샌프란시스코에 BART

비행 개인항공기(OPPAV)’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Bay Area Rapid Transit)가 개통될 경우에 예상되

데, 국토부와 산업부가 213억 원, 235억 원을 각각

는 이용자의 선호 변화를 조사하고, 선택실험법으

투입한다(국토부·산업부, 2019.9.4).

로 수송분담률을 예측하였다. Fowkes & Preston

정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 5월에 ‘한국

(1991)은 영국의 Leicester와 Burton을 연결하는

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였다(관

열차 노선의 신설 계획에 대하여 선호도를 수집하

계부처합동, 2020.5). 전기수직이착륙(eVTOL)이 도

고 수요를 추정하였다.

심형 항공교통 수단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에서는 KTX에 대한 연구가 많다. 하태준·박

2023~2024년에 UAM 비행 실증을 완료하고 2025

제진·이상하(2002)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년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30년에 10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만들었다. 고속철도, 철도(새

개의 노선을 확보하며, 2035년에 100개 노선으로

마을호), 고속버스(우등), 항공 등을 대상으로 요금,

확대하여 성숙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승차시간, 총 소요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환선호

후속 조치로 ‘UAM 팀 코리아’(Team Korea)를 발

(transfer preference) 등 진술선호를 묻는 설문조

족하였는데, 민간의 개발과 정부의 제도정비를 조

사를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시킬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40여

시행하였다. 다항로짓분석으로 교통수단의 선택,

개의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그리고 2022~2024

승차요금이나 시간별 승차전환율 등을 구하였다.

년에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 및 운영기준을 마련

정해영·배정환(2013)은 광주까지 개통되는 호남선

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 사업도 진행할 계획

KTX의 수송분담률을 전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운

이다(이인준, 2020.6.24.).

임, 배차간격, 운행시간의 변화에 따라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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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비행기 중에서 선택을 요구하였다. 패널

가정하였다.5) 그리고 PAV의 대안특화상수를 택시

(panel) 다항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여 교통수단 선

보다 약간 낮은 ‘–3’으로 가정하고, 교통수단분담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KTX의 등장으로 초래될

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PAV 부문에서 선구적인

수송분담률의 변화를 예측하고, 속성의 변화가 선

연구로 평가되지만, PAV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기

택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와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존의 교통수단 선택모형에 PAV의 대안특화상수를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정하여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대안특화상수는

조남건·윤대식(2002)은 고령자의 통행수단 선택

이용자가 해당 교통수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반

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고령자가

영하므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행비용에 가장 민감하고 통행시간에는 덜 민감하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PAV에 대해 택시와 비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버스를 가장 선호하

슷한 태도를 갖는다는 제약을 부여한 것이다.

며 좌석버스나 전철은 기피한다는 결론도 얻었다.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현시선호 자료가

이성우·지우석·조중구(2004)는 통근 연구를 농촌으

없으므로,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 진술선호 자료를

로 확장하였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현시선호 자

수집하였다. 조남건(1999)은 교통수단 이외에 새로

료를 이용하여 조건부로짓(conditional logit) 분석

운 교통시설이나 교통정책 도입에도 진술선호 자료

법으로 통근수단 선택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통행시간 변화에 따른 대체 통근수단 선택확률의
변화를 도출하고, 경제, 가구, 지역 등 통근수단 결

3. 연구문제 제안

정요인도 분석하였다. 전은하·이성우(2007)는 서울
등 수도권의 통행수단 선택모형을 만들었다. 통계

PAV가 출시되면 에어택시 사업이 생태계의 성공

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고, 조건부로짓이나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자는 수요 결정요

혼합로짓 분석법을 이용하여 통근수단 선택확률,

인과 수요의 규모를 파악하면, 마케팅, 투입량 결정

한계효과, 통근선택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등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요 요인들을 결

오재학 등(1999)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정할 수 있다. 교통 당국은 교통시스템 내에서 PAV

에 공항까지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예측하였다. 승

나 에어택시의 역할, 즉 수송분담률을 미리 파악하

용차, 리무진 버스, 좌석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면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선택한 자료를 설문조사에서 수집하고, 시간당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

16,000~19,000원의 가치와 수송분담률을 예측했다.

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수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PAV를 연구한 사례도 있다. 송기한·김명현(2017)

있으나, 아직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은 자율비행 PAV가 출현할 경우에 예상되는 교통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

수요 변화를 추정하였다. 효용함수를 기반으로 모

안한다.

형을 구축하고, 명동-동대문, 여의도-시청, 강남역시청, 영등포-잠실, 김포공항-잠실 등 5구간의 이

연구문제 : 에어택시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에 시

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동속도는 200km/h, 통행

장의 수용도를 분석한다.

비용은 우버블랙, 택시, 2만원, 1만원 등 4가지를

5) 송기한·김명현(2017)은 이착륙 시간 각각 2분, 접근시간 10분, 대기시간 5분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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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교통수단 선

진·권오상, 2010). 본 연구에서는 평균  , 분산 

택모형을 만들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진술선호를

를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오

수집하여 분석한다.

차항   는 독립이며 일치적(identical)인 제I형 극
치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르
는 것으로 가정한다. 소비자(  )의 선택 결과에 대한

Ⅲ. 교통수단 선택모형

확률은    를 연속적이라고 가정할 때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Train, 2003).

1. 이산선택 자료 분석법6)
이산선택형 종속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분석

  

heterogeneity)을 반영하지 못하여 선택의 다양성

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치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
계수에 분포를 가정한 혼합로짓 모형이 제안되었
다(McFadden, 1973; 정해영·배정환, 2013). 이 모
형은 다항로짓 모형의 단점인 대안들 사이의 일정
한 선택확률 비율을 가정하는 대안간 독립성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의

제약을 해소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유연한 분
석법이다(McFadden & Train, 2000).
식(1)처럼 소비자(  )가 대안(  )으로부터 얻는 효
용을 확정적(non-stochastic) 부분   와 확률적
(stochastic) 부분   로 구성되는 간접효용함수
(indirect utility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  

는 상품의 속성벡터   의 선형함수로 가정한다.

         ′    ～     (1)



(2)



하는 데에는 로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주로 사용한
다. 그런데 응답자간의 선호 이질성(preference



′

 

     
′
 

효용함수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별, 나이 등 응답자와 관련된 변수들은
대안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응답 범주에 의해 변
하지 않는 변수(invariant variables to response
categories) 또는 공통변수(generic variable), 선택

자 변수(chooser variable) 등으로 불린다. 그런데
대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변수, 즉 소요시간, 요금
등은 교통수단에 따라 바뀐다. 대안에 따라 변하는
변수를 대안특정변수(alternative specific variable),
선택한정적 변수(choice specific variables), 선택
변수(choice variable) 등으로 부른다. 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자를 설명변수
에 포함해야 하므로, 효용함수에 두 가지 변수군을
모두 포함하여 식(3)과 같이 회귀모형을 구성한다.

  ′  ′

(3)

여기서  : Invariant Variables to Response
Categories

 : Alternative Specific Variable
속성들의 계수벡터  는 확률밀도    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  에
대해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이혜

이를 이용하여 혼합로짓 모형의 일반확률식을
도출하면 식(4)와 같다.

6) 혼합로짓 모형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Train(2003)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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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시청역권은 강북을 대표하는 구도심이다.



 



  



 





  

(4)

 

강남역권은 강남의 신도심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두 도심까지의 직선거리 9.1km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설문조사에서 실제 구



간을 제시하면 거리만 제시하는 경우보다 현실적인
속성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속성의 변화가 응답 범주7)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느낌을 주어서 몰입을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에어택시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기존
대중교통수단들을 대안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시간

는 식(5)와 같이 구할 수 있다(Liao, 1994).

과 비용을 속성으로 선택하고, 속성별로 2개의 수

    
        

 

(5)

준을 결정하였다. 도보나 자전거는 구간 내 터널,
한강, 거리 등으로 인해 비현실적이므로 제외하였
다. 그리고 자가용 이동은 유류비나 통행료 등 직접

응답 범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식(6)과 같이 한

비용 외에도 주차비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주
차비는 머무는 시간, 무료 주차공간의 확보 여부

계효과를 구할 수 있다.

(validation parking 등) 등 개인마다 상황마다 편

    
      

  

(6)

차가 크다. 그러므로 교통수단 선택에 미치는 비용
의 영향을 왜곡할 우려가 커서 본 분석에서는 제외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교통수단만을 대상으로 교통

2. 가상시장의 구성
에어택시의 우선적인 사업영역은 교통혼잡이 심

선택모형을 만들었다. 다만 제시된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지를 설
문에서 제시하여 자가용 이동을 대신하였다8).

하고, 도로를 건설할 여유가 없는 도심이다. 배터리

<표 1>에는 교통수단별로 시청역과 강남역간 이

가 장거리를 이동하기에 부족하고, 주류인 드론형

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나타나 있다. 버스와

기체는 장거리 비행시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지하철 요금에는 현금승차와 교통카드 승차 운임을

크기 때문이다.

반영하였다. 소요시간은 주간 업무시간 중에서 비

진술선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상시장을

교적 한산한 오후 1시경과, 혼잡도가 가장 높은 퇴

만들어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

근 시간대인 오후 5시경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택

용하여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동 경로를 결

시 역시 동일한 두 시간대에 이동하는 경우에 소요

정한다. 서울에는 다수의 부도심이 존재하지만, 한

되는 시간과 요금을 반영하였는데, 모두 남산터널

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크게 나뉘고 역사

을 통과하므로 터널 통행료 2,000원을 포함하였

적으로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도 나뉜다. 광화문이

다9). 에어택시는 두 지점 사이를 직선으로 200km

7) 한계효과를 구분할 때 응답 범주의 내·외는 특정 대안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대안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내), 그리
고 타 대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외)을 의미한다.
8) ‘선택안함’은 같이 제시된 버스, 지하철, 택시, 에어택시에 대한 비선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대안들을 제외하면 시청역과
강남역 사이의 이동에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자가용 밖에 없을 것이다. 걷거나 자전거 이용은 채택 가능성이 희
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안함’이 자가용 이동 수요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를 이용하여 해당 시간대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할 때에 소요시간과 이동거리, 운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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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와 300km/h로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는데10),

여기에 이착륙에 걸리는 시간 1분을 추가하였다.
운임은 관계부처합동(2020.5)에서 제시한 초기 예
상운임인 km당 3천 원을 적용하여 27,000원을 최
고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택시보다 다소 높은
20,000원을 최저치로 설정하였다. 운임은 인당 운

임을 지불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조건을 맞추기 위
해 혼자 이동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 현금/카드 지불 기준, **남산터널 통행료 포함,
*** 시속 200km/300km 기준, 이착륙 시간 각 30초 포함

<표 1> 대안별 주요 속성 및 수준
변수

시간(분)

문. 귀하가 도심인 서울시청역에서 강남역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혼자 이동(거리 9.1km, 남산터널 통과
기준)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다음 중 어느 교통수
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통수단별 소요시간과 비
용은 카드에 제시되어 있고, 귀하의 소득(개인 및 가
구), 소비상황, 시간 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수단(카드)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교통수단 이외의 수단(예: 자가용 등)을 이용할 경우
에는 ‘선택안함’을 골라 주십시오.

<그림 1> 서울 도심간 이동에 대한 교통수단 선택 질문 문항
비용(원)

버스

38

50

1,200

1,300

지하철

36

42

1,350

1,450

택시

28

42

13,100

15,500

에어택시

3

4

20,000

27,000

4. 설문조사 시행
설문조사는 2020년 9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다. 만 25~54세의

3. 대안카드 작성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이는 서울 도심간 이동에서 대중교통과 에어

SPSS26을 이용해 주효과 직교설계를 수행하여

택시를 비교하고 선택할 때에 서울 거주자들이 더

4개의 교통수단 상품 대안으로 구성된 12개의 대

정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안 세트를 도출하였다([부록] 참조). 수단별로 속성

리고 수도권이 유력한 초기시장으로 평가되기 때문

의 수준들이 동일한 빈도로 고루 제시된 것으로

이기도 하다(관계부처합동, 2020.5). 표본은 연령

나타나, 설계가 잘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별, 성별로 발표된 인구통계자료에 부합하도록 할

고 [그림 1]의 질문과 함께 무작위로 3개의 세트를
뽑아서 제시하고, 세트별로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

<표 2> PAV 및 에어택시 진술선호 조사의 표본설계

단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대안

차 원

세트를 한꺼번에 제시할 경우에 겪을 응답의 어려

모 집 단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세~54세의 시민

조사기간

2020년 9월 11일~9월 14일

움을 완화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응답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이 때에 각 대안

내

용

표본크기

488명

신뢰수준

95% ± 4.44%

세트별로 제시된 총횟수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

표본추출

연령, 성별로 할당

절하였다.

자료수집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패널 설문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다. 그리고 두 지하철역 사이의 이동을 가정하였으므로, 지하철은 역에 대한 접근시간이 거의
없다. 버스는 정류장까지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두 역의 지근거리에 정류장이 있으므로 전체 이동시간에 비해 무시할
만 하다. 택시는 특성상 접근시간이 없다.
10) 에어택시 탑승장까지의 접근시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탑승장 위치를 알 수 없고, 두 역과 지근거리에 건설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접근시간을 제외하였다. 에어택시가 기상상황과 지형, 비행금지 구역, 다른 PAV 의 이동상황 등으로 인해
직선으로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공역상황을 모두 예측하여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직선 이동을 가
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동거리와 시간은 최소 값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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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였고11), 조사는 엠브레인에서 시행하였다.

퇴근, 등하교 등 응답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구간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81명으로부터

의 특성과 이 때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나타

총 1,416개의 선택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통수단별

낸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이동 특성이 에어택시 서

로 선택 횟수를 집계하면 지하철이 53.5%로 선호

비스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안

도가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에어택시는 23.0%

특화상수를 추가하여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

가 선택하여 두 번째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그러므

는 특성들, 즉 교통수단의 특성, 편리성, 환승 페널

로 도심에서 에어택시의 시장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티(penalty), 일반적 선호 등 평소의 경험치를 통해

확인된다. 버스는 19.4%로 에어택시와 비슷한 수준

형성된 선호들을 반영하였다(송기한·김명현, 2017).

이었으며, 택시는 4.2%로 선호가 가장 낮았다.

       ×      ×      ×  (7)
  ×    ×    × 
  ×  ×    × 

<표 3> 설문조사에서 교통수단별 선택받은 횟수
수단

선택량

버스

274

19.4%

지하철

757

53.5%

택시

60

4.2%

변수명

정의

C

상수

에어택시

325

23.0%

선택 합계

1,416

100.0%

<표 4> 회귀모형 설명변수

Z1

Cost

비용

Z2

Time

시간

X1

IV. 혼합로짓 모형의 정산

AGE

X2 GENDER
X3

1. 회귀모형 구성
관찰 가능한  를 식(7)과 같이 속성변수들의
선형함수로 구성하였다. 설명변수의 정의와 내용,
데이터 형식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는 대안특

HCEO

나이(만)
성별
세대주,
주부 여부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직접 지불하
는 비용(원)
이동에 걸린 시간(분)
①25~29 ②30~34 ③35~39
④40~44 ⑤45~49 ⑥50~54
①남자, ②여자
세대주 또는 주부 아님
①세대주 또는 주부

주 통행구간
대중교통수단 이용안함
X4 PUBLIC 대중교통 수단
①대중교통수단 이용함
탑승여부
X5 CTIME

주 통행구간
소요시간(분)
이동시간

X6

EDU

학력

X7

HINC

가구소득

정변수이며,  는 선택자 변수이다.  1,  2,  3,

 6,  7은 인구통계변수들인데, 이 중  3는 소비

내용

결정권을 가진 응답자를 식별한다.  4와  5는 출

고졸 이하 ①대재/대졸
②대학원 재 이상
100만원 이하
②201-300만원
④401-500만원
⑥601-700만원

①101-200만원
③301-400만원
⑤501-600만원
⑦701만원 이상

11) <표본의 기초통계량>
항 목

용

①남성 246(50.4%) ②여성 242(49.6%)

연령

①만25-29세 16.2%, ②만30-34세 16.6% ③만35-39세 16.6% ④만40-44세 16.6% ⑤만45-49세
16.6% ⑥만50-54세 17.4%

세대주/주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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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별

2021. 9

①세대주 또는 주부 360 ②아님 128
①고졸이하 10.0% ②대재/대졸 75.6% ③대학원재/대학원졸 이상 14.3%
①100만원 이하 1.4% ②101-200만원 4.3% ③201-300만원 12.3% ④301-400만원 15.2% ⑤401500만원 17.8% ⑥501-600만원 13.9% ⑦601-700만원 10.9% ⑧701만원 이상 24.2%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의 도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연구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과대추정되고, 추정된 계수의 신뢰도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
는 Pseudo   는 0.1504로 나타났다.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류시균, 2008). 그러므로 개

분석 결과는 버스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비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

용(Cost)과 소요시간(Time) 둘 다 음(-)의 부호를

석을 수행하였다(<표 5> 참조). 최대 0.3766 이하로

가지며, 선택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약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용이나 소요시간이 증가할수
록 해당 교통수단의 효용을 낮춘다. 대안특화상수
를 살펴보면 버스와 비교해 지하철은 선호가 긍정

<표 5> 상관관계 분석
AGE GENDER HCEO PUBLIC CTIME EDU
AGE

HINC

했다.

1.000

GENDER -0.036
HCEO

1.000

0.377 -0.103

PUBLIC -0.145

선택자 속성변수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1.000

0.153 -0.058

1.000

CTIME -0.049 -0.220 -0.017

0.100

EDU

-0.075 -0.054

HINC

0.149

적이지만, 택시와 에어택시는 설명력을 갖추지 못

지하철을 선택할 확률이 낮았다. 남성의 지하철에
대한 선호는 이혜승·이희연(2009), 김민주(2018)

1.000

등에서도 확인된다. 택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

0.017 -0.079 -0.013 1.000

0.052 -0.037 -0.153 -0.030 0.110

1.000

자보다 여자가, 주 통행구간에서 주로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할수록 선택확률이 낮았다. 그리고 세대
주 혹은 주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선택

2. 혼합로짓 모형의 정산

확률이 높았다.

<표 6>에는 혼합로짓 모형의 정산결과를 보여주

에어택시는 남자보다 여자가, 주 통행구간을 주

고 있다. 우도비가 222.63으로, 유의수준 1%에서

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수록 선택확률이 낮았다.

모든 설명변수의 계수 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

그리고 세대주 혹은 주부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아

<표 6> 혼합로짓 모형 정산 결과(버스 기준)
변수

지하철
계수값

택시
t - 통계량

Cost

에어택시

계수값

t - 통계량

계수값

t - 통계량

-2.66E-05 (-1.72342*)

Time

-0.07188 (-7.92328***)

C

1.0165

2.1742**

-0.0012

-0.0013

-0.9221

-1.2076

AGE

0.0055

0.1174

-0.3562

-3.5633***

-0.0538

-0.9503

GENDER

-0.4931

-0.7730

-2.4985**

-0.5225

-2.8680***

HCEO

0.2095

1.2024

1.1606

2.9354***

0.3720

1.7579*

PUBLIC

-0.1489

-0.6890

-1.0735

-3.0040***

-1.4042

-6.2691***

-3.2246***

CTIME

0.0015

0.4536

-0.0033

-0.4770

-0.0038

-0.9391

EDU

0.2259

1.4877

-0.3529

-1.1094

0.1338

0.7380

HINC

0.0273

0.7158

0.2679

0.1435

3.0819***

3.26935***

관측치의 수

1,416

우도비

222.63*** (P-value : 0.000)

적합도

0.1504 (max rescaled   )

주: (***) 1% significance level, (**) 5% significance level, (*) 10%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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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선택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에어택시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요금과 소요시간을 결정하

택시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였지만, 에어택시는 사례가 없어서 연구자가 주요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특성들을

요인들을 반영해서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에어

반영하여 목표 시장(target market)을 설정하고, 마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

케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으므로, 분석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추정된 계수 값과 각 변수의 평균값(mean)을 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5), 식(6)과 변수별 평균

(7)에 대입하여 추정한 교통수단별 선택 확률이 <표

값을 이용하여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표 8>, <표

7>에 나타나 있다. 지하철이 56.4%로 가장 높고,

9> 참조). 비용에 대한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버스

에어택시가 22.1%로 뒤를 이었다. 버스는 19.4%로

요금이 1,000원 오르면, 버스 이용확률이 0.4% 낮

에어택시보다 다소 낮으며, 택시는 4.2%로 가장 낮

아진다. 반대로 지하철의 이용확률은 0.27%, 에어

다. 이 값을 <표 3>의 실제 선택비율과 비교하면,

택시의 이용확률은 0.11% 높아진다. 택시의 이용확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므로 혼합로짓 모형이

률도 0.02% 올라간다. 지하철의 요금이 1,000원 인

응답자의 선택을 잘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되면 지하철 이용확률은 0.65% 낮아진다. 대신
택시의 이용확률은 0.05%, 에어택시의 이용확률은

<표 7> 교통수단별 선택확률 비교(도심 이동)
교통수단

mixed logit
(평균 조건)

설문조사*

시내버스

18.4%

19.4%

지하철

56.4%

53.5%

택시

3.2%

4.2%

에어택시

22.1%

23.0%

합계

100.0%

주: 컨조인트 설문을 통해 선택한 교통수단 현황

0.33% 올라간다. 택시의 이용요금이 1,000원 인상

되면 택시의 이용확률은 0.08% 내려가고 에어택시
의 이용확률은 0.02% 올라간다. 에어택시의 요금이
1,000원 인상되면 에어택시의 이용확률이 0.46%

낮아진다.
그러므로 범주 내에서의 한계효과가 가장 큰 수
단은 지하철이며, 버스와 에어택시는 중간 수준이
다. 그리고 에어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에
어택시의 요금과 함께 지하철 요금의 변화이다. 반

한편, 송기한·김명현(2017)은 에어택시 요금이

면, 버스나 택시와는 주고받는 영향이 적았다.

정액 20,000원일 경우에 시청-강남 구간에서의 수
송분담률을 버스 41.1%, 지하철 26.4%, 택시 0.5%,

<표 8> 비용에 대한 한계효과(1,000원)

에어택시 0.15%, 승용차 31.8%로 추정하였다. 이는
에어택시 도입 이전과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에어택시의 요금이 정액 10,000원 수준으로 내려도

구분

이유는 에어택시가 없는 상황에서 만든 모형을 사용

지하철

지하철
택시

한계효과 -0.40% 0.27% 0.02%

수송분담률은 0.79%로 기존 교통체계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버스
버스

구분
한계효과

지하철
택시
0.05%

에어택시

에어택시

지하철

0.11%

-0.65%

택시
택시

에어택시

에어택시

에어택시

0.33% -0.08% 0.02%

-0.46%

했으므로 변동성이 제한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9>에는 소요시간에 대한 한계효과가 나타나

3. 한계효과 분석
가상시장을 만들면서 기존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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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버스의 소요시간이 10분 늘어나면 버스 이용
확률은 10.77% 낮아진다. 대신 지하철은 7.44%, 택
시는 0.42%, 에어택시는 2.91%만큼 이용확률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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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지하철의 소요시간이 10분 증가하면, 지하

본 연구에서는 에어택시에 대한 대중의 선호를

철 이용확률은 17.68% 낮아진다. 대신 택시는

파악하기 위해 가상시장을 만들어 이용자의 진술선

1.3%, 에어택시는 8.94% 높아진다. 택시의 소요시

호를 파악하고, 이용자 개인과 교통 대안들의 속성

간이 10분 늘어나면, 택시 이용확률이 2.24% 낮아

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만들어 혼합로짓 모형으로

지는 대신 에어택시의 이용확률은 0.51% 높아진다.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타당성과 분석의 적

마지막으로 에어택시의 소요시간이 10분 늘어나면

합성이 확인되었으며, 설문조사에서 선택한 교통수

에어택시 이용확률은 12.36% 줄어든다.

단의 분포를 잘 근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

범주 내 한계효과가 가장 큰 교통수단은 지하철
이며, 에어택시나 버스도 높지만 택시는 낮다. 그리

에서 비용과 소요시간이 증가하면 선택확률이 낮아
지는 등 모형의 신뢰성도 확인하였다.

고 에어택시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어택시의 조기채택자(early adopter)는 남자,

은 에어택시의 소요시간 변동과 함께 지하철의 소

세대주 혹은 주부, 고소득 계층, 자가용 이용자 등

요시간 변동으로 나타났다.

으로, 택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모형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철도교통이 에어택시와 가장 큰 대체 관계를 형성

<표 9> 시간에 대한 한계효과(10분)
버스

구분

버스

지하철

택시

에어택시

한계효과 -10.77% 7.44% 0.42%
지하철

구분
한계효과

택시
1.30%

에어택시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 운임이나 시간의 변

지하철

화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수요 탄력성을 보였기 때

2.91% -17.68%

택시
택시

지하철

에어택시

문이다. 수송분담률 측면에서는 지하철이 압도적이

에어택시

며, 에어택시와 시내버스가 보조할 것으로 나타났

에어택시

다.

8.94% -2.44% 0.51% -12.36%

본 연구는 에어택시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희망하는 요금 수준을 설정하
면, 이에 따른 수요의 규모를 선택확률과 한계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시간 결정에도 동일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수요와 요금이 확정되면,

PAV 개발이 진척을 보이면서 에어택시 사업 준

매출과 비용도 확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영업이

비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밀화된 도시는

익을 추정하고, 만일 기대치와 다르면 요금수준을

교통체증이 극심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서,

변경하고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업자가 원

에어택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효용이 기대된다. 또

하는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계획을 만들 수

한 에어택시는 관련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

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집중할 타겟 시장도 확인

업이므로,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성과를 확대할 필

할 수 있다. 정부는 에어택시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요가 있다.

편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에어택시의 개념이 차량 공유서비스나 택시와

수요에 운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다를 바가 없지만, 하늘을 이동하므로 운임이나 소

었지만, 사업 초기에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 사업자

요시간, 접근성, 안락함 등 서비스의 속성이 많이

가 높은 운임을 책정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므

다르다. 그러므로 에어택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

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환경조성 차원에서 정부

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가 한시적으로 보조금(subsidy)을 지원하는 정책도

러한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별로 없다.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에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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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교통수단 선택확률은 운임, 이동시간 이외
에도 이동구간의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가정한 두 도
심간 이동이 가진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에 한정하여 에어택
시 서비스의 도심 수송분담률을 추정하였다. 자가
용 이동은 대중교통과 비용구조가 상이하고, 주차
비 등 일부요소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안함’
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
어택시가 자가용과 경쟁 및 대체관계를 형성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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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안카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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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트1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42분

42분

4분

비용

1,300원

1,350원

15,500원

20,000원

대안세트2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42분

28분

4분

비용

1,300원

1,350원

13,100원

20,000원

대안세트3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36분

42분

3분

비용

1,300원

1,450원

13,100원

20,000원

대안세트4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42분

42분

3분

비용

1,200원

1,350원

15,500원

27,000원

대안세트5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36분

42분

4분

비용

1,200원

1,450원

15,500원

20,000원

대안세트6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42분

28분

4분

비용

1,200원

1,450원

13,100원

27,000원

대안세트7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42분

28분

3분

비용

1,200원

1,450원

15,500원

20,000원

대안세트8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36분

42분

4분

비용

1,200원

1,350원

13,100원

27,000원

대안세트9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36분

28분

4분

비용

1,300원

1,450원

15,500원

27,000원

대안세트10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36분

28분

3분

비용

1,200원

1,350원

13,100원

20,000원

카드세트11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50분

36분

28분

3분

비용

1,300원

1,350원

15,500원

27,000원

카드세트12

①버스

②지하철

③택시

④에어택시

시간

38분

42분

42분

3분

비용

1,300원

1,450원

13,100원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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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⑤선택 안함

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교통연구 논문 관련 서식

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1. 참여 대상 : 제한 없음

및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

2. 논문 종류 : 학술논문, 정책논문 등

하는 교통 전문 학술지로서 투고 원고는 다른 간
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논문 분량

￭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정본 1부와 원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지 18매 내외로 작성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 접수 및 제출

3.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 접수 : 수시

15매(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이지 이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표·
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

5. 학술지 논문접수 마감일 및 발간일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마감일

1. 31

4. 30

7. 31

10. 31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이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
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

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
6. 유의 사항

￭ 원고 내용은 교통 관련 모든 분야로 다른 학회
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원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기준을 참조
하여 제출 바랍니다.

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 이내의
국문 초록을 작성한다.
5.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

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
지 않는다.
6. 교통연구 게재 확정된 논문의 디지털정보 권

한은 본원에 귀속된다.

￭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ti.re.kr)
의 공지사항에서는 논문작성스타일(아래한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담당자
￭ E-mail : likeaugust@koti.re.kr
￭ 전화 : 044-211-3035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을 의뢰하고,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의 심사위
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원
3인은 원내 1인, 원외 2인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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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

분한다.

10. ‘수정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② 항목별 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해 ‘매우

11. ‘수정 후 게재가’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으로

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평가한다.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

1. 독창적이며 학술적 기여가 있는가?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

2. 기존 이론과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3. 사용된 자료와 문헌은 적절한가?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

4.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과 논문심사

5. 분석방법은 합리적이며, 과정에 일관성이 있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

는가?
6. 제목은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12.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

7. 기존 유사연구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③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4.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다. 수정 후 재심에서 수정에 상당기간이 소요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될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학술지에 연기

는 간사가 담당한다.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저자
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
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

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한다.
6.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심사판정 결과

및 수정사항을 규정양식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

하여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13.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
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의 경우 논문심사서(1차)

14.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와 종합의견서를, 재심의 경우 논문심사서(2차)

종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

와 종합의견서를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7.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는 차악(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예1) 심사위원 A : 수정없이 게재가, 심사위원
B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 C : 수정

8.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가 차악(次

9. 초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惡)의 판정결과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
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
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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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게재가’
15.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16.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논문 발간 안내 사항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
하고,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예) 홍길동 Hong, Gil-Dong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

17.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로 작성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

‘ABSTRACT’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

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공

재한다.

개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1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

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

며,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

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

도록 한다.

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
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

7)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8)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한다.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

9)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인 경우 이에 대한

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사항을 제목 페이지의 주석으로 명시한다.

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10)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공동저

자·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한다.

없다.

11) 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표기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
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
한다.

1. 논문의 체제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영문초록, 본문(서

2. 사용어 및 표기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안에 병기한다.

방법,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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