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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AV). Therefore, this study purpose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 of SBFAV (Share-based Fully AV) using the multinomial logit model by assuming 

the popularization of FAV (Fully AV). In this study, ‘SBFAV’ was defined as ‘FAV based on 

shared transport of passengers such as public transit, taxi and sharing servic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what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public awareness 

analysis, the preferred order of transportation mode is PAV (Partially AV) (38.0%), transit of 

FAV (24.6%) and FAV (22.0%) and so on. Second, people who the lower the age (-), the higher

income (+), the less expectation of AV (-), the higher the distrust of AV (+), having a driving 

license and mainly using a car prefer PPAV (Personal PAV) to SBFAV. Third, people who the

higher the income (+), the higher the expectation of AV (+), and mainly using a car have a high

probability to choose the PFAV (Personal FAV) than SBFAV.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s policy implications are these. If a new type of public transit is operated similar to DRT,

it will be possible to activate shared transport effectively.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effective policy for activating SBFAV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those who want to use 

SBFAV.

Keywords: mode choice model, multinomial logit model, share-based autonomous vehicle, 
shared transport, vehicle 

초록

최근 자율주행차량(AV)의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지속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V (Fully AV)의 상용화 상황을 가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SBFAV 

(Share-based FAV)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SBFAV를 ‘대중교통, 택시, 공유서비스와 같이 통행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식 분석 결과, AV 

상용화 시 교통수단의 선호는 PAV (Partially AV) (38.0%),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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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 (22.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먼저 SBFAV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 AV에 대한 기대가 적을수록(-), AV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운전면허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 주 교통수단인 경우 SBFAV보다 PPAV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이 높을수록(+), AV

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주교통수단이 자가용일 경우 SBFAV에 비해 PFAV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DRT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가 시행된다

면 보다 효과적인 공유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SBFAV의 잠재적 수요 집단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SBFAV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AV 기반의 공유교통의 효과적인 장래 교통계획

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주요어: 수단선택모형, 다항로짓모형, 공유기반자율주행차량, 공유교통, 자율주행차량

서론

최근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 AV)의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지속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테

슬러의 경우 2018년 8월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예정에 있으며1), GM의 경우 7월 1일 완전자율주행차

량(Fully AV, FAV)을 공개하며 2019년부터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2).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21년 국내 AV 상용화 도입을 목표로 기술 개발 중이며3), 그 외에도 많은 AV 관련 업체들이 가까운 시일 내 AV

의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문제 등으로 FAV의 주행이 불가하나, 급속도

로 발전하는 자율주행차량 기술과 정부의 AV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AV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AV가 대중화되면 개인 소유의 AV뿐 아니라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 완전자율주행 택시, 완전자율주행 공

유서비스와 같이 ‘통행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율주행 공유교통수단’(Share-Based FAV, SBFAV)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통수단 선택 대안의 확대와 동시에 개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

으며 더 나아가 차량 보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AV는 개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SBFAV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어 

새로운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장래 교통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SBFAV를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사전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V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AV의 상용화 상황을 가정하여 향후 SBFAV를 채택

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통행특성 및 AV에 대한 

인식 속성을 바탕으로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한 표본 수집을 

위해 부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SPSS 

23.0를 활용하였다.

이론적 고찰

1. 자율주행차량 기술 수준에 대한 연구의 조작적 정의

현재 자율주행차량은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따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기준 Level 0－4의 5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상술하면, Level 0의 경우 ‘차량의 운전 ‧ 제어 권한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차량’, Level 1－3은 

1) IT조선, 정미하, 2018.6.12. ｢일론머스크 “8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가능”｣,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1716.html

2) 서울신문, 김소라, 2018.7.17. ｢GM, 무배출 ‧ 무인 ‧ 무사고 자동차 현실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8047004&wlog_tag3=naver

3) 매일경제, 김정환, 2018.7.19. ｢현대기아차, 中바이두 ‧ 美오로라 등 첨단기업과 협력…‘미래車 질주’｣,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5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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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능에 한해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전 ‧ 제어하나 여전히 운전자의 역할이 필요한 차량’, 또한 Level 4는 ‘운전 ‧ 

제어 권한을 전적으로 차량이 갖는 차량’을 의미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기술 수준을 보다 단순화 하

기 위해 Level 0에 해당하는 AV를 비자율주행차량(Non AV, NAV), Level 1－3에 해당하는 AV를 부분자율주행차

량(Partially AV, PAV), Level 4에 해당하는 AV를 완전자율주행차량(Fully AV, FAV)로 정의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AV의 도입은 개인의 통행 행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전 권한이 일정부

분 또는 완전히 차량에게 이양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면허 미보유자 등 기존 비운전자 집단의 교통수단 선택 및 

통행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의 생산성이 높아져 통행시간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의 통행

거리 및 빈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Harper et al., 2016; Litman, 2016; Heinrichs, 2016; Lee et al., 2017). 

이에 Harper et al.(2016)는 AV 신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량공유서비스 기반의 AV 제공 방

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Lee et al.(2017)은 국내 AV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심

부 주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의 우선 도입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FAV의 상용화는 차량공유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차량 보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

져와 개인의 차량 보유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Jang and Park, 2015). 이와 관련하여 Schoettle and 

Sivak(2015)는 가구구성원 간의 자율주행차량의 공유만으로도 가구의 차량 소유를 줄이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장래 공유의 형태가 아닌, 소유의 형태로 AV가 선호된다면 교통혼잡이 오히려 증가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AV 공유서비스(Shared Autonomous Vehicle, SAV)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채택 행태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Krueger et al., 2016; Gurumurthy, 2017; Lavieri et al., 2017). Krueger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SAV의 유

형을 DRS (Dinamic Ride Sharing)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선택대안으로 

제시, 혼합로짓모형을 활용하여 SAV 수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통행시간, 대기시간 및 

운임을 포함하는 서비스 속성이 SAV 사용 및 DRS 수용의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통행 시 운

전자인 경우 DRS가 없는 SAV를, 비운전자인 경우 DRS가 있는 SAV를 선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rumurthy(2017) 또한 DRS가 가능한 SAV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장거리 통행에 있어 개인 소유

의 AV와 SAV, 비행기 세 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를 검토하기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장거리 

여행일수록 비행기에 비해 AV와 SA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A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DRS의 기능이 잠재된 SAV의 활성화가 교통 혼잡 완화, 환경 개선 등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뿐만 아니라 Lavieri et al.(2017)는 NAV와 AV의 보유 ‧ 공유를 선택대안으로 제시, 다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는

데 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형태가 AV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젊은 도시 

거주자들은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로 개인 소유에 비해 공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AV 도입 이전 SBFAV의 선호에 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BFAV를 ‘대중교통, 택시, 공유서비스와 같이 통행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살펴보았다. AV 도입에 따른 공유교통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선

호를 고려한 연구는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공유서비스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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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서비스가 성장세에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적 제약으로 타인과의 승차를 공유

하는 Ride-Sharing이 아닌 차량만을 공유하는 Car-Sharing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유교통이라 

함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타인과의 공유를 통한 통행 전체를 일컫는 바, 공유서비스만의 고려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되며 공공교통인 대중교통과 택시를 포함한 ‘공유’를 기반으로 한 FAV의 선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교적 대중교통의 수단 분담률이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Ride-Sharing이 이루

어지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대중교통 및 공유교통 정책이 나아가

야할 방향성을 제시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PAV와 FAV를 상이한 교통수단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PAV와 FAV는 개인의 인식과 효용에 차

이가 있으므로 교통수단 선택 행태에 있어 두 차량은 다른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두 수단을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AV가 대중화되면 개인 소유의 AV 뿐 아니라 완전자율 대중교통, 완전자율 택시, 완전자율 공유서비스 등 

SBFAV가 등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V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 선택 대안의 변화를 가정하고, SBFAV 선

호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에는 개인속성, 통행특성 및 AV에 관한 의

식, FAV 대중화 이후 개인이 이용을 원하는 교통수단 선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AV의 기술수준은 일부 자

율주행기능이 포함된 PAV와 전적으로 차량이 운전 ‧ 제어권한을 갖는 FAV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시 해당 내용과 사

진을 첨부하여 응답자들이 두 차량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 업체

를 활용하여 20세 이상의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6일간 실시하였으며, 표본수집 시 성별과 연령을 고르게 분

포시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개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Outline of survey

Classification Contents
Date 2018. 3. 27.－2018. 4. 1.
Survey method Using internet research company
Survey target 500samples who live in Busan over 20years old
Survey contents Personal attributes, trip attributes, attitudes toward AV, mode what want to use in the future 

etc. (total 55contents)
Validity of survey 100.0% (500 of 500)

2. 자율주행차량에 관한 의식 분석

향후 AV의 도입은 개인의 교통수단 선택 행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V는 현재 대중화되지 않은 

첨단기술제품으로, SBFAV 채택 요인을 검토하기에 앞서 AV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PAV

과 FAV의 효용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차이를 고려하여 두 차량을 각개의 교통수단으로 분리하여 

의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주행 기술수준별 이용의사를 나타낸 Table 2를 보면, PAV 이용 의사가 NAV에 비해 13.6% 높은 85.4%로 

나타나 현 수준에서 PAV에 대한 수용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에 비해 FAV의 이용 의사

의 경우 40.4%로 PAV에 비해 수용 의사가 절반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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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ntion of use about AV

Classification
Non AV Partially AV Fully AV

Freq. Ratio Freq. Ratio Freq. Ratio
Want to use 399  79.8% 427  85.4% 202  40.4%
Don’t want to use 101  20.2%  73  14.6% 298  59.6%
Total 500 100.0% 500 100.0% 500 100.0%

유사하게, PAV와 FAV의 구매의사를 Table 3을 통해 살펴보면, ‘구매’와 ‘반드시 구매’에 대한 응답이 PAV가 

39.2%와 2.4%로, FAV가 25.80%와 4,2%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총 41.6%, 30.0%로 나타나 11.6%

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PAV가 ‘절대 구매 안함’ 1.6%, ‘구매 안함’ 7.8%, FAV가 ‘절대 구매 안함’ 5.0%, 14.6%로 

구매 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총 9.4%, 19.6%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FAV에 대한 

저항이 PAV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시사한다.

Table 3. Intention of purchase AV

Classification Never purchase Don’t purchase Neutral Purchase Must purchase Total
Partially AV Freq.  8 39 245 196 12 500

Ratio 1.60%  7.80% 49.00% 39.20% 2.40% 100.00%
Fully AV Freq. 25 73 252 129 21 500

Ratio 5.00% 14.60% 50.40% 25.80% 4.20% 100.00%

구매 의사가 없거나 선택을 보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PAV와 FAV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AV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31.2%가 기술에 대한 불신, 27.4%가 혼재 상황에 대한 

불신, 26.4%가 가격 부담 때문이라 응답하였으며 FAV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49.1%가 기술에 대한 불신, 24.6%

가 가격 부담, 20.9%가 혼재 상황에 대한 불신이라 응답하였다. 본 응답에서도 아직까지 FAV의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이 PAV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차례 발생한 완전자율주행 시범 차량의 사고

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The reason why do not purchase AV

Classification
Can’t trust AV 

technology

AV is more 
expensive than 

non-AV

Sharing same road with 
non-AV might be 

dangerous
Etc Total

Partially AV Freq.  91 77 80 44 292
Ratio 31.20% 26.40% 27.40% 15.00% 100.00%

Fully AV Freq. 172 86 73 19 350
Ratio 49.10% 24.60% 20.90%  5.40% 100.00%

다음으로 SBFAV의 수단별 이용 의사를 살펴보았다. Table 5를 보면, SBFAV 중 대중교통의 이용 의사가 ‘이용’ 

33.8%, ‘반드시 이용’ 8.2%로 총 42.0%를 나타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중교통은 공공분야의 관리를 받는 

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타 수단들이 비해 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다음으로 차량공유서비스 이용 의사가 34.8% (‘이용’ 27.8%, ‘반드시 이용’ 7.0%)로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택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대중교통보다 접

근성이 높다는 점, 개인 소유 차량처럼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단, 택시의 경우 타 수단에 비해 비용 부담이 높은데다 AV가 택시와 비슷한 효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선

호도가 다소 낮게 도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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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ntion of use about share-based Fully AV

Classification Never used Almost never Neutral
Almost every 

time
Frequently 

used
Total

Transit
of Fully AV

Freq. 18 68 204 169 41 500
Ratio 3.60% 13.60% 40.80% 33.80% 8.20% 100.00%

Taxi
of Fully AV

Freq. 47 122 201 109 21 500
Ratio 9.40% 24.40% 40.20% 21.80% 4.20% 100.00%

Sharing service 
of Fully AV

Freq. 23 90 213 139 35 500
Ratio 4.60% 18.00% 42.60% 27.80% 7.00% 100.00%

향후 FAV가 대중화 되었을 때 응답자가 통행 시 주로 이용할 교통수단에 대한 응답은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PPAV (Personal PAV)에 대한 선호가 3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이 24.6%, PFAV 

(Personal FAV)가 22.0%로 나타났다. PFAV보다 완전자율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한 PNAV (Personal NAV)를 선택한 응답률은 9.4%로, AV의 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PNAV에 대한 수요는 일정수

준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율주행 택시의 경우 응답률이 1.0%로 상당히 낮은데, 이는 AV 산업의 활성화가 

택시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자율주행 공유서비스의 응답률은 5.0%로 아직까지는 차량

공유 문화가 아직까지 자리 잡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공유차량 서비스가 Ride-sharing

이 아닌 Car-sharing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이 시행된다면 효과적인 공유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Table 6. Mode choice since popularization of AV

Classification Freq. Ratio
PNAV (Personal Non AV)  47   9.4%
PPAV (Personal Partially AV) 190  38.0%
PFAV (Personal Fully AV) 110  22.0%
Transit of Fully AV 123  24.6%
Taxi of Fully AV   5   1.0%
Sharing service of Fully AV  25   5.0%
Total 500 100.0%

공유기반 완전자율주행차량 선호 요인 검토

1.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개인이 통행을 위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다양한 효용이 고려되며, 확률효용이론을 바탕으로 교통수단 선

택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형 척도일 때 이용되는 다항로짓모형이 많이 활용된다. 모형을 

상술하면, 확률선택이론에서 교통수단선택 대안의 총 효용은 결정적 효용과 확률적 효용으로 구분되며, 결정적 효

용의 경우 관측 가능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과 같은 사회 ‧ 경제적 특성이나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같은 통행특성 등이 주로 고려된다. 다항로짓모형은 이러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통계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V의 상용화를 가정,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SBFAV의 선호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대안, 즉 종속변수를 3장 3.2절의 Table 6에서 제시

된 교통수단들 중 PNAV를 제외한 PPAV, PFAV 및 SBFAV의 3가지 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 구조는 Figure 1



대한교통학회지, 제 36권 제 6호, 2018년 12월 435

LEE, Hye Ryeong ･ JUNG, Hun Young

과 같다. PNAV를 선택한 집단의 경우 향후에도 AV 이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본 연구 모델 구축 시 배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제외하였다. SBFAV의 경우 ‘통행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율주행 공유교

통수단’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 완전자율주행택시, 완전자율주행 공유서비스를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structure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사회 ‧ 경제적 특성인 연령, 월평균 개인소득과 통행특성인 면허 보유 유무, 주통

행수단, 지역특성인 거주지 버스노선 수 및 인식속성을 활용하였다(Cho and Yun, 2002; Kim et al., 2003; Kim et 

al., 2005; Kwon et al., 2007; Lee and Lee, 2009; Hideto et al., 2016; Lee et al., 2017; Lavieri et al., 2017). 특히, 

인식속성의 경우 Lee et al.(2017)의 연구에서 AV의 효용의 경우 주로 운전 편의성 향상, 추가 활동 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AV 기반의 교통수단모형 구축 시 정성적 요인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본 연

구에서는 AV에 대한 기대 및 불신요인에 대한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요인을 추출, 인식속성

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기대요인과 불신요인의 2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

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은 75.28%로 요인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확보하였으며, 각 잠재요인별 요인점수를 산출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Table 7. Result of factor analysis

Classification
Factor The name of latent 

factors1 2
The use of AV will make my trip conveniently. .896 .041

Expect

The use of AV will make my trip efficiently. .892 .072
Using AV will make my trip easily than NAV. .863 -.022
If I will use AV, I can enjoy spare time in the vehicle pleasantly. .817 .044
AV contribute to optimizing of transportation environment. .794 -.078
Using AV reduce risk of vehicle accident. .780 -.234
I worry about technological problem like security or safe on using AV. .010 .920

AnxietyI can’t trust AV totally. -.075 .911
I am concerned that AV technology will operate properly and safely. -.009 .879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75.280%
note: 1)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2) Rotation method: Verimex with Kaiser normalization.
3) Factor rotation converged in 3 iterations.

이를 바탕으로 SBFAV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모형

을 구축하였다. 단, 소득의 경우 설문조사상의 한계로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범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으

므로, 등간척도로 해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에 활용된 변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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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Variable descriptions

Classification Set up variable Freq. (%)
Dependent 
variable

Mode choice 1=PPAV 190 (41.9%)
2=PFAV 110 (24.3%)
3=SBFAV 

(transit, taxi, sharing service)
153 (33.8%)

Independent 
variable

Nominal
scale

Variable name Set up variable Freq. (%)
Drivers’ license 1=hold a license 400 (88.3%)

2=without a license  53 (11.7%)

Private car is main 
transportation mode

1=yes 218 (48.1%)
2=no 235 (51.9%)

Ratio ‧ Ordnal
scale

Variable name Min Max Mean Std. error
Age 20 74 43.69 13.70
Income*  1  5 3.2  1.37
Perception Expect -3.37 1.79  0.08  0.93

Anxiety -3.82 1.60 -0.01  0.97
note: The variable of ‘Income’ was measured by the ordinal scale, which is as follows.

1=under 1million won, 2=1million won－2million won, 3=2million won－3million won, 4=3million won－4million 
won, 5=over than 4million won.

3. 공유기반 완전자율차량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검토

본 연구는 SBFAV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므로 SBFAV를 선택한 그룹을 참조그룹으

로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먼저 모형 적합 정보(Model Fit)를 살펴보면 독립변

수들이 포함된 모형과 포함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5) ‘추정된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 ‧ 예측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모형이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적합성 평가(Goodness of Fit test) 결과를 살펴보면 p>0.05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ρ2값은 

0.234로,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ρ2값이 0.2-0.4이면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본 연

구 모형을 수용하였다.

Table 9.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Classificaton
(Reference category is SBFAV)

PP AV PFAV
B Std. error p-value odd ratio B Std. error p-value odd ratio

Intercept -0.049 0.460 0.916 -1.961*** 0.599 0.001
Age -0.034*** 0.009 0.000 0.967 -0.004 0.010 0.695 0.996
Income  0.174* 0.098 0.076 1.189  0.223** 0.111 0.044 1.250
Perception_expect -0.374*** 0.132 0.005 0.688  0.536*** 0.162 0.001 1.710
Perception_anxiety  0.216* 0.121 0.075 1.241  0.027 0.136 0.841 1.028
[Drivers’ license=1] 
(ref. drivers’ license=2)

 0.866** 0.384 0.024 2.376  0.679 0.479 0.156 1.972

[Private car is main 
transportation mode=1]

(ref. private car is main 
transportation mode=2)

 0.996*** 0.262 0.000 2.708  0.775*** 0.293 0.008 2.170

Model fit -2 log likelihood
(ealry -2 log likelihood)

868.975
(973.709)

Goodness of 
model fit (pearson)

chi-squared 941.614

chi-squared 104.735 df 892
df 12 P-value 0.121
p-value 0.000 ρ2 (Nagelkerke’s) 0.234

note: *** means p-value<0.01, ** means p-value<0.05, * means p-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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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모형의 결과를 상술하면, 먼저 SBFAV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V에 대한 기대가 적을수록(-), AV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PPAV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차량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SBFAV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정(+)

의 계수값이 추정된 것으로 해석되며, 기대요인의 경우 FAV가 PAV에 비해 진보된 기술수준을 가지는 바, 자율주행

기술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면 SBFAV에 비해 PPAV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불신요인의 경우 시민의식분석 결과 PAV가 FAV에 비해 기술 신뢰도가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AV에 대한 불신이 

낮은 사람일수록 SBFAV에 비해 PAV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전면허 보

유여부의 경우 odd비가 2.376으로 나타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하지 않은 집단 대비 SBFAV에 비해 

PPAV를 선택할 확률이 2.376배 높은 것으로, 주교통수단의 경우 odd비가 2.708로 나타나 자가용이 주교통수단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 대비 SBFAV에 비해 PPAV를 선택할 확률이 2.70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존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이 PPAV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경우 이미 공유를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바, 공유교통에 대한 저항이 그 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비

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PFAV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집단의 경우 SBFAV를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소득과 AV에 대한 기대, 주교통수단

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AV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PFAV를 선호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PPAV보다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PPAV에 비해 PFAV가 더

욱 진보된 기술을 수용하고 있는 바, 비용적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술에 

대한 기대의 경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위험 부담이 더 큰 개인 소유의 PFAV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주교통수단의 경우 odd비가 2.170으로 나타나 자가용이 주교통수단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 대

비 SBFAV에 비해 PFAV를 선택할 확률이 2.17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PPAV 선호 집단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부담과 공유교통에 대한 낮은 저항이 SBFAV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과 AV에 대한 불신, 운전면허 보유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SBFAV와 

PFAV가 모두 FAV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으로, 두 수단상의 기술 수준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어 해당 변수들은 두 수

단의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AV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서 주 교통수단이 자가용이 아닌 경우 개인 소유

의 AV가 아닌 SBFAV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SBFAV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 집단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FAV의 상용화 상황을 가정하고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한 교통수단 선택 모형 구축을 통해 SBFAV, 

즉 ‘대중교통, 택시, 공유서비스와 같이 통행자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완전자율주행 교통수단’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AV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교통’에 대한 선호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PAV와 FAV를 상이한 교통수단 대안으로 검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한편, 교통수단 

선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PPAV, PFAV, SFAV의 3가지 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식 분석 결과 PAV와 FAV의 수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AV 상용화 시 교통수단의 선호는 PPAV 

(38.0%),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24.6%), PFAV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먼저 SBFAV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V에 대한 기대가 적을수

록(-), AV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운전면허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PPAV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소득이 높을수록(+), AV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주교통수단이 자가용일 경우 SBFAV에 비해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6 No.6 December 2018438

•Article• A Study on the Factor of Individual Preference for Share-based Fully Autonomous Vehicle

PFAV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및 관리

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유지한다면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공유기반 교통수

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DRT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대중

교통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공유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SBFAV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확인된 바, 향후 SBFAV의 잠재적 수요 집단에 대한 고려를 바탕

으로 한 SBFAV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AV 시대의 도래를 고려하여 공유교통수단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장래 교통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단, 본 연구는 향후 교통상황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단간 계층성을 고려한 네스티드로짓 

모형을 활용한 교통수단선택모형 구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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