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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restrict personal trip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has decreased, while the use of sharing mobility such as sharing e-bikes and sharing e-scooters, 

a newly emerged sharing economy transportation service, has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under the 

pandemic, and to present strategies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he post-covid era. To this 

end, we developed ordered probit models for the degree of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utilizing the survey for residents of the new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conducted by 

where sharing mobility services were introduced. The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 longer the

walking time of commuters, the more the use of sharing mobility.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ose who use both walking and personal mobility as commute means, or who use both public 

transportation and personal mobility, tended to increase the use of sharing mobility. Finally, it 

was shown that people lived in the area, where either ratio of the commercial/business area or 

park area was high, were less likely to use sharing mobility.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establishing transport strategies for sharing mobility in the future post-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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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문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인 변화로는 대중교통과 같은

수단의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한 공유 경제형 교통서비스인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중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이, 주

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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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 19 확산에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통부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 중 공

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된 1, 2기 신도시의 통근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유 모빌리티 이용변화 정도에 대한 순서

형 프로빗 모형을 개발하여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통근 시 보행 시간이 길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퇴근 시 이동수단이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

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의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변수인 상업 ‧ 업무지역 면적비율, 공원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

할수록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통부문의 대응 

전략과 공유 모빌리티의 운영방안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코로나 19, 한계효과, 순서형 프로빗 모형,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모빌리티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2021년 4월 20일 기준 115,195

명의 코로나 19 (누적)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일평균 약 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에

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음식점 및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과 같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사람들의 통행

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문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전후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량을 비교해보면, 광역 ‧ 도시철도 이용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25.0% 

감소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량도 2019년 대비 2020년 2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Land, Infra-

structure and Transport, 2021). 반면, 새롭게 등장한 공유 모빌리티(Sharing Mobility) 서비스는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공유 자동차,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등이 있으

며, 특히 이 중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월별 이용 건수는 2020년 3월 1,435천 건에서 8월 3,602천 건으로 약 151.0%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PMA, 2020). 추가로, 현대카드 공유 모빌리티(공유 자동차,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 

차량 구독 서비스) 결제 집계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 결제건수는 2017년 643,248건에서 2019

년 1,129,417건으로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계건수는 1,708,200건으로 이미 2019년의 이용량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Hyundai Card ‧ 

Hyundai Commercial Newsroom, 2020).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교통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하였으며 

공유 모빌리티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도시 구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모

빌리티를 반영한 교통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Ha, 2020).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영

향요인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통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검토

코로나 19 이후 교통부문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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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코로나 19가 교통부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공유 모빌리티의 특성 등을 분

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고찰하였다.

1. 교통부문�코로나� 19 영향�관련�연구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코로나 19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재

택근무,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들은 사람들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교통부문에는 많은 변화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19 이후 교통부문의 전반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코로나 19가 교통부문에 미친 영향

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Lim(2020)은 코로나 19가 도로 교통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통량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2019년과 2020년 1-5월까지의 일반국도 상시 교통량 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ADT(Average Daily Traffic)는 실질적으로 5.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 변화를 보

면 주중보다 주말의 ADT가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중에는 대부분 통근통학과 같은 필수통행

이 많은 반면, 주말에는 여가통행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로유형별 가장 크

게 감소한 도로는 도시부 도로였으며, 관광부 도로는 비교적 적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의 상업시설

이 도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부 도로의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관광부 도로가 비교적 

적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 19 이후 오히려 골프, 등산, 캠핑 등 접촉이 적은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인하여 나

타난 결과로 판단하였다.

Cho et al.(2020a)은 코로나 19가 서울시 교통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서울

시 교통정보시스템의 교통량 데이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 한국스마트카드의 서

울시 버스 이용자 수 데이터,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따릉이 이용현황자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나

눔카 이용현황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도로교통량은 3월 첫째 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수단이 도로교통량보다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 

이용자 수는 3월 첫째 주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자 수는 평일 37.4%, 휴일 

45.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여가통행의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반면, 공유 모빌

리티의 이용은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1월부터 4월까지의 대여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57% 증가하였으며, 나눔카 역시 3월 1주부터 4주까지의 평일 이용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1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대인접촉이 많은 대중교통과 같은 수단들은 이용이 감소하였으며, 비

교적 접촉이 적은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으로 

개인위생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설의 추가 확충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려한 도로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Lee et al.(2020a)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변화를 연구하였다. 대전광역시 교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의 도시 교통 빅데이터를 구득하여, VDS(Vehicle Detection System) 

기반 교통량 및 속도 정보,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반 차량이동정보, 버스 이용량, 지하

철 승하차 인원, 공유 자전거 이용량, 고속도로 입출구 교통량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전시 내 첫 번째 코

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도로 교통량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중보다 주말이 11.6% 더 감

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의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버스의 이용량은 평일 

38.12%, 주말 5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말의 이용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의 이용량

은 평일 26.07%, 주말 37.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는 밀집된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공공 자전거 이용량의 2018년부터 2020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일 61.8%, 주말 67.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대중교통보다 비교적 접촉 위험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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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종합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통행 

변화는 대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중교통의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비교적 접촉이 적은 공공 자전거의 이용

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Mogaji(2020)는 코로나 19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주의 코로나 19 이

후 교통변화가 경제 및 사회, 종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

사 중 329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상관분석 및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 19는 교통비 증가, 교통

수단의 부족,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며, 코로나 19 이후 교통 서비스 중단은 경제, 사회, 종교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이동이 감소하여 무역, 운송, 건설, 식당 등의 경제적 활동이 감소한 것으

로 해석하였으며, 정부의 통행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쇼핑 및 사교적 활동이 제한되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의 의존도가 높은 라고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운송 수단 개

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Tian et al.(2021)은 코로나 19가 도시 교통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18년, 

2019년과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캐나다의 8개 도시 대기질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도시 교통량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도시들의 교통 

혼잡도는 봉쇄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정책이 시행된 이후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도시의 대기질은 개선되었으며, 더 나아가 대기질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개발 촉

진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차량 이용 촉진 정책을 제안하였다.

Wei et al.(2020)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적요인들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확진자 데이터와 통행, 기온, 강수, 습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변량 로

지스틱 회귀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철도, 고속도로, 국도, 공항이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19 감염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한은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

들에 의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었을 것이라 해석하였으며,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운송 경로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

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역에 대하여 통행 제한, 격리, 방역 등과 같은 코로나 19 확산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2. 공유�모빌리티�관련�연구

공유 모빌리티란, 필요에 따라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교통서비

스를 뜻한다(Sung, 2018). 이 중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을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주로 전기 동력으로 이동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뜻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Park, 2017; Han et al., 2020). 이러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통 패러다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공유 모빌리티와 관

련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공유 모빌리티의 현황과 특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Cho et al.(2020b)은 단거리 이동과 접근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공공 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광진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2020년 3-5월까지의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대여 이력 데이터와 

디어코퍼레이션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디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 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패턴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공공 자전거보다 더 짧은 거리, 더 짧은 시간 이

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공 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 간의 특성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수

단에 맞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Choi and Jung(2020)은 공유 PM 서비스 도입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공유 PM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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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SP(Stated Preference)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유 PM 서비스 도입 시 버스 이용자의 74.1%, 자가용과 

택시 이용자의 62.1%가 도시철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금이 낮을수록, 자전거도로 통행

을 허용할수록, 날씨가 맑을수록 이용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

도 연계수단으로써 공유 PM 서비스는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Kim et al.(2021)은 교통수단으로써 공유 전동킥보드의 역할과 시민들의 이용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통행

과 생활권통행에 대한 수단선택모형을 개발하였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도입된 지역 중, 1, 2기 신도시와 송

도국제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SP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346명의 

응답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접근통행, 생활권통행 모두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변수는 음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접근통행은 통행시간에 민감한 것으로, 생활권통행은 통행비용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40

대 이하의 연령, 자전거 소유자, 생활권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선호도가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도보권의 거리에서 대중교통과 경쟁력 있는 요금제 도입이 공유 전동킥

보드 이용 증진에 필요할 것이라 제언하였다.

Kwon et al.(2020)은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수단별 영향력 및 변화의 중요 순위를 도출하고, 서비스 제

공 방향을 제시하였다. 26명의 미래교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20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일

치성 지수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23명의 응답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핵심요인으로 ‘차량 

공유’가 향후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변화 시기 또한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가장 영향력 있게 나타난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Li et al.(2020)은 코로나 19가 새로운 교통수단인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위스 취리히를 대상으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docked bike, docked e-bike, dockless e-bike, dockless 

e-scooter로 구분하여 각 유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량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의 주행거리 및 시간은 코로나 19전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dockless e-bike는 주로 가정기반 활동에 이용되며, dockless e-scooter는 주로 이용되는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docked bike와 docked e-bike는 스테이션 기반으로 출발지와 도착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

원과 식료품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Shokouhyar et al.(2021)은 코로나 19가 공유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8명

의 전문가로부터 3단계로 구성된 델파이 접근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람 중심의 도시기

반시설계획,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디지털화를 통한 상업성 증대가 공유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19는 공유 모빌리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

라 주장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코로나 19 이후 도로 교통량과 대중교통 이용량, 공유 모빌리티 이용량의 변화를 단순 기술

통계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변화는 개인의 통행

행태, 도시환경 등 내 ‧ 외적 요인들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행특성과 지역

환경특성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통계적 모형구축을 통해 규

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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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1,2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동탄, 판교, 광교, 다산과 과천, 하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행 관련 현황 및 인식 

파악을 위해 2020년 7월 29일-8월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총 2,400부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

은 Table 1과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보행 관련 실태,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 출퇴근 및 업무 시 통행 패턴 실

태, 통학로 인식, 골목상권 인식 및 이용 실태, 오픈스페이스 이용 실태, 기타 과천 ‧ 하남시의 거주환경에 관한 내용

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행태 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Table 1. Content of survey questionnaire

Classification Questions

Personal attributes Sex, age, home address, length of residence, number of household, 
job, residence type, etc

Walk Wal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the walking environment

Bike, sharing mobility
(sharing bike, e-scooter, carsharing, etc)

Perception of bicycle and sharing mobility,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etc

Commute Commuting time, trip mode, etc
School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and child protection zone policy

Local businesses Perception of local businesses, etc

Open space Perception of open space, etc
Others (resident of Gwachun and Hanam) Perception of the 3rd new town, etc

연구방법론

1. 데이터�전처리

공유 모빌리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서울과 신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는 거주지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여부에 따라 지역적 차이

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 중 3기 신도시 대상지인 과천, 하남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어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과천, 하남시를 제외한 1, 2기 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통행행태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통행을 주로 하는 

응답자들은 코로나 19 전후의 일정한 통행 감소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통행을 하는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코로나 19의 영향을 분석

하는데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정기적인 통근을 하지 않는 응답자를 제외한 총 1,097개의 응

답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중,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로 활용한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는 1. 많이 줄었다, 2. 조금 

줄었다, 3. 변화 없다, 4. 조금 늘었다, 5. 많이 늘었다로 5단계 척도로 설문되었다. 독립변수의 경우 개인특성변수는 

연령, 성별, 통근시간(편도), 통근 시 보행시간(편도), 출퇴근 시 이동수단을 활용하였다. 이 중 출퇴근 시 이동수단

은 중복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문되었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Table 2와 같이 8개의 수단 조합으로 구분하여 활용

하였다. 지역특성변수로는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대중교통 공급도를 활용하여 지역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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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Dependent variable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1=much decrease, 2=little decrease, 3=unchanged,
4=little increase, 5=much increase

Inde-
pendent
variable

Personal 
attributes

Commuting time 1=less than 5min, 2=6-10min, 3=11-20min, 4=21-30min,
5=31-60min, 6=more than 60min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Age 1=20s, 2=30s, 3=40s, 4=50s, 5=60s and above

Gender 1=male, 0=female

Travel
mode

Walking 1=user, 0=other
Public transportation 1=user, 0=other

Car 1=user, 0=other

Personal mobility 1=user, 0=other
Walking &
public transportation

1=user, 0=other

Walking & personal mobility 1=user, 0=other

Public transportation &
personal mobility

1=user, 0=other

Car & personal mobility 1=user, 0=other

Regional 
attributes

Ratio of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 City area
Ratio of park area Park area / City area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number of bus stops and subway stations / City area

2. 기초통계분석

기초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주요 변수들의 분포는 Figure 1과 같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는 ‘감소한다’가 12.0%로 ‘증가한다’(10.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기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기업들의 재택근무 운영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근통행이 감소한 결과로 판

단된다. 응답자들의 통근시간은 ‘31-60분’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 초과’는 26.2%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1, 2기 신도시는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근교에 건설되었으나, 일자리 제공 등의 자

족 기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Jo and Park, 2019). 이러한 신도시 

특성상, 대부분 응답자의 통근시간이 장거리(30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근시간 중 보행이 차지하는 시간은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Variable Mean Std. Dev. Min Max

Dependent variable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2.95 0.657 1 5

Independent
variable

Personal 
attributes

Commuting time 4.52 1.271 1 6

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2.74 1.336 1 6
Age 2.73 1.258 1 5

Gender 0.56 0.497 0 1

Travel
mode

Walking 0.09 0.281 0 1
Public transportation 0.39 0.487 0 1

Car 0.25 0.436 0 1

Personal mobility 0.02 0.131 0 1
Walking & public transportation 0.18 0.386 0 1

Walking & personal mobility 0.01 0.095 0 1

Public transportation &
personal mobility

0.02 0.137 0 1

Car & personal mobility 0.01 0.085 0 1
Regional 
attributes

Ratio of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0.0490 0.0242 0.0280 0.1040

Ratio of park area 0.2691 0.1060 0.1070 0.4380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17.6826 15.9168 2.8090 4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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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분’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 이하’가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

면, 30대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가 25.7%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44.5%로 남성 55.5%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b) Commuting time (c) 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Figure 1. Distribution of main variable

종속변수인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의 각 단계와 통근시간, 통근 시 보행시간, 출퇴근 시 교통수

단 조합에 대한 응답 분포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통근시간이 ‘21-30분’인 경우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

빌리티 이용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분 이하’인 경우보다 ‘20분 이상’인 경우 이용 증가가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근시간이 길수록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통근 시 보행시

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6-10분’인 경우 이용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1-60분’이 이용 증가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 모빌리티 중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는 주로 보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

Table 4. Cross classification between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and main variables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Y=1

(much decrease)
Y=2

(little decrease)
Y=3

(unchanged)
Y=4

(little increase)
Y=5

(much increase)
Commuting
time

1=less than 5min 0.0% (0)  0.0% (0) 100.0% (20)  0.0% (0)  0.0% (0)

2=6-10min 9.1% (5)  0.0% (0)  85.5% (47)  5.5% (3)  0.0% (0)

3=11-20min 2.3% (4)  8.5% (15)  83.1% (147)  5.1% (9)  1.1% (2)
4=21-30min 5.2% (11)  0.0% (0)  80.2% (170) 13.2% (28)  1.4% (3)

5=31-60min 4.9% (17) 10.1% (35)  70.8% (245) 11.0% (38)  3.2% (11)

6=more than 60min 7.7% (22)  7.7% (22)  76.7% (220)  7.7% (22)  0.3% (1)
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1=less than 5min 5.0% (12)  2.5% (6)  84.5% (201)  7.1% (17)  0.8% (2)

2=6-10min 9.1% (22)  6.2% (15)  75.6% (183)  6.6% (16)  2.5% (6)

3=11-20min 2.7% (9)  8.7% (29)  77.9% (261) 10.1% (34)  0.6% (2)
4=21-30min 6.3% (11)  6.3% (11)  74.4% (131) 10.8% (19)  2.3% (4)

5=31-60min 5.1% (3) 11.9% (7)  62.7% (37) 16.9% (10)  3.4% (2)

6=more than 60min 4.3% (2)  8.5% (4)  76.6% (36)  8.5% (4)  2.1% (1)
Travel
mode

Walking 0.0% (0)  8.4% (8)  90.5% (86)  1.1% (1)  0.0% (0)

Public transportation 7.1% (30)  8.7% (37)  75.1% (319)  8.2% (35)  0.9% (4)

Car 5.0% (14)  2.2% (6)  80.3% (224) 11.1% (31)  1.4% (4)
Personal mobility 0.0% (0)  0.0% (0)  84.2% (16) 15.8% (3)  0.0% (0)

Walking &
public transportation

4.5% (9)  7.0% (14)  78.4% (156)  7.5% (15)  2.5% (5)

Walking & personal mobility 0.0% (0)  0.0% (0)  60.0% (6) 20.0% (2) 20.0% (2)

Public transportation &
personal mobility

0.0% (0)  4.8% (1)  42.9% (9) 42.9% (9)  9.5% (2)

Car & personal mobility 0.0% (0)  0.0% (0)  75.0% (6) 25.0% (2)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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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행시간이 길수록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통행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퇴근 시 교

통수단 조합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같이 이용하는 응답자’가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

으며, ‘보행만 이용하는 응답자’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주

된 접근수단은 보행인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같이 이용하는 응답자’인 경우 

통근 시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 시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보행만 

이용하는 응답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위험이 높고 비싼 요금으로 운영되는 공유 모빌리티 특성을 고

려하여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순서형�프로빗�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로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종속변수의 값에 순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프로빗,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종속변수가 순서적 특성을 가지며 세 가지 이상의 척도를 가지는 경우, 일반적인 로짓, 프로빗 모형은 한계점이 존재

한다. 또한,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0과 Y=1의 차이와 Y=1과 Y=2의 차이가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여, 실제 응답

자의 선택 행태를 따르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순서형 확률 모형을 주로 사용하

며, 오차항의 확률분포의 유형에 따라 순서형 프로빗 모형, 순서형 로짓 모형 등을 사용한다(Lee et al., 2005, 2009, 

2020b; Lee and Jung, 2008; Jung et al., 2011; Ko and Choi, 2012).

본 연구의 모형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설문조사 항목 중 ‘코로나 19 이후의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를 5분위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설문분석은 일반적으로 오차항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순서

형 프로빗 모형을 많이 사용한다(Ha et al., 2005; Lee et al., 2009; Jung et al., 2011; Ko and Choi, 2012). 이 순서

형 프로빗 모형은 회귀분석과 다르게 설문 문항 간의 등간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다른 간격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으로 회귀분석의 오류를 개선한 모형이다. 일반적인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Equation 1과 같이 수식화하

여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는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로 측정 가능한 효용(′)과 측정 불가능한 효용()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관찰이 가능한 응답인 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Kim and Park, 2019). 는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를 취해 추정할 수 있는 한계값(threshold)으로, 이를 활용하여 각 종속변수의 범위에 따른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
 ∼

   if  ≤ 

   if    ≤ 

   if    ≤  (1)

   if   ≤ 

…

   if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누적 정규분포함수를 나타내는 Equation 2와 같은 식으로 정의되므로, 를 활용하여 각 

종속변수의 범위에 따른 선택확률을 나타내면, Equation 3과 같이 순서에 따라 수식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











 (2)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제�2호, 2022년�4월 239

SHIN, Song Hyeon ･ CHOO, Sangho •Article•

Pr    ′


Pr    
′


 ′



Pr    
′


 

′


 (3)

Pr    
′


 

′




…

Pr      
′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각 변수에 편미분을 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Equation 4와 같이 표현된다. 더미 

변수인 경우,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한계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들은 고정

한 상태에서 해당 설명변수가 1인 경우에 대한 선택확률과 0인 경우에 대한 선택확률의 차이(Prob(1)-Prob(0))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해당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합은 0이 된다(Kang and Beack, 1998; Ha et al., 2005; Choi and 

Kum, 2014; Lee et al., 2020b). 이때, 는 각 선택 대안에 대한 선택확률을 각 설명변수에 대하여 편미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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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검증방법으로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McFadden의 Pesudo-
()로 평가할 수 있

다. 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Equation 5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은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된 상태의 로그우도값이며, 는 어떠한 정

보도 없는 상태에서의 로그우도값이다.

 



 (5)

모형�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1, 2기 신도시 중 분당, 일산, 중동, 동탄, 판교, 광교, 다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로 5단계 척도로 나타낸 변수이다. 독립변수로는 개인특성변수로 연령, 성별, 통근시

간, 통근 시 보행시간, 출퇴근 시 교통수단 조합을 활용하였다. 지역특성변수로는 신도시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대

중교통 공급도를 활용하였다. 모형 추정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p-value 값을 고려하여 판별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와 Table 6과 같이 분석되었으며, 개인특성변수 중 통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통근 시 보행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 모빌리티 중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접근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때문에 대면접촉시간을 줄이고자 긴 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

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Cho et al., 2020b; Choi and Jung, 2020; Kim et al., 2021).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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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는 않지만, 통근시간이 길수록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제 요금으로 운영되는 공유 모빌

리티 특성상 통근시간이 긴 통근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부과되어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계

효과 분석결과에서도, 통근시간이 길수록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Y=1, 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근 시 보행

시간이 길수록 이용 변화가 없거나(Y=3), 이용이 증가(Y=4, 5)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고연령일

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유 모빌리티 주 이용연령층이 20대

와 30대인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Kim et al., 2021).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 교통수단의 조합은 모두 공유 모빌리티 이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Ordered probit model estimation for change in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Variable  Std. Dev. Wald p-value

Personal
attributes
factor

Commuting time -0.043 0.037 1.353 0.245

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0.071** 0.033 4.661 0.031
Age -0.128*** 0.032 16.444 0.000

Male 0.134* 0.079 2.865 0.091

Travel
mode

Walking 0.465** 0.236 3.880 0.049
Public transportation 0.430** 0.199 4.644 0.031

Car 0.882*** 0.209 17.877 0.000

Personal mobility 0.934*** 0.345 7.341 0.007
Walking & public transportation 0.566*** 0.210 7.275 0.007

Walking & personal mobility 1.637*** 0.415 15.531 0.000

Public transportation & personal mobility 1.633*** 0.321 25.879 0.000
Car & personal mobility 1.027** 0.472 4.722 0.030

Region
attributes
factor

Ratio of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4.338* 2.370 3.351 0.067

Ratio of park area -1.242** 0.577 4.630 0.031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0.005 0.003 2.576 0.109

Threshold
value

1 -2.005*** 0.417 23.174 0.000

2 -1.557*** 0.415 14.102 0.000
3 1.001** 0.412 5.886 0.015

4 1.982*** 0.421 22.154 0.000

-2LL
Intercept 1,711.277
Last 1,629.637

McFadden pesudo-
( ) 0.539

*p<0.1, **p<0.05, ***p<0.01

Table 6. Analysis of marginal effects

Variable
Change use of sharing mobility after COVID-19

Y=1 Y=2 Y=3 Y=4 Y=5
Personal
attributes
factor

Commuting time 0.0041 0.0038 -0.0007 -0.0060 -0.0012

Walking time during commuting -0.0068 -0.0063 0.0012 0.0099 0.0020

Age 0.0123 0.0114 -0.0021 -0.0179 -0.0037
Male -0.0130 -0.0120 0.0027 0.0185 0.0038

Walking -0.0323 -0.0347 -0.0319 0.0780 0.0209

Public transportation -0.0384 -0.0365 -0.0022 0.0630 0.0141
Car -0.0619 -0.0638 -0.0678 0.1488 0.0448

Personal mobility -0.0425 -0.0523 -0.1592 0.1804 0.0736

Walking & public transportation -0.0406 -0.0427 -0.0358 0.0939 0.0252
Walking & personal mobility -0.0465 -0.0614 -0.4209 0.2892 0.2396

Public transportation & personal mobility -0.0481 -0.0628 -0.4129 0.2901 0.2337

Car & personal mobility -0.0429 -0.0538 -0.1938 0.2004 0.0901
Region
attributes
factor

Ratio of commercial and business area 0.0041 0.0039 -0.0007 -0.0060 -0.0012

Ratio of park area 0.0012 0.0011 -0.0002 -0.0017 -0.0004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0.0005 0.0005 -0.0001 -0.0007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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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

가 비교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는 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보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접근하여 이를 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 개

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도 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중교통까지 접근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계효과 분석결과에서도,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용이 증가(Y=4, 5)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금 늘었다(Y=4)에 대한 한계효과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많이 늘었다(Y=5)에서의 차이는 0.0059로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중교통보다 보행

의 상대적 편의성이 낮아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퇴근 시 교통수단 조합 중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응답자’가 영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공유 모빌리티가 시간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교

통보다 비싼 가격이 부과되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보로만 통근하는 경우’와 ‘도보와 대중교통

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행거리가 짧아 통행비용 측면에서, 공유 모빌리티의 경쟁력이 낮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지역특성변수 중 대중교통 공급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 상업 ‧ 

업무지역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코로나 19의 확산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것과 기업들에서 재택근

무,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을 활성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업 ‧ 업무지역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러한 대응

방안들의 영향으로 상업시설들의 이용이 감소하고, 업무형태의 변화로 전반적인 통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통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공유 모빌리티 이용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원 면적비

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이후 공

원 이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Google, 2021; Park et al., 2021)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교

통수단으로써 공유 모빌리티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비교적 비싼 요금체계로 운영되는 공유 모빌리티에 비해 통행비용적 측면에서 도보는 

경쟁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생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공유 모빌리티 보다 도보를 

선호하여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공급

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인 경우,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중교통 공급도가 높을수록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며, 통행비용적 측면에서 공유 모빌리티가 대중교통보다 경

쟁력이 낮아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분당, 판교, 동탄 등 1, 2기 신도시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다. 응답자 중 정기적인 통행을 하는 통근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97개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 변화를 나타내는 5단계 척도 응답자료를 활용

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연령, 성별, 출퇴근 시 이동수단 등의 개인특성변수와 

신도시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특성변수를 활용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근 시 보행시간이 길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퇴근 시 이동수단은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

는 응답자’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의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타수단 이용자보다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변수는 상업 ‧ 업무지역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공원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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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통근 시 보행시간이 길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는 공유 모빌리티가 보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보행의 대체 수단으로 선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

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주로 보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 주로 보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주거지역과 대중교통 정류장, 대중교통 정류장과 

업무지역 사이로 첨두시간대 보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도

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감소시키고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 중 개

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 부재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

만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은 편리함과 안전상의 문제로 보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충

돌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모빌리티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통근수단 중 ‘도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와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가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중교통만 이

용하는 응답자’와 ‘보행만 이용하는 응답자’의 이용 증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요금과 

접근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는 대중교통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시간제 요금으로 운

영되고 있어 대중교통과의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중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도크

리스(dockless)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이 편리한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접근성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요예측을 통한 기기의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유 모빌리티의 경쟁력 향상을 위

해서는 대중교통과 환승 시 요금 할인제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정 주차구역 주차 시 인센티브 제공, 

수요예측을 통한 기기 재배치의 최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상업 ‧ 업무지역 면적비율 또는 공원 면적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코로나 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인해 상업 ‧ 업무시설의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코로나 19 이후 공원 이용량은 증가하

였다(Google, 2021; Park et al., 2021). 하지만 공원까지의 접근수단을 고려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유 

모빌리티는 도보보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시 공

유 자전거 따릉이는 하루 1번 소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크리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

기 자전거 등은 정기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도크리스 방식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특

성을 반영하여, 기기 재배치 시 방역작업을 병행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7-8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현 시점의 코로나 19 확산 추세와 시계열적인 영향요인들

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 데이터와 지역별 공유 모빌리티 이용량, 기상 자

료 등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 전후의 공유 모빌리티의 실제 이용량을 

활용한 것이 아닌, 이용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개개인의 

정확한 이용량 자료를 코로나 19전후로 조사하는 것은 응답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실제 통행과 오차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변화에 대한 추이를 5분위 척도로 응답하게 하여 이용 변화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설문조사자료와 공유 모빌리티 이력 데이터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

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전후의 통

신자료 등을 활용한 실제 통행 데이터 기반의 변화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 모빌리티를 공유 자전거, 공

유 전동킥보드, 공유 차량 등으로 수단을 세분화하여 각 수단의 특성을 반영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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