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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지금까지 다루어져 왔던 이동성의 개념을

완전히 재편성할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도입으로 여겨진

다. 자율주행시스템의 레벨 4(완전 자율주행) 수준이 구현된다면 사람들

은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나 업무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존 통근통행에 수반되던 시간가치 비용

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통근통행 특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율주행자

동차의 도입에 따른 통행비용의 감소와 통행편익으로의 전환은 통근자들

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 더욱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더 넓은 주택, 더 좋

은 자연환경 등 여러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 교외지를 선호하게 되는 현

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교외화 현상은 직주분리 현상과 도심

공동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교외화의 속도와 수준, 그

리고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

간 개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행비용이 감소

하게 되어, 통행비용 감소로 인해 서울시 거주자들 가운데 교외지로의

이주성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자 3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

입에 따라 나타날 수도권의 주거이동특성과 통행시간의 변화에 대해 파

악한다. 본 연구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특

성을 파악하고,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교외지로 이주하고자 하

는 이주희망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셋째, 자율주행서비스 이용 시 잠재

적인 통행시간의 변화 및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므로 변화의 강도를 예측해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변화들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

로 제시하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욱 적합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어 : 자율주행자동차, 통행비용, 교외지 이주,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

◆ 학 번 : 2016-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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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

차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들을 찾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마트시

티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이 아닌, 도시 거주민 대

상 또는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망

라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스마트시티에 있

어 핵심이 되는 기술은 ‘IoT(Internet of things)’, 즉 사물인터넷이다. 이

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스

마트시티가 제공하게 될 기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자

동차(autonomous vehicle), 즉 무인자동차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지금까지 다루어져 왔던 이동성의 개념을

완전히 재편성할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도입으로 여겨진

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시장지배자와 기술이 시장에서

와해되고 붕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영성, 2017). 특별히 자율주행시스

템의 레벨 4(완전 자율주행) 수준이 구현된다면 사람들은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나 업무 등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기존 통근통행에 수반되던 시간가치 비용, 즉 통근통행으로 인한 기회비

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통근통행 특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주거입지선택의

변화 및 통근시간의 변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새로운 교통인프라나

기술은 통행비용의 감소와 주거입지의 교외화 현상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통행비용이 감소되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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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들의 주거지 선택은 더욱 저렴한 부동산 가격, 더 넓은 주택과 더

좋은 자연환경 등 교외지역의 여러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 교외화 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교외화 현상은 개별 가구의 주

거입지선택이 모두 반영되어 그 영향력이 합산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Knox and Pinch, 2000). 교외화 현상은 직주분리 현상과 도심 공동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교외화의 속도와 수준, 그리고 요

인 등을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

간 개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신경숙

외, 2010).

본 연구는 특별히 서울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도권의 주거이동특성

과 통행시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한다. 이는 첫째, 서울 외곽지역인 1, 2

기 신도시 개발이 고속도로, 그리고 철도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듯이

교통수단의 변화가 통행패턴과 주거지 선택의 변화와 깊은 관련성을 보

인 지역이며, 둘째, 서울시는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증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시민들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고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의 기술수용성, 통행

행태, 주거선택특성,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 이용희망여부 및 교외지로

의 이주희망여부, 그리고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하여 주거지 이동의 가

능성뿐만 아니라 방향과 강도까지 함께 예측하고자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교외지로의 이주 성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응답자들의 교외지 이주 희망 여부에 대해 파악하며 동시에 자

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둘

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교외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주희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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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파악하며, 셋째, 자율주행서비스 이용 시 잠재적인 통행시간의

변화 및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

악하므로 변화의 강도를 예측해본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자율

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변화들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하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

욱 적합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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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1. 개념의 정의 및 현황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도입 현황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레벨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며,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

하는 자동차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자율주행시스템의 활용도는

해당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수준은

레벨 1에 해당하는 ‘운전자 보조’형태부터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경고 등

을 요청한 경우에만 제어를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제공하

는 레벨 4, 그리고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

는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5에 이르기까지 정의할 수 있다.

다음 표 1.과 같이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레벨 4와 레벨 5 자율주행수준을 통합하여 레벨 4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레벨 4와 레벨 5 기술수준을 통합하여 ‘레

벨 4’ 기술수준으로 다룬다. 이러한 레벨 4, 즉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떄 탑승자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활

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시의

보편적인 통행수단으로 도입될 시 나타날 변화들에 대해 조명한다. 본

연구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수준의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하 내용에서는 기술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레벨 4 자

율주행자동차만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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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설명

Level 1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운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기능별로 특화된 운전자 보조를 수
행함.

Level 2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함. 

Level 3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을 수행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을 제
어해야 함.

Level 4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자동차 스스로 안
전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표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수준

 (자료: 이재관 2015, EPoSS 2015, Johanna 2016)

(2)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수준 및 도입 현황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율주행관련

R&D, 시험운행, 상용화 계획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율주행자동차의 도입시기에 관하여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예측을 해왔으

며 그것이 비교적 보수적인 예측인지 낙관적인 예측인지에 따라 2035년

연간 판매되는 레벨 4 자율주행차량이 전체 시장의 25% ~ 75%를 차지

할 것이라고 나타난다. 자율주행 관련 조사기관인 Navigant Research

(201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0년까지 상용화 단계를 거친

후 2020~2035년까지 북미·서유럽·아시아 지역에서 연평균성장률 85%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4%로 예측되는 세계 자율주행자동

차(레벨 4) 시장규모가 2035-40년에는 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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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율주행 Level 상용화 수준 시장규모

2020년 Level 3

 자율주행이 
주차장, 고속도로, 
교통정체 구간에서 

적용

2018년 Level 3 
제품 출시 예측

낮은 속도에서의 
자율주행 -

2022년 Level 4 고속도로 운행 2025년: 4%
2030년 Level 4 도시지역 운행 2035-40년: 75%

표 2. Navigant Research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기 예측

 (Navigant Research, 2013)

반면,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의 연구에서는 2022년 도시 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출시되고 상용화가 시작되며, 2025년까

지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에 달하고 2035년에는 전 세

계 자동차 판매량 중 25%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Markit은 2035년까지 7,600만대의

차량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것이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2,100만

대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레벨 4와 5의 차량

판매는 1백만 대에서 2백만 대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시험주

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

의(2015)에서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레벨 3, 부분자율) 일부 상용화 목

표를 세운 이후로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 시행 등 자

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들을 정비해나가고 있다. 제5차 규제

개혁장관회의(2016)에서는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구간 규제를 네

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8월에는 세계 최초로 테

스트베드를 구축한 미국 미시건대학 내 “M-City”를 벤치마킹하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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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동차 실험도시인 “K-City” 구축에 착수하였고 2017년 하반기에

고속주행로가 개방될 예정이며 2018년 6월부터는 전구간이 개방되며 시

험평가,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도 차량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자율주행 연결기반을 위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자동차 ‘스누버’가 여의도 지역에서의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성공

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자

동차의 상용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시 주거지 이동의 시기별 변화

서울시 주거입지이동의 변화를 살펴볼 때 주거지를 교외로 이전하는

현상이 증가하며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전명진(2008)은 1990년-2000년 사이에 서울시와 인천·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직주불일치, 즉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

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서울시 평균통근거리가 1990년

11km에서 2000년 15.8km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손승호(2015) 또한

2002년-2010년 사이의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시간의 변화에 대해 분석

하였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시 통근통행의 평균거리가

16.2km에서 17.7km로 증가하며 주거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

졌음을 보여주었다.

이희연·김홍주(2006)는 서울대도시권의 중심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강남구가 통근통행의 중심지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성남시와 수원시, 그리고 부천시와 고양

시 등도 통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개발로 인해 서울로 유입되었던 통근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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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도시지역에서 흡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수

기 외(2015)의 연구에서도 서울대도시권에서 수도권 신도시지역으로의

주거지이동현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1989부터 1996까

지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중동, 평촌, 그리고 산본의

통근통행특성을 파악한 결과 이 지역들에서 서울 의존성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철·좌승희(2009)도 수도권의 기종점 통행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모든 통행에 대해 통행거리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의 광역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거지가 교외화 되며

나타나는 직주불일치, 그리고 교통혼잡비용 등 문제들은 서울이 아닌 경

기도 지역에 거점중심 도시를 육성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서울시의 주거입지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외곽지역으로 광역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왔으며 제1,2기 신도시 지역

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러한 현

상이 가속화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2. 이론 고찰

1) 주거입지이론

Alonso(1964)는 그의 주거입지이론에서 도시 가구가 주거입지를 선

택할 때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교통비용과 주거비용의 상쇄관

계 (trade-off)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거입지를 선택하게 됨을 보

여주었다. 가구는 도심 부근의 면적이 좁고 임대료가 비싼 주택에 거주

하거나 교외지역의 넓고 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데 도심 부근에 거주

할 경우의 낮은 통근비용과 높은 주거비용, 그리고 교외지역에 거주할

경우의 높은 통근비용과 낮은 주거비용의 상쇄관계 속에서 주거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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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입찰지대이론이라고 하며 입찰지대곡선은

한정된 토지에 대한 입지경쟁에 의하여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짐에 따

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업, 공업, 및 주거입지 지대곡선

들을 연결한 곡선을 일컫는다. 이때 도심지의 토지는 그 면적이 협소하

고 지대를 지불할 용의는 많으므로 기울기가 가파라질 것이며, 도심에서

멀어지면서 용도를 달리하고 이에 따라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져 갈 것이

다.

특별히 Alonso는 또한 교통수단의 기술진보가 있게 되면 한계교통비

가 감소하며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주거한계가 넓어지는 교

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준다. 그는 고소득자들이 교외지역에 거

주하는 이유는 토지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for land)이 통근비용에 대한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commuting cost)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토지 소비와 통근비용이 모두 증가하지만 토지소비 증가가 상대적

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교외지역에서, 저소득자

의 경우 중심도시에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입지균형이 달성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주거비용의 상쇄모형은 시장기능에만 기초해

있어 여러 한계점을 지지고 있다. 특별히 Alonso의 주거입지이론은 주거

입지선택과 관련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과 주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등 여러 비현실적 가정

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후에는 주거입지선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시장적 접근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Hoang and Wakely, 2000).

시장기능에 기초한 모형 외에 주거선택 모형으로는 임의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등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때 어떤 특성을 가진 가

구가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 등 상세한 자료를 얻어 주거선택특성을 파

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리하여 이를 위한 다양한 대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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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활용되어 왔는데, 특별히 주거입지선택 요인을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최막중·임영진(2001)은 주택수요에 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접근성(교통 및 직장)

쾌적성(자연환경, 공원·녹지 등) 경제성(주택가격)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입지 요인 및 주택유형 선택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소득층은 환경의 쾌적성을 선호하며 저소득층은

집값/임대료 등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반면,

김재익(2010)은 울산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입지선택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주거입지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환경(27.2%), 교통(14%),

교육환경(13.3%), 주택가격(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가구

보다는 차가가구가 이사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외희(2007)는 1, 2기 신도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현 거주지로의

이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택관련요인(내집 마련, 경제적 절약,

집의 크기 확장 등)이 50.7%로 나타났으며 직장관련 요인(본인의 직장접

근성, 배우자의 직장접근성)이 21.5%, 주거환경관련요인(생활편익시설,

주거환경쾌적, 교통편리 등)이 12.1%를 나타냈다.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

거선택이유 중 주택관련요인에 해당하는 더 넓고 싼 주택, 그리고 주택

투자가 서울시에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행시간 가치에 관한 이론

Becker (1965)는 그의 이론에서 처음으로 통행시간가치의 개념을 모

형에 도입하였다. 통행시간에 대해서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조명이 이루

어질 수 있으며 시간의 한계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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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적 결정(economic decisions)에 있어 시간가치가 중요하게 부

각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여러 접근방법들이 등장하였는데 시간의 가

치를 평균 시급(average hourly earnings)으로 보는 관점부터 근무시간

(standard hours)과 초과근무시간(overtime hours) 등을 구별하여 보거나

교통수단과 이동거리에 따라 시간의 한계가치(marginal value of time)를

다르게 산정하는 더 복잡한 관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Kenneth(2012)는

통근시간의 시간가치를 임금률(wage rate)의 약 1/2로 산정하는 등 시간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후 진행되었다.

특히 Becker는 직장으로의 출퇴근 시간(commuting time)과 관련하

여 통근시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주거지에 대한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for housing) 이 1보다 클 때만

실제 통근시간이 증가할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Alonso가 주장한 소득탄

력성에 대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통행시간의 시간가치를 고려하

여 통행비용을 산정한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동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생산적 시간이라는 편익을 통행시간의 기회비용

감소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행비용의 감소는 주거한계가 넓어지는

교외화 현상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1)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선행연구

(1)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통한 통행비용의 변화

Godsmark, Kirk, and Flemming (2015)은 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생산적 시간의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

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편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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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향상이다. 차량 탑승자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착지에

도착 후 자율주행차량은 스스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차에 투입

되는 시간과 주차장에서 직장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이 절감된다는 것이

다. 또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예상운행시간 및 도착시간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렇게 차량간 통신을 통해 예상

운행시간 및 도착시간이 정확해질 때 더욱 안정된 가운데 이동할 수 있

으며 이는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이용으로 업무시간과 여

가시간 중 여가시간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여가시간의

가치를 편익으로 산정할 시 매년 199억 달러의 통행시간 가치편익이 나

타날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Litman(2017)과 이백진(2016) 등의 연구에서도 레벨 4 자율주행자동

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가장 큰 편익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는

이동하며 운전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활동, 생산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근통학에 투입되는 통

행비용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백진(2016)은 자율주

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행시간이 더 이상 “소비”가 아닌 “이용”이라

는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였다. 더 이상 통행이 비좁은 공간 안에

서 긴장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하는 행위가 아니라 활동이

가능한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통행관련 편익 항

목의 대대적인 수정 또는 삭제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경아 외(2013)도 통행 중 정보통신기기 이용 등으로 인해 통행시

간을 공간적 전이시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휴식 또는 생산적 시간으로 활

용되며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통행 중 활동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

통수단선택모형이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정보통신기기

사용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자가용에 비해 대중교통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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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통행 중 정보통신기기 사용 가능성은 자가용을 이용자 중 일부가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통행

시간의 생산적 이용이 증명된다면 교통사업 타당성의 기본전제는 ‘더 빠

르고 비싼 여행’이 아니라 ‘더 생산적이고 더 비싼 여행’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 편익은 이동 중 다른

활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대중교통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을 대중교통이용자보다는

기존 자가용 운전자들이 더 크게 경험하며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의 도입은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통행시간 가운데 생산적 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총 통행시간

을 감소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된 바 있다. 특별히 교통체증

의 25%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절발은 차량간 충돌

을 수반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인간의 부

주의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FHWA, 2005). 실제로

Shladover et al. (2012)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시장점유율 10%, 50%, 90%

시나리오에서 각각 1%, 21%, 80%만큼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또한 군집운행(platooning)으로 차

량간격을 보다 가깝게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Anderson et al., 2016;

고용석 외, 2017). 이는 도로 용량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 차량 간

통신(V2V) 환경을 가정하면 도로용량이 최대 2.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PATH, 2014). 그러므로 이와 같은 편익들로 인해 자율주행자

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행시간가치 비용이 생산적 시간, 즉 편익으로 인

해 감소하고 또한 통행시간 자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러한 예측도 있는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이후 전체적인 도로 교

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하기 때문에 통행시간 자체의 감

소를 확신할 수는 없으며 그 변화양상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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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편익 및 우려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된다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을 마친 이후에

스스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승객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 이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

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도심의 거주자들을 이러한 카셰

어링 서비스를 통한 더욱 신속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Bansal and Kockelman, 2016). Fagnant and

Kockelman(2014)는 차량공유시스템의 환경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며 1대

의 무인자동차에 대한 카셰어링이 일반차량 11대의 통행을 대신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카셰어링의 이용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출발지

인근까지 직접 찾아오는 접근성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직접 차량

을 구매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Burns(2013)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교통량에 따라 0.32$~

0.39$/mile로 예측하였다. 이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아진 금액이다. 또한 김점산·박경철·고진(2015)은 공유차량 한 대가 개

인이 차량을 직접 소유할 때 대비 연 309만원 수준의 가계 교통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을 값싸고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통행비용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편익들

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Anderson et al.(2016)은 자율주행시스템은 급발

진, 급정지, 급가속 등을 지양하며 연료를 절감하는 ‘친환경 운전

(eco-driving)’을 가능하게 하므로 환경개선의 편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더 가볍고 공기역학적(aerodynamic)

차량 디자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율주행으로 인

해 교통사고의 횟수 및 심각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는 안전관련 초점이 내충돌성(crashworthiness)에서 사고 회피(accident

avoidance)로 이동하며 가벼운 차량의 제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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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기존 철재를 대체하여 강인강(high strength steel), 알루미

늄, 마그네슘, 플라스틱, 탄소섬유복합체(carbon-fiber composites)등 가

벼운 재료를 차량생산에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이 전기, 태양광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와의 결

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와

연관하여서는 차량의 중량감소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한계점 중 하나인

배터리의 중량 또한 함께 줄일 수 있는 등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할 중요한 편익 중 하나로서 어

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운전면허

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기술한

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우려로는 시스템 오류에 의한

사고, 컴퓨터 해커 등 자율주행 시스템의 보안문제, 개인정보 보호, 기상

악화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응능력 등 자율주

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이백진, 2016). 기술보완과 정

책의 개정·변화 등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이러한 우려들이 감소될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속도가 가속화 되고, 자율주행전용도로 구축 및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상용화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거주자들의 주거이

동 변화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2) 교외지로의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

(1) 교통수단의 발전과 주거지 이동

교통수단의 발전이 주거지 이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Haggett(1968)에 따르면 도보시대, 철도 및 전차 시대,

자동차 시대, 그리고 도시 간 고속 교통 시대 등 교통수단이 발전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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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중심업무지구(CBD) 주변으로 부심, 위성도시, 그리고 새로운 교외 지

역이 탄생되며 교외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교통수단이 발전

됨에 따라 통행비용이 감소하고 이동성이 증가한 결과이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주거지 이동현상으로 이어졌음을 보

여준 Levinson(2008)의 연구에서는 19, 20세기 런던에서 나타난 철도

(rail) 네트워크의 변화가 지역별 인구밀도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또한 보

여주었다. 반면, Xie and Levinson(2010)의 연구에서는 전차(streetcars)

의 발달이 도시의 교외화를 진행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특히 철도로부

터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에서의 주거밀도를 확연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교통수단의 발전이 도시지역의 확산으로 이어진 흐름

을 확인할 수 있다. 전차, 철도 및 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탄생에

이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은 통행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러한 변화

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전명진(2016)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통근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추정한 후 통근비용이 주거지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한다. 결과적으로 통근비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주거비용이 3.5%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요인으로서, 근무자들의

직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위성도시와 1,2기 신도시 정책으로

교외지역에 인구가 분산된 공간구조가 상쇄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

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 즉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도 상쇄관계가 발생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마강래(2011)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통행비용 변화에

따른 직주불일치는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높은 도심

(CBD) 지역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에 대해 보여주었다. 구체적으

로 도심 직장의존도가 높을수록 평균통근비용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도심의 부동산가격이 비교적 높을 때 통행비용과 주거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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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관계로 인해 직주불일치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시 또한 주거비용이 높은 도심으로서 외곽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무자들

이 많기에 교통의 발전에 따라 직주불일치가 심화되어왔다(전명진,

2008).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교외지로의 이주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교외지로의 이주여부에 대해 기술한

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Bansal, Kockelman, and Singh(2016)는 미국 오

스틴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한 인식에 따

른 반응을 조사하며 그들의 성별과 건설환경적인 요소, 교통의 특성 등

이 이러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특별히 자율주행자

동차의 도입과 도심의 무인카셰어링 서비스 등장이 시민들의 주거입지선

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 중 11.1%는 교외지역으

로 주거지를 이동하기를 원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자서 통근하는 경우, 직

장에서 주거지가 멀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

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라 교외지로 이동하고

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Heinrichs(2016)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심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율주행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더욱 자유

로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고 자연환경이 더 좋은 외곽지역

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자율주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이라는 시민

들의 인식과,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그리고 주차공간 감소 등 자율주

행자동차가 제공하는 경제적 유인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Kim et al.(2015)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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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내용
Godsmark, Kirk, 
and Flemming 

(2015)
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생산적 시간의 증가 및 
여가시간 증가, 주차에 투입되는 시간과 주차장에서 직장까
지 이동하는 시간 등이 절감됨. 차량간 통신을 통해 예상 

나타낼 토지이용의 변화를 Spatial impact simulation을 통해 논한다. 그

는 Yokota 외(1998)가 제시된 자율주행자동차 비율에 따른 교통속도와

관련한 방정식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

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율이 100%가 되면 교통속도는

1.39~1.67배 증가할 것이라고 나타난다. 이를 국가 교통예측 데이터와 함

께 고려하여 서울대도시권의 주거이동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궁극적

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분산된 도시공간의 이용(dispersed

development of urban space)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준다.

Zakharenko(2016) 또한 이렇듯 연구자에 의해 설정된 모형과 더불어 정

량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도시공간의 교

외화를 예측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임의로 만든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단축 비용만

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주거입지를 파악하거나, 단순히 문헌연구로 그

친다는 점, 혹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입지선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만 할뿐, 변화의 방향이나 강도 등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또한 주거지 이동

의 변화를 기존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로

서 분석한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를 파

악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교외지

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

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다음 표 3. 과 표 4. 로 요약된다.

표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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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간 및 도착시간이 정확해질 때 스트레스 감소 및 생
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이백진
(2016)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행시간이 더 이상 “소비”
가 아닌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될 것. 이로 인해 통행
관련 편익 항목의 대대적인 수정 또는 삭제가 예상됨.

이경아 외
(2013)

‘통행 중 활동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수단선택모형
이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줌. 통행시간의 생산적 이용이 증
명된다면 교통사업 타당성의 기본전제는 ‘더 빠르고 비싼 
여행’이 아니라 ‘더 생산적이고 더 비싼 여행’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Shladover et al. 
(2012)

자율주행시스템은 시장점유율 10%, 50%, 90% 시나리오에
서 각각 1%, 21%, 80%만큼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
로 예상.

Fagnant and 
Kockelman

(2014)

차량공유시스템의 환경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며 1대의 무인
자동차에 대한 카셰어링이 일반차량 11대의 통행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Anderson et al.
(2016)

자율주행시스템은 급발진, 급정지, 급가속 등을 지양하며 
연료를 절감하는 ‘친환경 운전(eco-driving)’을 가능하게 
하므로 환경개선의 편익을 제공해줄 것. 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운전면허
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

저자 연구내용
Newman P. and 
J. Kenworthy 

(1996)

도보시대, 철도 및 전차 시대, 자동차 시대, 그리고 도시 간 
고속 교통 시대 등 교통수단이 발전해나갈 때 중심업무지
구(CBD) 주변으로 부심, 위성도시, 그리고 새로운 교외 지
역이 탄생되며 교외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됨. 

전명진
(2016)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통근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추정하
고 통근비용이 주거입지선택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 결과적으로 통근비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주거비용이 
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강래
(2011)

통행비용 변화에 따른 직주불일치는 부동산 가격 및 임대
료 등 주거비용이 높은 도심(CBD) 지역에 대해 더욱 크게 

표 4. 교외지로의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



- 20 -

나타날 것을 보여줌. 도심 직장의존도가 높을수록 평균통근
비용이 증가됨을 보여줌.

Bansal, 
Kockelman, and 

Singh
(2016)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 시민들의 주거입지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결과적으로 응답자 
중 11.1%가 교외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기를 희망함.

Heinrichs
(2016)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심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고 자연환
경이 더 좋은 외곽지역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고 함. 이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함.

Kim et al.
(2015)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이 나타낼 토
지이용의 변화를 Spatial impact simulation을 통해 논함.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분산된 도시공
간의 이용(dispersed development of urban space)으로 이
어질 것이라고 보여줌.

Zakharenko
(2016)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도시공간의 교외화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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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방법론의 선정

Kim et al. (2005)에 의하면 표본의 과거 행동에 기반한 현시선호

(revealed preference) 접근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의 도

입이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시장 등에 대해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새로운 교통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한계

가 있다. 반면,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통한 분석방법은 “자율

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이주를 희망하는가” 등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주거입지 선택과 관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

다. Wardman(1988) 등의 연구에서도 기술된 선호는 대개 현시선호와 통

계적으로 비슷한 응답자 의사여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듯이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방법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문제(correlation problem)

피할 수 있고 데이터 간 충분한 변화폭(sufficient variation)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실에서 존재하는 변수들 사이의 상쇄관계(trade-off)

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불완전한 공간정보로 인한 독립변

수의 측정오류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된

선호 접근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다만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접

근방법은 응답자들이 이후 실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기

존 응답대로 의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에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나타날 현상을 예측해보는 미래연구이다. 현재 국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은 “K-City” 구축, C-ITS사업 시행, 일반도로

시험주행을 성공 등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Level 4 자율

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미래에 생겨날 시장이므로 예측을 통해서만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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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용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기를 희망

하는지, 그리고 희망한다면 통행부담의 감소를 고려할 때 주거지를 이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는 우편조사법, 면접, 방문조사법, 인터넷 조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조사 법을 택하므로 설문을 받을 뿐만 아

니라 피설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그에 따른 주거입지선택에 대한 피설문자의 생각

도 같이 들으며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온라인 설문을 통

하여 추가적인 설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방문조

사법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

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충분한 데이터의 크기를 확보하

였다.

2. 모집단 및 표본의 설정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한 서울특별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조

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25개

구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5개의 권역인 도심권(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북권(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

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83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

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9월17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차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현장방문을 통해 167부의 유효표본을 수집

하였다. 이후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16부의



- 23 -

유효표본을 수집하여 총 383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3. 연구의 분석방법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대

해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때 선형모형(linear model)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비례적이며 선형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선형

회귀모형을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1)과 같다.

          (1)

이때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는 모두 추정된 값이므로

오차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는 회귀식의 절편으로서 모든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공통적인 변화량을 뜻한다.  은 각 독립

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보여주는

기울기이자 값이다. 이를 반영한 선형회귀식은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를 통해 추정하게 되며 이는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회

귀식이다. 선형회귀식은 추정된 값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때 추정치 의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잔차 혹은 오차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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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들의 계수인  값들을

관찰하므로 나머지 독립변수들이 평균값에 고정되어있을 때 특정 독립변

수의 한 단위 증가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효과(pure effect)를 파악하

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의 분포를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만들어 더 정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 반로그 모형(semi-log model), 혹은 이중로그 모형(double log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로그 모형(semi-log model)

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중 한쪽만 로그형태를

취하도록 변형시킨 모형이다. 반로그 모형(semi-log model) 중 종속변수

를 로그형태로 변형시킨 log-lin 모형을 사용하였다. log-lin 모형은 독립

변수의 절대적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주며, 다음

식(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3)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니라 이진형(binary) 혹은 순서형(ordinal)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은 종속변수의 특성이 ‘이동/비이동’ 등 두 개의 선택대안으

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사용하는 모형이다. 이때의 모형은 다음 식(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4)

이항로짓모형에서는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도출한 값을 해석하

게 된다. 즉 가 한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배만큼 증가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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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다음 식(5)와 같다.



 exp      (5)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설정에 있어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활용하여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 교통수단 및 주택점유형태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한다. 연속형도 아니며 등간척

도도 아닌 범주형 자료에 대하여 C=1 일 때 더미변수인 DV_C1=1, 그리

고 C≠1일 때 더미변수 DV_C1=0을 설정하므로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더미변수로는 최대 n-1개의 더미변

수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4. 본 설문내용 및 변수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통행비용이 감소

하게 되어, 통행비용 감소로 인해 서울시 거주자들 가운데 교외지로의

이주성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거

주자들이 교외지로의 이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자율주행자

동차 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교외이주 성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에 대해서 묻는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자의 비율을 조사한 후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이

유와 이용자 성향에 대해서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

입에 따라 이동 중에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교외지로 이주하고

자 하는 이주자의 비율과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이주희망자들의

성향에 대해 파악한다.

설문의 구상으로는 파트 1에서 IT기기 활용도, 자율주행자동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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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적 교통수단 도입의견,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등 기술수용성에 대해 질문한다. 파트 2에서는 통행행태 및 주거선

택특성에 대해 질문하며 구체적으로 평상시 통근(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주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또한 주택점유형태(자가소유, 전세,

월세, 무상) 및 교통사고경험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자율

주행자동차의 편익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수

준(레벨 1-4)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주고, “통행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라도 덜 심각할 것

이다”, “교통체증이 감소한다”, “차량연비가 절감된다”, “카셰어링 서비스

의 등장”, “노인·아동·장애우 등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주거지를 교외(신도시, 위성

도시 등 포함)로 이동하면 통행시간 동안 업무, 여가, 휴식 등을 하면서

도 더 저렴한 집값/임대료, 더 넓은 주택, 그리고 더 좋은 자연환경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이는 본 설문의 핵심이 되는 자

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와 교외지 이주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제공되

는 정보다.

이후 파트 4에서는 실제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 희망여부와 이용이

유(혹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시 저렴한 집값/임대료, 넓은 주택, 자연환경 등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

교외지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질문한다. 또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질문들을 제공하는데, 그들이 주거지이

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을 파악하며 이주이유에 대

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또한 이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

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통근(통학)시간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시간은 몇분 정도입니까?”라

는 질문을 던지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이후 “주거지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통근(통학)시간의 지점”과 “주거지로부터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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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시간의 지점”에 대해서도 묻는다.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가족구성원 수, 직업

및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설문을 통해 분석에 참고하기 위

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 관련 특성, 교외지로의 이

주여부 관련 특성,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에 따른 특성, 총 세 가지 항

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 관련 분석의

종속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여부이다. 표 5.과 같이 기술수용성

이 높을수록, 자가용이용자일수록,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길수록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희망여부가 높아질 것이며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라 예

상하며 교통사고 경험자일수록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여부가 낮아지며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 교외지로의 이주여부

관련 분석의 종속변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교외지로의 이주

희망여부이며 표 6.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기를 희망할수록, 통

근통학 소요시간이 길수록, 자가용 이용자일수록, 그리고 주택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차가일수록 교외지역으로의 이주희망여부가 높아질 것이며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셋째,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

간에 따른 특성에 대한 분석의 종속변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응

답자들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행 시간의 지점이다. 표 7.과 같

이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주택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차

가일수록 응답자들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행 시간의 지점이 멀

어지며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구구성원 수, 월평균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호를 예상하기

가 어려우므로 추후 분석결과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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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특성  변수의 내용 변수의 자료화 예상부호

기술수용성

 IT기기 활용도 1(낮음)~5(높음) +
자율주행차 인지도 1(모름)~4(잘 알고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적 교통수단 도입의견, 

1(부정적)~3(긍정적) +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1(부정적)~3(긍정적) +

통행행태 및 주거지 선택

주 교통수단
1: 자가용

2: 지하철/버스
3: 자전거
4: 도보
5: 기타

+
(자가용일수록 증가)

통근통학 소요시간 ~시간 ~분 +
 교통사고경험 0: 미경험

1: 경험 -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0: 여성
1: 남성 ·

연령 ~세 ·
결혼여부, 0: 미혼

1: 기혼 ·
가구구성원 수 ~명 ·

월평균 가구소득
1: 150만원 미만
2: 150~250만원

(생략)
8: 750만원 이상

·

변수의 특성  변수의 내용 변수의 자료화 예상부호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
0: 이용을 희망하지 않음 +

표 5.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여부

 종속변수: 0 - 이용을 희망하지 않음, 1 - 이용을 희망함 

표 6. 교외지 이주 여부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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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을 희망함

통행행태 및 주거지 선택

통근통학 소요시간 ~시간~분 +

주 교통수단
1: 자가용

2: 지하철/버스
3: 자전거
4: 도보
5: 기타

+
(자가용일수록 증가)

주택점유형태(자가소유, 전세, 월세, 무상)

1: 자가소유
2: 전세
3: 월세
4: 무상

+
(차가일수록 증가)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0: 여성
1: 남성 ·

연령 ~세 ·
결혼여부 0: 미혼

1: 기혼 ·
가구구성원 수 ~명 ·

월평균 가구소득
1: 150만원 미만
2: 150~250만원

(생략)
8: 750만원 이상

·

변수의 특성  변수의 내용 변수의 자료화 예상부호

통행행태 및 주거지 선택 

통근통학 소요시간 ~시간~분 +
주택점유형태(자가소유, 전세, 월세, 무상)

1: 자가소유
2: 전세
3: 월세
4: 무상

+
(차가일수록 증가)

 종속변수: 0 – 이주를 희망하지 않음, 1 – 이주를 희망함

표 7.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 관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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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0: 여성
1: 남성 ·

연령 ~세 ·
결혼여부 0: 미혼

1: 기혼 ·
가구구성원 수 ~명 ·

월평균 가구소득
1: 150만원 미만
2: 150~250만원

(생략)
8: 750만원 이상

·

 종속변수: ln(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최대로 수용가능한 통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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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분석

1. 본 설문조사의 인구통계적 특성

1) 인구통계적 특성

본 설문을 통하여 확보된 총 383명의 피설문자 중 남성은 55.4%(212

명), 여성은 171명(44.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부터 65세

이상까지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연령별 응답자는 20~29세 128명(33.4%),

30~39세 61명(15.9%), 40~49세 63명(16.4%), 50~59세 110명(28.8%),

60~64세 13명(3.4%), 65세 이상 8명(2.1%)으로 나타났다. 2017년 8월 제

공된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현황(20~29세 17.6%, 30~39세

19.4%, 40~49세 20.1%, 50~59세 18.9%, 60~64세 7.7%, 65세 이상 16.3%)

과 비교 시 20대 와 50대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표본의

특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나타난 자료수집의 한계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설문조사 시 시력과 청각, 그리고 자

율주행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력 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응답에 어려움을 겪어 응답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본 구축에 있어

서울시 주민등록현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후

이항로짓모형과 선형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시 ‘연령’ 변수의 유의수준

(p-value 0.334, 0.549, 0.523)이 모두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되어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383명의 응답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피설문자들의 결혼여부는 기혼이 213명(55.6%), 미혼이 기혼 170명

(44.4%)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원 수는 4인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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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구분 계 비율(%)
성별 남 213 55.6

여 170 44.4

연령

20~29세 128 33.4
30~39세 61 15.9
40~49세 63 16.4
50~59세 110 28.8
60~64세 13 3.4

며 1인 가구 59명(15.4%), 2인 가구 59명(15.4%), 3인 가구 73명(19.1%),

4인 가구 146명(38.1%) 5인 가구 39명(10.2%), 6인 이상 가구 7명

(10.2%)으로 나타났다. 피설문자들의 거주지는 도심권 28명(7.3%), 동북

권 92명(24%), 동남권 99명(25.8%), 서북권 45명(11.7%), 서남권 119명

(31.1%)으로 2017년 8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의거한 권역별 분포

(도심권 5.7%, 동북권 31.2%, 동남권 20.1%, 서북권 12.1%, 서남권

30.9%)와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상근)’과 ‘대

학(원)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회사원(상근) 155명(40.5%), 회

사원(비상근) 15명(3.9%), 자영업 41명(10.7%), 대학(원)생 130명(33.9%),

주부·가사 12명(3.1%), 무직 10명(2.6%), 그리고 기타 13명(3.4%)으로 나

타났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140명(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외 중졸이하 0명(0%), 고졸 37명(9.7%), 대학교 재학 86명

(22.5%), 대학원 이상 85명(22.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750

만원 이상이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조사 시 응

답자 본인만의 소득이 아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묻고 있고 가족

또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의 응답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3인 이상 가구가 대부분(69.2%)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표 8. 피설문자 표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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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8 2.1
결혼여부 기혼 213 55.6

미혼 170 44.4

가구구성원 수

1명 59 15.4
2명 59 15.4
3명 73 19.1
4명 146 38.1
5명 39 10.2

6명 이상 7 1.8

거주지

서울 도심권 28 7.3
서울 동북권 92 24.0
서울 동남권 99 25.8
서울 서북권 45 11.7
서울 서남권 119 31.1

직업

회사원(상근) 155 40.5
회사원(비상근) 15 3.9

자영업 41 10.7
대학(원)생 130 33.9
주부·가사 12 3.1

무직 10 2.6
기타 13 3.4

최종학력

중졸이하 0 0
고졸 37 9.7

대학교 재학 86 22.5
대졸 140 36.6

대학원 재학 34 8.9
대학원 이상 85 22.3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22 5.8
150~250만원 27 7.1
250~350만원 44 11.5
350~450만원 5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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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50만원 51 13.4
550~650만원 41 10.7
650~750만원 33 8.6
750만원 이상 111 29.1

2)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유효표본 383부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다

음 표 9.와 같다. 주요 변수들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희망여부’가 평

균 0.77로 나타나 응답자 중 77%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자율

주행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외지 이주희망

여부’는 평균 0.29으로 응답자 중 29%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지를 교외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

의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42.4분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동 중 다른 활동(여가, 생산, 휴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 시간의 지점은 평균 28.1분,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통근통학 시간의 지점은 평균 53.2분, 그리고 최대

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시간의 지점은 평균 67.4분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화 한 변수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

용, 지하철/버스, 도보, 그리고 자전거가 각각 평균 0.25, 0.66, 0.07, 0.01

로 나타나며 각각 25%, 66%, 7%,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점유형태로는 자가소유, 전세, 그리고 월세가 0.50, 0.31, 0.15를 나타

내며 각각 50%, 31%,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사고

미경험’은 0.34를 나타내며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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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여부 0.77 0.42 0.00 1.00

교외지 이주희망여부 0.29 0.46 0.00 1.00
통근통학 소요시간 42.38 22.13 0.00 180.00

추가적 수용가능 통근시간 28.15 23.03 0.00 75.00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통근시간 53.24 27.54 5.00 180.00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 67.4 36.55 5.00 240.00

IT기기 활용도 4.10 0.86 1.00 5.00
자율주행자동차 인지도 2.52 0.67 1.00 4.00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 2.46 0.68 1.00 3.00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2.35 0.54 1.00 3.00

주 교통수단 자가용 0.25 0.43 0.00 1.00
주 교통수단 지하철/버스 0.66 0.47 0.00 1.00

주 교통수단 도보 0.07 0.26 0.00 1.00
주 교통수단 자전거 0.01 0.10 0.00 1.00

주택점유형태 자가소유 0.50 0.50 0.00 1.00
주택점유형태 전세 0.31 0.46 0.00 1.00
주택점유형태 월세 0.15 0.36 0.00 1.00
교통사고 미경험 0.34 0.47 0.00 1.00

성별 여 0.44 0.50 0.00 1.00
연령 39.39 13.99 20.00 84.00

결혼여부 미혼 0.44 0.50 0.00 1.00
가구구성원 수 3.22 1.60 1.00 20.00

월평균 가구소득 5.34 2.26 1.00 8.00

표 9.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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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망여부 계 자율주행자동
차 이용 희망 비율(%)

교외이주 희망 112 98 87.5%
교외이주 희망하지 않음 271 198 73.1%

2.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여부 관련 특성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여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설문자들의 자율주행자동차 도

입 시 이용희망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할

때 비로소 교외지로의 이주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설문결과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교외지로 주거지를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112명) 중에서 대다수인 87.5%(98

명)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자율주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외지로 주거지를 이주하기를 희망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응답자(271명) 중에서는 73.1%(198명)만이 자율주행자동

차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교외지역 이주 희망자 중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자의 비율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383명의 유효표본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총 296명(77.3%)이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가 도입된다면 자율주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

지 87명(22.7%)은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음 표 11.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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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계 비율(%)
20~29 93 73.2

이용 희망 여부 계 비율(%)
이용하기를 희망함 296 76.0

이용을 희망하지 않음 87 24.0

표 11.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여부

각 연령대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 여부는 다음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할 때 이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이

용희망여부는 2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아지나 65세 이상으로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

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

는 비율이 높아지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운전을 하

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편익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반응속도가 느려지며 운전이 어렵게 느껴지지

만 자율주행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간편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차량 안에서의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60~64세 연령대는 나이가 많지만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희

망적이지만, 노인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전환

되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대 응답자들로는 65~70세 응답자

3명, 70대 응답자 4명, 80대 응답자 1명을 설문하였는데 이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살펴본바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시기가 스

스로 남은 수명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여기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를 향유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여부(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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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47 77.0
40~49 50 79.4
50~59 90 81.8
60~64 11 84.6

65세 이상 5 62.5

이유 계 비율(%)
돌발 상황시 취약 55 63.2

해킹의 위험 11 12.6

이유 계 비율(%)
운행 중 다른 업무 가능 144 48.6

교통사고 감소 77 26.0
노인·아동·장애우의 이동성 증가 32 10.8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가능 14 4.7
교통정체 해소 13 4.4
에너지 절감 11 3.7

기타 5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이유

본 설문조사 결과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는 “운행 중

다른 업무 가능”, "교통사고 감소”, “노인·아동·장애우의 이동성 증가” 순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돌발 상황시 취약”,

"해킹의 위험”,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음 표 13.과 표 14.와 같다.

표 13.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이유(전체 표본)

표 14.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전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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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8 9.2
급격한 발달에 대한 거부감 7 8.0

비싼 구입비용 3 3.4
기타 3 3.4

이유 계 비율(%)
운행 중 다른 업무 가능 2 18.2

교통사고 감소 3 27.3
노인·아동·장애우의 이동성 증가 1 9.1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가능 1 9.1
교통정체 해소 3 27.3
에너지 절감 1 9.1

기타 0 0.0

본 설문조사의 유효표본 가운데 표본의 크기가 작은 연령대도 존재

하기 때문에 각 연령대별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계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여 각 연령대별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 다른 연령대(20-50대)는 전체표본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

지만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응답이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본 설문조사의 60~64세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와는 구별되게 자율주

행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희망한 11명의 희망이유가 ‘운행 중 다른 업무

가능(18.2%)’보다 교통사고 감소(27.3%)와 교통정체 해소(27.3%)에서 높

게 나타났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변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

려지게 되는 것을 인지하여 운행 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편리함과 안

전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이유(60~64세)

반면 65세 이상 응답자들 중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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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계 비율(%)
운행 중 다른 업무 가능 0 0

교통사고 감소 3 60
노인·아동·장애우의 이동성 증가 1 20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가능 0 0
교통정체 해소 0 0
에너지 절감 1 20

기타 0 0

이유 계 비율(%)
돌발 상황시 취약 0 0

해킹의 위험 1 33.3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0 0.0

급격한 발달에 대한 거부감 0 0.0
비싼 구입비용 0 0.0

기타 2 66.7

들(5명)도 운전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점보다 ‘교통사고 감소(60%)’를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 주된 이유로 꼽으며 생산성보다는 안전성을 선호

하는 60~64세 응답자들과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다. 한편, 65세 이상 응답

자들 중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 3명 중 ‘기타’로

응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시기가 아직 수년은 남

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어 스스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들이 나타났다. 이

는 다음 표 16.과 표 17.과 같다.

표 16.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이유(65세 이상)

표 17.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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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계수 유의확률
(Intercept) -3.179 0.055

IT기기 활용도 0.050 0.787
자율주행차 인지도 -0.070 0.776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 1.500 0.000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0.922 0.004

주 교통수단 자가용 0.142 0.715
주 교통수단 도보 0.955 0.15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운전 중 다른 업무 가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

났지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정체 해소’ 등

운행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점보다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 응답의 비율

을 통한 비교는 어려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속도

로 인해 회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피설문자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3)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자의 성향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희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이항로짓모

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레벨4 자

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이용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IT기기 활용도,

자율주행자동차 인지도,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주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교통사고경험, 성별, 연령, 결혼여

부,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표 18.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희망 여부에 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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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통수단 자전거 20.578 0.999
통근통학 소요시간 0.015 0.059

교통사고경험 미경험 -0.012 0.972
성별 여 -1.000 0.002

연령 -0.017 0.334
결혼여부 미혼 -0.594 0.236
가구구성원 수 -0.217 0.014

월평균 가구소득 0.001 0.450
 -2 Log L 295.727

N 383
 종속변수: 0 - 이용을 희망하지 않음, 1 - 이용을 희망함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포함된 항목 중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1:

부정적 ~ 3: 긍정적)’,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1: 부정적 ~ 3: 긍정적)’,

‘통근통학 소요시간’, ‘성별’, 그리고 ‘가구구성원 수’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추정값의 의미를 살펴보

면, 먼저 응답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적 교통수단으로 진입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파악한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은 ‘1.500’으로서

‘e1.500=4.482’로 1 = 부정적 ~ 3 = 긍정적 답변인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한 단계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수록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용

희망/불희망 비율이 평균적으로 4.5배 정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미래 신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었으면 좋겠

는지 파악한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의 ‘0.922’는 ‘e0.922=2.514’로 1 = 부

정적 ~ 3 = 긍정적 답변인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한 단계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수록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평

균적으로 2.5배 정도 높아진다고 파악되었다. 이 결과와 더불어 위 ‘자율

주행자동차의 이용이유’ 분석 내용을 참조할 때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

하는 통행비용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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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보편적 교통수단‘으로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자율주행자

동차의 도입속도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Heinrichs(2016)가 주

장하듯 시민들의 인식 및 생활양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근통학소요시간’의 추정값 ‘0.015’는 ‘e0.015=1.015로 통근통학시간이

1분 길수록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1.015

배 높아졌는데, 약 1.5%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10분 늘어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희망/이용불희망 비율이 약

15%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동하

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

기 때문에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에 대한

희망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여’의 추정값

‘-1.000’은 ‘e-1.000=0.36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63% 정도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

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 인원보다 희망하는

인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가구구성원 수’의 ‘-0.217’는 ‘e-0.217=0.805’로 가구구성원수가 1

명 늘어날수록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19%가

량 줄어들었다. 가구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이용희

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차량동승 등 자율주행시스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

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지며 나타나는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응답자들의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에 대한 희망적인 반응은 자율주

행자동차의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 및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항목

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길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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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통수단 총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자 비율(%)

자가용 95 72 75.8
버스/지하철 254 199 78.3

도보 28 21 75.0
자전거 4 3 75.0
기타 2 1 50.0

가구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희망적이었다.

반면 분석결과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응답자들의 주된 교통수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도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가용 이용자, 등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비율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이

용희망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성향(주 교통수단 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경우 자가용 이용자에 비해 이

동 중 더욱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자의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사료되었지만 조사결과 자가용 이용자보

다 약 2% 정도만 높게 나타나며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시

피설문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자가용 이용보다는 이

동 중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자유롭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

철 및 버스 등을 여러 번 환승하는데 투입되는 노력과 지하철/버스역까

지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비좁은 공간 내에서 밀집되어 있게 되므로 경

험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응답이 파악되었다. 특별히 응답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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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희망 여부 계 비율(%)
교외로 이주를 희망함 112 29.2
이주를 희망하지 않음 271 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가능할 “door-to-door” 이동 서비스에

매력을 느꼈다. 이는 이동 시 인근 역까지 이동하는 수고나 직장 및 학

교 인근 역에서 내려서 도착지까지 걸어가는 시간 및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교외지로의 이주 여부 관련 특성

1) 교외지로의 이주 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주거선택의 변화에 대해 조사

한 문항 4-4(부록 1.의 설문지 예시 참조)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여가, 업무, 휴식 등)이 가능해

진 상황에서 교외로 이주하면 통행시간 동안 여가, 업무, 휴식 등을 하면

서도 더 저렴한 집값/임대료, 더 넓은 주택, 그리고 더 좋은 자연환경 등

을 누릴 수 있게 될 경우 응답자들의 이주희망여부를 파악하였다. 총

383명의 응답자 중 112명(29%)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시나리오에 따

라 교외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교외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여부

각 연령대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주거선택의 변

화를 파악 시 20, 30대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

(31.5%, 32.8%)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젊은 연령층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더 좋은 자연환경이나 주택투자 등 위해 교외로

이주하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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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계 비율(%)
자연환경(쾌적성) 50 44.6

주택가격/임대료 21 18.8
생활편의시설 18 16.1

통근(통학)거리 10 8.9
교육환경 6 5.4

공원·문화 시설 4 3.6
주택규모 2 1.8
주차공간 0 0.0

기타 0 0.0

연령 계 비율(%)
20~29 39 30.5
30~39 20 32.8
40~49 16 25.4
50~59 31 27.9
60~64 4 30.8

65세 이상 2 25.0

표 21. 교외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여부(연령대별)

2) 교외지로의 이주 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이주희망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이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다시 질문하였다. 이주하기를 희망한 112명의

응답자가 교외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2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2. 주거이주선택 시 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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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는 자연환경(쾌적성), 주택가격/임대로, 생활편의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을 가장 선호한 응답자들은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양평, 남양주시 등으로 응답하였고, 주택가격/임대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 응답자들은 이주고려지역에 대해 김포, 일산, 양주, 남양주 등의 응

답을 나타냈다. 반면, 생활편의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경기도 동탄과

판교일대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선택 고려사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자연환경과 두 번

째로 높게 나타난 주택가격/임대료 요인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을 가장 중

요한 주거선택 고려사항으로 총 51명의 응답자중 0명(0%)이 250만원 미

만의 소득을 나타냈으나 주택가격/임대료를 가장 중요한 주거선택 고려

사항으로 선택한 21명의 응답자중 4명(19.0%)이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나타냈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응답자들이 자연환경보다는 집값/임대료

를 주거선택요인으로 고려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층은 환경의 쾌적성을 선호하며 저소득층은 집값/임대료 등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 최막중·임영진(200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외지로의 이주자의 성향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교외로 이주하기를 희망한 응

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주여부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분

석에 있어서 표 23.과 같이 교외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종

속변수로,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여부, 주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택점유형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구구성원 수, 그리고 소

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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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계수 유의확률
(Intercept) -3.860 0.007

레벨4 이용희망여부 1.070 0.001
주 교통수단 자가용 -0.306 0.309
주 교통수단 도보 0.146 0.776

주 교통수단 자전거 -0.235 0.859
주택점유형태 자가소유 0.905 0.266

주택점유형태 전세 1.478 0.075
주택점유형태 월세 1.829 0.033
통근통학 소요시간 0.005 0.383

성별 여 0.378 0.121
연령 0.009 0.549

결혼여부 미혼 0.297 0.480
가구구성원 수 0.132 0.090

소득수준 0.000 0.511
-2 Log L 435.360

N 383

표 23. 교외지 이주 희망 여부에 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 0 – 이주를 희망하지 않음, 1 – 이주를 희망함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포함된 항목 중 ‘자율주행자동차(레벨4) 이용

희망여부(0: 이용을 희망하지 않음, 1: 이용을 희망함)’, ‘주택점유형태(전

세)’, ‘주택점유형태(월세)’, 그리고 ‘가구구성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추정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레벨4이용

희망여부’의 ‘1.070’는 ‘e1.070=2.915’로 레벨4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하

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주에 대한 희망/불희망 비율이 2.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주

거지 이주선택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희망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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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교외지역으로의 이주성향의 강도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사람들

의 수용성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주택을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1.829는 ‘e1.829=6.228’로

무상, 즉 친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주에 대한 희망대비

미희망에 대한 비율이 6.2배 정도 높았다. 반면, 현재 주택을 ‘전세에 살

고 있는 사람’의 ‘1.478’는 ‘e1.478=4.384’로 무상, 즉 친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주에 대한 희망/불희망 비율이 4.4배 정도 높았다. 그

러므로 궁극적으로 월세거주가 전세거주보다 더 높은 추정계수를 나타내

며 교외이주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점

유형태에 있어 자가소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재익(2011)의 주거입지 및 주거이동의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가보

다 차가의 주거이동 의향이 높다는 관계를 보여준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차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자발적 이동과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

적 이동 모두 이주요인으로 포함되는 주택점유형태을 의미한다. 전세거

주에 비해서 이러한 월세거주가 임대기간이 더 짧고 재정적으로도 더 자

유롭기 때문에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결정을 보다 자유롭게 내

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구성원 수’의 ‘0.132’은 ‘e0.132=1.141’로 가족구성원수가 1명 늘어

날수록 이주에 대한 희망/불희망 비율이 14%가량 늘어났다. 이는 가구구

성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스스로의 직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아닌 가족

전체를 고려하며 주거선택 시 가족의 건강과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 요

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교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는 또한 가구구성원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접근성에 비해 쾌적성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내용과 일치

하는 바다(최막중·임영진, 2001). 즉, 응답자들의 교외지로의 이주희망여

부는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여부에 희망적이고, 현재 전세 혹은 월

세에 거주하며,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희망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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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통수단 총 교외이주
희망자 수 비율(%)

자가용 95 35 36.8
버스/지하철 254 73 28.7

도보 28 5 17.9
자전거 4 0 0.0
기타 2 0 0.0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자의 성향’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예상과 달리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

입에 따른 교외지로의 이주희망여부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각 교통수단이 주거지 이주여부와 관련이 없는지 더욱 면멸히 파악

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자가용-대중교통-도보-자전거

순으로 교외이주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다

음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표 24. 교외 이주 희망자의 성향 (교통수단별)

자가용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비해 접근성보다는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경제성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

을 많이 받아 더 높은 교외이주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자에 비해 이동이 더 능동적이고, 자유롭

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기에,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연환경 등 자신의 주거선택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

적으로 하며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도보와 자전거 등을 이

용하는 응답자들은 각각 17.9%와 0%로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그들이 통근(통학)을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 이상으로 운동을 하거나 명

상을 하는 시간 등으로 즐기고 있으며, 그들의 현 주거지가 이를 가능하

게 해주는 적절한 지리적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

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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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분)
현재 통근통학 소요시간 39.5

추가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간 28.1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시간 53.2

최대로 수용 가능한 시간 67.4

4.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 및 이주 희망 지역 분석

1) 통행시간의 변화

이주를 희망하는 112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

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통근(통

학)시간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 시간을 산술평균

으로 산정 시 28.1분으로 나타났다. 교외지 이주를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

들이 추가적으로 수용 가능할 수 있는 통근시간을 ‘0’분으로 산정하여

383명의 응답을 모두 반영 시 산술평균 8.2분으로 나타났다. 교외지 이주

를 희망한 응답자 중 29명(26%)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행시간은 ‘0’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량 간 통신 등 기능을 통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먼 곳에서 통근(통학)을 하면서도 통근(통학)에 투입

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

다. 112명의 응답자들의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9.5분이었으며 자율

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통근(통학)시간의

지점은 53.2분, 그리고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시간의 지점은

67.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교외지 이주 희망자(112명)의 통행시간 변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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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추정계수 유의확률
(Intercept) 3.400 0.000

통근통학 소요시간 0.005 0.032
주택점유형태 자가소유 0.329 0.415

주택점유형태 전세 0.605 0.137
주택점유형태 월세 0.698 0.089

성별 여 -0.149 0.155
연령 0.005 0.523

결혼여부 미혼 -0.163 0.408
가구구성원 수 -0.037 0.106

소득수준 0.000 0.963

2)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에 따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주하기를 희망한다

고 응답한 112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될

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최대 통근통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최대수용 통근통학 시간의 지점이

그들이 주거지 이주 시 고려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

석에서의 한계점은 전체 383명의 응답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외지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112명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설문조사 시 교외지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들에 대해서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최대로 수용

할 수 있는 통근시간의 지점이 몇 분인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기 때문

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시간을

종속변수로,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택점유형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

구구성원 수,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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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sted R2 0.080
N 112

 종속변수: ln(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

위 분석에서는 반로그 모형(semi-log model) 중 log-lin 모형을 사용

하여 종속변수인 최대 수용가능 통근시간을 로그형태로 변형시킨 후 선

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포함된 항목 중 ‘통근통

학 소요시간’과 ‘주택점유형태(월세)‘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추정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통근

통학소요시간’의 추정값 ‘0.005’는 ‘e0.005=1.005로 통근통학시간이 1분 길수

록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1.005배 높아

졌는데, 약 0.5%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10분 늘

어날 때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희망/불희망 비율이 약 5% 정도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통근통학시간이 긴 ‘비교적 외곽지역 서

울시 거주자’들이 서울시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에 비해 자율주행자동차

의 도입에 따라 더욱 먼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주택점유형태(월세)’의 ‘0.698’은 ‘e1.829=2.01’로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 최대로 수용가능한 통근시간이 무상

거주자 대비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택점유형태 중 전세와 자가

소유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월세거주자가 짧은 임대기간 등으로 인

해 자가소유자나 전세거주자에 비해 주거지 이동이 자유로우며 이로 인

해 주거지 선택 시 통근시간에 비교적 덜 구애받게 되며 나타나는 결과

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 시간은 현재 통근통학소요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월세

에 거주할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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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응답자들의 이주 희망 지역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112명

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을 함께 파악

한 결과 대다수인 101명(90.2%)이 판교, 동탄, 분당, 남양주시 등 서울근

교 및 경기도권으로 이주하고자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이주희망지역으

로는 강원도권 4명(3.6%), 충청도권 3명(2.7%), 세종시 1명(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주거입지선택의 교

외화 현상은 서울외곽 지역에서 나타날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상용화와 함께 현재까지 서울시

주거이동 특성과 같이 경기도권의 신도시 지역의 성장이 더욱 빠르게 나

타나며 이들 지역이 서울대도시권의 통근통행량을 흡수하게 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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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및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교외지로의 이주성향과 관련

한 몇몇 국내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지만 기존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현

시선호(revealed preference)로서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나타냈다. 국외 연구

사례 가운데서는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방법을 통해 자율

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주거지 이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이주자들의 기술수용성과 사회경제적 특성만을 분석에 사용하므

로 그들의 주거선택특성에 관하여서는 더욱 면밀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방

법을 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이용희망자들의 특성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지이동을 희망하는 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로서 연

구결과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선택의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응답자 중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76%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동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돌발 상황 시 취

약할 수 있으며 해킹 등 보안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별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편적 교통수단 진입의견 및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대 항목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통근통학 소요시간

이 길수록, 남성일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자율주행자동

차 이용에 대해 희망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 중 29%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지를 교

외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주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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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자연환경(44.6%)과 주택가격 및 임대료(18.8%)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거지 이전에 대해 더욱 희망적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보다는 자가용 이용자들 중 더 높은 비율이 교외로 이주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에 대해

희망적일수록, 자가보다는 차가가구(전/월세)일수록, 가구구성원 수가 많

을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교외지로의 이주 여부가 희망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주거지이동의 강도를

살펴볼 시 본 설문의 응답자들 중 이주를 희망한 응답자들(112명)은 자

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

에서 기존 통근통학 시간에 비해 약 28.1분의 통근통학 시간을 추가적으

로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최대통근시간은 현재 통근통학소요시간이 길수록, 그리

고 월세에 거주할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이주를 고

려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권(90.2%)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주거지의 교외화 현상은 서울외곽 지역에서 나타

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이동 중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누리게 될 생산적 시간은 통행시간의 기회비용

을 감소시키고 수도권 거주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교외화 현상은

직주분리 현상과 도심 공동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이러

한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할 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욱 더

적합한 발전방향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수도권 거

주자들의 주거지 및 통근시간의 잠재적 변화는 이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57 -

본 연구의 한계는 분석에 사용된 383명의 표본이 20대 와 50대 응답

자의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낮아 서울시 주민등록현황

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최대 수용가능한 통

근시간에 관한 분석 시 교외지 이주를 희망한 응답자들(112명)의 응답만

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이 추후 연구에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채택된 기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방법은 응답자들이 이후 실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을 때 예산제약 등 변수들로 인해 응답대로 의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에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상용화되

는 시점부터는 자율주행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측을 실시하므로 보다 정확한 수요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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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통행시간 및 
주거입지선택의 변화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통행시간 및 주거입지선택

의 변화에 대해 예측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옳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제시된 문항을 진지하게 생각하신 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관련된 개인의 견해가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
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연구원 : 김 용 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전화 : 010-5852-5240
▌E - m a i l  : ysk9011@snu.ac.kr

2017년 9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록 1. 본 설문의 설문지(예시)

※ 본 설문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죄송하지만 만 20세 미만이거나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시면 설문을 중단해 

주십시오. 

◈ 면접원 기록사항(피설문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됨)
① 면접지점:         (구)         (동)     ② 해당권역:
② 면접일시 : 2017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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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의 목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사람들이 주거선

택에 있어 교외지역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
니다. 이 내용은 설문지의 후반부, 파트 4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문항들은 이를 파악하기에 앞서 피설문자의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1. 기술에 대한 수용성 및 인식(자동차, 미래기술, 인공지능, IoT 등)에 대
한 질문

1-1.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로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비게이션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시는 편입니까?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닌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2.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  
     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알고 있다: 신문, 인터넷으로 들어본 정도   ③ 보  
    통 정도는 알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능 등   ④ 잘 알고 있다: 어떤 전자  
    장비들이 사용되는지  등 

1-3.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자동차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IT기술에 사람의 목숨  
    을 맡길 수 없다.
  ② 책임소재, 보안 등 한계점이 많아 통행수단의 일부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③ 자율주행 기술은 필요한 인프라들만 잘 갖춰진다면 보편적인 통행수단으로  
    이용할만 하다.

 
1-4. 오늘날 기술의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서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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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미래 신기술의 수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냥 현재 수준의 기술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기술개발은 의미가 없다.
  ②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면 충분하다.  
  ③ 보다 고도화된 기술이 개발되고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2. 통행행태 및 주거지 선택에 대한 질문

2-1. 평상시 통근(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주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을 기입하시오.
  <교통수단>
  ⓵ 자가용   ⓶ 지하철/버스   ⓷ 자전거   ⓸ 도보   ⓹  기타  

  <소요시간>
         시간        분

2-2. 현재 귀하의 주택점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⓵ 자가소유   ⓶ 전세   ⓷ 월세   ⓸ 무상(친·인척 등) 

2-3. 혹시 귀하나 귀하 가족 중에 교통사고(차량간 충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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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을 통한 편익

※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설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과 발전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수준

등급 설명

Level 
1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운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기능별로 특화된 운전자 보조를 
수행함

Level 
2

운전보조시스템이 사람의 차량을 보조하며 차량은 정상적인 주
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
롭게 작동함 

Level 
3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을 수행하지만, 운전자는 여전
히 지속적으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을 제어해야 함

Level 
4

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자동차 스스로 
안전 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차량 안에서 휴식, 여가, 및 개인적인 업무도 가능하게 됨. 본 
조사는 Level 4 기술수준의 도입을 가정함

l 자율주행자동차의 가격도 일반차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 

- 2040년에는 ‘추가비용이 약 3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매  
  년 지불의사액 10% 증가, 기술비용 10% 감소시, Bansal and Kockelman,    
  2017). 이렇게 비용이 줄어들면서도 다음 소개되는 편익들을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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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제공하는 편익                       (사진 출처: 구글, 네이버)

l 통행 중 휴식을 취하거나 일할 수 
있게 된다

- 통근시간에 운전을 하지 않고 휴식  
  을 취할 수 있음 

- TV시청, 카드놀이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음

- 신문읽기, 화상회의 등 일도 할 수  
  있게 됨

l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고가 나더
라도 덜 심각할 것이다

- 교통사고의 90%는 졸음운전, 음주  
  운전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Litman, 2016)

-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됨

l 교통체증이 감소한다

- 차량간 통신을 통해 가속과 감속이  
  더 신속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져 통  
  행속도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tiyeh, 2012)

l 차량연비가 절감된다

- 가속과 감속 시간이 줄어들어 연료  
  경제성이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tiyeh, 2012)

l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의 

등장 

- 일반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승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됨 (Burns, 2013)

l 노인·아동·장애우 등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주거지를 교외(신도시, 위성도시 등 포함)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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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통행시간 동안 업무, 여가, 휴식 등을 하면서도 더 저렴한 집값/임대료, 더 넓
은 주택, 그리고 더 좋은 자연환경 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 선택여부, 거주지 이동, 가능한 범위

4-1.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모든 상황에서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스스
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가 도입된다면 이용하겠습니까? (카셰어링 포
함)
  ⓵ 이용한다    ⓶ 이용하지 않는다
 ☞ ①를 선택하셨다면 [질문 4-2]로 이동해주십시오.

 ☞ ⓶를 선택하셨다면 [질문 4-3]로 이동해주십시오.

4-2.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운행 중 다른 일을 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사고가 감소되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③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면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효율적 운행을 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⑤ 노인・아동・장애우 등 운전을 할 수 없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⑥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며 낮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⑦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 [질문 4-4]로 이동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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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킹이 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③ 완벽한 주행이 가능하더라도 자연재해나 돌발 상황 등에 여전히 취약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④ 자율주행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⑤ 기술의 급격한 발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⑥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4-4. 주거선택 문항을 위한 시나리오 제공

  -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후  주거지를 교외(신도시, 위  
   성도시 등 포함)로 이동하면 통행시간 동안 업무, 여가, 휴식 등을 하면서도 더  
   저렴한 집값/임대료, 더 넓은 주택, 그리고 더 좋은 자연환경 등을 누릴 수 있  
   게 됨. 
  귀하께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기를 희망하는가?
  ⓵ 이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⓶ 저렴한 집값/임대료, 넓은 주택, 자연환경 등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 교외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 ①를 선택하셨다면 [질문 5-1]로 이동해주십시오.

☞ ⓶를 선택하셨다면 [질문 4-5]로 이동해주십시오.

4-5. 주거지이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주택가격/임대료   ② 교육환경   ③ 통근(통학)거리   ④ 생활편의시설    
  ⑤ 주차 공간  ⓺ 공원·문화 시설   ⓻ 자연환경(쾌적성) ⓼ 주택규모 ⓽ 기타

4-6.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여가, 업무, 휴식   
     등)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통근(통학)시간에 비해 추가적으로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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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통근(통학) 시간은 몇분 정도입니까? (없다면, 0으로 표시)

            시간        분

4-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여가, 업무, 휴식   
     등)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거지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현실적인 통근  
     (통학)시간의 지점은? 

            시간        분

4-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이동 중 자유로운 활동(여가, 업무, 휴식   
     등)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거지로부터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근(통학)시  
     간의 지점은? 

            시간        분

5.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분석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
다 

5-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5-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5-3. 귀하의 거주지 주소는(실제 사는 곳)? (구/동)         구/      동

5-4. 귀하의 근무지(또는 학교) 주소는? (구/동)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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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5-6. (귀하를 포함하여)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적어주십시오.    

  (1)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명

  (2) 만 7~13세 (초등학생) (                  )명

  (3) 만 14~19세 (중고등학생) (                  )명

  (4) 만 20~64세 (                  )명

  (5) 만 65세 이상 (                  )명

총 가족 수 (귀하 포함) (                  )명

5-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⓵ 회사원(상근)   ⓶ 회사원(비상근), 파트타임  ⓷ 자영업  ⓸ 대학(원)생  ⓹  
    주부·가사  ⓺ 무직   ⑦ 기타

5-8.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학교 재학  ④ 대졸  ⓹ 대학원 재학  ⓺ 대학  
    원 이상

5-9.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 합계를 개략적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⓵ 150만원 미만   ⓶ 150-250만원   ⓷ 250-350만원  ⓸ 350-450만원  
  ⓹ 450-550만원   ⓺ 550-650만원   ⓻ 650-750만원  ⓼ 750만원 이상

※ 소중한 시간 내어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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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Vs) can be considered as

the introduction of a ‘disruptive technology’ which would completely

change the paradigm of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level 4 self-driving

(fully autonomous driving)’ will allow passengers to freely relax without

driving, do work or enjoy leisure during transportation times. This means

that AVs will lead to the decrease in transportation costs and create

benefits during transportation. Commuters who prefer cheaper and more

spacious housing and better natural environment are expected to show a

tendency preferring suburban areas in relation to their residential choice

with this decrease in transportation cost. Suburbanization is linked to

many urban problems such as job-housing mismatch and inner city

decline. Therefore, the factors related to suburbanization need to be

predicted in order to deriv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olicie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 introduction of AVs will

lead to the decrease in transportation costs and this will trigger a

tendency of suburban migration among citizens of Seoul”. In order to

verify this, this study surveys 383 respondents who live in Seoul, Korea.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are willing to utilize AVs

are investigat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ho are

willing to move to suburban areas with the introduction of AVs are also

investigated. Third, the potential change in transportation time and

preferred commute time limit with AVs is predi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measures for urban planning should be

designed to prepare for the changes that will result from the future

introduction of AVs to the city.

◆ Key words : Autonomous Vehicles(AVs), Transportation Cost,



Suburban Migration, Commute Time Limit

◆ Student Number : 2016-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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