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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공공투자사업은 사회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자원의 효율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농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해 운

되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경우,기존의 콜택시와 서비스는

동일하면서 렴하게 이용하게 만들었기에 사회 편익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서 최 의 공 을 모색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정부 입

장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 비용추산은 어렵지 않지만 편익을 추

산하기 힘들어,운 을 주 하거나 비용만을 안 상태에서 운 하

고 있다.결과 으로 서비스가 마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

되지 않거나,한정된 재원 하에서의 한 지역에서 운 되는 확

인 할 수 없다.때문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운 여부와 최 의

운 을 해서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아보는 것이

요하다.여기서 문제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보조 이 들어간

상태에서 한 편익을 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

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을 이용, 라북도 진안군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

스를 상으로 편익(지불의사액)을 추정하 다.

주요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지불의사액,농 교통,수요 응형

교통수단

학 번 :2013-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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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과 목

본 연구는 최근 농 지역에서 운행이 확 되고 있는 수요 응형 교통

수단의 경제 인 가치(편익)를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공공투자사업은

사회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자원의 효율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투자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재화나 서비스 에는 편익을 계산

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이런 재화와 서비스에 해서 정부는 투자를 주

하거나,편익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투자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결과 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마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 되

지 않거나, 하지 못한 공 으로 한정된 재원 하에서의 자원의 효율

인 이용에 실패한다.

이러한 문제는 농 지역 이동권을 확보하기 해 운 되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도 동일하게 용된다.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 의

교통 수요는 어지고 지방정부는 막 한 버스보조 을 감당할 수 없

기에(박상우 외,2008a; 상민 외,2012),버스지원 신 기존의 택시를

활용한 수요 응형 교통수단운 이 확 되고 있다(송기욱,2009;장태연

외,2011).하지만 수요 응형 교통수단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공공투자사

업으로서 지방정부의 보조 이 지 되는데,지방정부는 이에 따른 편익

을 쉽게 알 수 없기에 사업을 주 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결국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

되지 못하거나,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곳이 정말 필요한 지역인지

논리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해 지 까지 학계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운용방식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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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에 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

연구는 그다지 없는 상황이다(김원철 외,2015).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운 범 가 국 으로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쉬운 목이

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최 공 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알고 이용자들

집단 간 편익을 비교함으로서 가능하다.즉 이용자들의 진실한 편익을

알 수 있다면 이를 토 로 공 여부와 산 제약 하에서 가장 한

우선 필요지역을 악할 수 있다.그러나 수요 응형 교통수단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편익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도출하기 해서는 특별히 고안

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이와 련된 표 인 방법으로 비시장재 가

치측정법이 있다.비시장재 가치측정법은 수요 응형 교통수단 같은 비

시장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지불의사액이라는 척도를 토 로

해당 재화에 한 편익을 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시장재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수요 응

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을 알아본다.그 후 이용자들을 조사한 마을 특

성별로 분류,지불의사액을 비교하여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우선 필요

지역을 도출한다. 한 이용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분석모형에 용하

여 어떤 집단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더 큰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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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범

1)내용 범

본 논문에서는 농 의 교통을 다루고자 한다.최근 농 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버스에 한 지원 신 택시를 지원하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운 이 차 증가하고 있다.수요 응형 교통수단운

은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비용 상당수가 보조 으로 지 하는 공

공사업으로서,사회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한 운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의 비용에 한 연구는 활

발하지만,아직 편익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아 으로써 한 운 지역과

혜택 집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2)시간 공간 범

본 논문의 시간 범 는 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을 기 으로 한다.

공간 범 는 라북도 진안군이다.

라북도는 한민국 서남쪽에 있는 역자치단체이다. 라북도는 해

방 이후 인구가 어든 유일한 역자치단체1)로서,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곳이다.이는 부분의 지방 역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보편

인 문제이기도 하다. 라북도는 역자치단체 낙후도가 국 2

인 것으로 나타나며 낙후도 1 인 라남도가 지리 으로 수많은 섬이

있다는 을 고려한다면, 라북도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라북도에서도 진안군은 산지라는 특성과 용담 건설로 인한 수

1)2010년 인구총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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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로 인해 가장 심각한 인구유출을 경험한 지역이다.진안군은 해방 후

(1949)74,724명 인구가 2010년 기 20,446명2)으로 어들며 64%라는

극심한 인구유출률을 보여주고 있다.진안군의 유출률은 라북도 내 인

구유출률 1 인 임실군 65%와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진안군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포함한 지역균형사업들이 진행될 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북도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구유출이 일어나

며 차후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운 될 가능성이 높은 ‘진안군’을 연구

상지로 선정하 다.

2)인구총조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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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 방법

1)문헌연구와 지조사

문헌자료를 통해 농 교통의 황을 악한다.농 의 교통 정책

에 한 선행연구를 알아보며,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등장한 배경을 이

해한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시행하는 지역과 연구 상지인 진안군을 조사

한다.시행 인 지방자치단체의 보도 자료와 업무추진계획 등 련 정

책 자료를 참고한다. 한 시행지역을 방문하여 재 상황과 운용방식,

운 하게 된 계기를 공무원,직무종사자에게 알아본다.이로써 수요 응

형 교통수단정책이 어떤 지역에서 필요하고 시행하는지 이해한다. 한,

운 인 서비스유형과 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운 되는지 비교하

며,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황과 시사 을 조사한다.

2)비시장재 가치측정법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서비스의 질은 기존의 택시와 유사하다.하지

만 택시와의 차이 은 농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기존 택

시보다 렴한 이용료를 내고 나머지 차액은 지방정부에서 보조 을 지

한다는 이다.때문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경

제 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실시할 때,성공 인 운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편익에 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에 비시장재 가치측

정법을 통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아보고자 한다.마을별,집

단별 편익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우선 필요지역과 혜택집단을 알아보고

자 한다.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측정법의 다양한 방법

가장 한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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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방법 정립

연구의 배경과 목

연구의 범 와 방법

↓

이론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이해

교통수단,서비스 편익에 한 이해

수요 응형 교통수단과 교통서비스 편익에 한 선행연구

↓

연구 상 분석

기존 운 사례 조사와 인터뷰

기존 운 사례 비교와 시사 도출

진안군의 사회경제 황과 교통 황 조사

↓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 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 설계

마을 선정과 설문조사 실시

↓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의 지불의사액 악

기술통계

마을 특성별 지불의사액 비교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사회경제 변수 악

↓

결론

연구결과 요약

연구의 한계 과 향후 발 방향 모색

<표 1-1>연구 수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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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과 선행연구

제 1 수요 응형 교통수단 개념

DRT(DemandResponsiveTransportation)는 국내에서 수요감응형 교

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그리고 수요 응형 교통수단형 교통수단으

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Responsive의 뜻으로 ‘응’

이 가장 하다고 생각하여,수요 응형 교통수단으로 칭하고자 한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정의는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가 없이 이용객의

사 약에 의해 운행되는 맞춤형 교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상민

외,2012).법 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과 「농어업․농어 식품사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라 농어

을 기 는 종 으로 하고,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요청에

따라 탄력 으로 운행하는 사업이다(김원철 외,2015).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유형은 크게 노선운행 방법,노선형태,기종

에 따라 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박상우 외,2008b; 상민 외,

2012).

노선운행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형 :정해진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에 운행

-경로이탈형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행구역 내에 정해진 경로를 운행

하면서 약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 경로를 이탈하여 약자를 수송

- 다이나믹형 :기‧종 운행시간만 정해져있으며,고정된 경로 없이

약에 의해 당일의 운행경로를 운행

-다이나믹형 :정해진 운행시간표,고정경로,기‧종 이 없이 약에

의해 당일의 운행시간과 경로,기‧종 을 정하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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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방식 고정형 경로이탈형 다이나믹형 다이나믹형

운행시간표 유 유 유(기종 만) 무

고정경로 유 유(경로이탈) 무 무

기종 유 유 유 무

개념도

표 2-1노선운행방법에 따른 분류

주 :□ 기․종 ,● 정류소,○ 정류소(수요 응),― 노선 ( 상민 외 2012인용)

노선형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탄력 정류장 정차 방법 :기존 노선상의 정류장을 모두 정차하지 않

고 운 자 단과 승객 수요와 요구에 따라 정차하는 기법.승객수요가

상 으로 은 시간 인 밤 시간 는 주말 시간 에 운 되며 운

시간 단축과 연료소모 감소에 효과 임.

-탄력 노선 운 방법 1:기본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노선으로부터 정

해진 거리 내에서 일정한 승객이 발생할 경우 수요지 을 들렸다가 기

본노선으로 회귀하는 기법.

-탄력 노선 운 방법 2:노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내의 승객을 해

노선 밖의 수요지 과 승객이 기하고 있는 노선상의 정해진 지 을

연결하여 노선을 변형하여 운행하는 기법

-지선 서비스 방법 :기존 버스노선의 주요정류장을 심으로 일정거리

에 주거하는 이용객을 버스정류장까지 연결까지 운행하는 기법.일반

으로 택시업계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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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형태 사례

One-To-On 병원 셔틀버스

Many-To-One

통근통학 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배달서비스

Many-To-Many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콜택시

표 2-3기종 형태에 따른 분류

탄력 노선운 1 탄력 노선운 2 지선노선 서비스

표 2-2노선형태에 따른 분류

(박상우 외,2008b인용)

마지막으로 기종 형태에 따른 분류는 3가지이다.

-One-To-On:기‧종 이 있음.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이동.

-Many-To-One:한 지 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지 으로 이동하거

나 서로 다른 지 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일정지 으로 이동.

-Many-To-Many: 각기 서로 다른 지 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지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

(박상우 외,2008b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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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다양한 형태로 운 할 수 있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일반 버

스의 운행비용을 감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수요자가 원하는 곳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버스보다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박상우

외 ,2008b).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과 인구희박지역의 주민들을 상으로 오

래 부터 다양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하여 왔다.우리나라에서

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특수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 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인구 도가 은 농 에서 버스운 신 기존의 택시를

활용하여 상 으로 은 운 비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

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기욱,2009;장태연 외,2011).농

에서는 앞서 언 한 노선운행방법,노선형태,그리고 기종 형태에 따

라 가장 합한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다.이런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기존 택시와 다른 은 주민들에게 렴하게 이용하게 하기 하여,택

시요 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보조하는 에서 시장재가 아닌 비

시장재라고 할 수 있다.

개념 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특수교통수단,셔틀버스 등 다양한

개념을 포 하는 개념이지만,본 논문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농

지역에서 기존의 택시를 이용,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

만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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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교통시설,수단의 편익측정

교통수단,수단의 편익(경제 가치)은 공공재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모

든 가치의 총합이다(김 ,2012).여기서 경제 가치는 개념 으로 사

용가치(Use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Value)로 구분된다.사용가치

는 교통시설,수단을 직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와 간 인 효과

를 포함한다.교통수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행시간,단축,

주행비용감소,쾌 성,안 성 등이 직 사용가치의 이다.교통수단,시

설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간 사용가치가 될

것이다.

비사용가치는 교통시설,수단을 직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가

치를 말한다.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 리가치,이타가치,유산가치,존

재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2008).선택가치는 재 상황

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장래 특성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리가치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지만 가족,친지,동료가 이용

할 것에 한 가치이며,이타가치는 본인의 지인이 아니더라도 사회

약자나 사회 체에 한 고려에 부여하는 가치이다.이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한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성 제공이 그

이다.유산가치는 후속 세 의 사회,경제 발 에 이바지하는 것에

한 가치이며 마지막으로 존재가치는 상 자체의 가치이다.

표 인 교통시설인 도로와 철도의 경우,한국개발연구원 비타당성

표 지침에 따라 가치들의 분류와 계량화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하

지만 표 지침에서 사용가치 상당 부분은 물론 부분의 비사용가치가

계량화 할 수 없어 반 되지 않는다.

표 지침에 상당수의 가치가 계량화되고 명시 될 수 있는 도로와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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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사용가치

직 편익

운행비용 감

통행시간 감

교통사고 감소

쾌 성,정시성,안

성 향상 등*

통행시간 감

차량운행비용 감

환수요에 따른 통행시간 감

교통사고감소

쾌 성,정시성,안 성 향상*

간 편익

환경비용 감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 *

지역 산업구조 개편*

환경비용 감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 *

지역 산업구조 개편

고속도로유지비 감*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비용 감

비사용가치 모든 비사용가치* 모든 비사용가치*

표 2-4도로,철도부분 사업의 편익항목

주 :*는 편익 산정 시 계량화하여 반 되지 못한 항목임.(한국개발연구원,2008참조)

와 달리,교통수단은 그 종류가 다양한 것은 물론 편익은 훨씬 다양하여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경우,이용자가 직간 으로 사용하는 가치 물론,다양한 비사

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상되어,모든 가치를 측정 할 수 있는 측정법이

필요하다.

이런 측정법은 다수의 교통시설과 수단이 비시장재라는 것을 이용,

비시장재의 측정법을 통해 측정 할 수 있다.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기

존의 택시와 유사하지만,농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해 정부의 보조

이 들어가는 비시장재라고 할 수 있다.때문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

한 비시장재의 측정법을 통해 경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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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행연구의 고찰

1)수요 응형 교통수단(DRT)에 한 선행연구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농 교통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2000년 본격 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농 에서 가장

큰 교통문제는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다(김정연,1996).이에 해결방법으로 버스 신 생활권

과 승차 도를 기 으로 비 행 인 공공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정연,2001;주재홍,2008;오상진,2012).

이런 비 행 인 공공교통수단으로 박상우 외(2008a)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으로 지칭하 고,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의 체서비스로 필요

하다고 주장하 다.이에 농어 버스의 문제 에 한 해결방안으로 수

요 응형 교통수단 등장,시스템의 용어와 특징,운행방법이 연구되었다

(박상우 외,2008b;송기욱,2009; 상민 외,2012).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한 운행지역으로,마을회 기 가장 가

까운 버스정류장이 1km이상이거나 하루 버스가 3 (편도기 )이하로 다

니는 마을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모창완 외,

2013).

한 각 역자치단체를 심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운 이 합한

지역과 운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장태연 외(2011)는

라북도 남원시 5개 면 600명 주민을 설문조사하여 합한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를 알아보았다.그 결과 화로 남원시 주민들은 하루

약하는 것이 가장 선호하 다. 한 버스 신 수요 응형 교통수

단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로 운 한다면 남원시는 첫해(시스템 구

축,운 비용)7,000만원을 그리고 매 해 1억 5,000만원의 보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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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김원철 외(2015)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한 요 에 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개방형 설문조사를 라북도 부여군 외산면 주민들에

게 실시하 다.이 연구에서 평균지불의사액이 1회 운행 시 1,638원이라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윤동 (2015)은 충청남도 교통담당 공무원 55명을 상으로 수요 응

형 교통수단 도입 시 해요인을 AHP설문조사로 실시하 다.그 결과,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에 따른 지원근거와 높은 보조 이 가장 높은

도입 해 요인으로 꼽혔다.

2)교통수단,수단의 편익측정에 한 선행연구

앞서 언 한 것처럼 철도와 도로와 같은 표 인 교통시설의 편익은

한국개발연구원 표 지침에 의하여 차량운행비용 감편익,통행시간

감편익,교통사고 감소편익,환경비용 감편익 등 명문화 되어 있다(한

국개발연구원,2008).하지만 표 지침에 의해서도 계량화하지 못하는 가

치들이 존재하며,이런 가치들을 계량화하고자 비시장재 측정법을 통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있다.

이런 비시장재 측정법에서 교통시설,서비스의 측정에 유용한 표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있다.조건부가치측정법은 해당 시

설과 서비스의 총 가치만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교통시설,서비스에 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 표 인 로 교통서비스인 교통정보제공(VMS)이 있다.이의은

외(2004)에서 고속도로이용자 374명을 상으로 서비스의 가치평가 결

과,월간 평균 지불의사액으로 1,365원으로 나타났다. 한 빈미 외

(2005)는 버스도착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기 하여 교통정보의 가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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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평가하 다.이를 해 이 양분형 설문조사를

용하 으며,1분 동안의 기시간에 한 불안감 해소가 132.5원/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교통 분야에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실 인 서비스의 편익을 알아보

거나,가상의 교통수단 서비스에 한 편익을 알기 한 연구도 활발하

다.고태호 외(2010)는 무임승차와 도덕 해이를 공공재 공 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보았다.이에 해당요인을 제거하여 산제약 하에 정

한 장애인 콜택시 요 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

다.제주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시각,청각,지제장애인)196명을 상으

로 실시한 결과 이용요 별 이용률을 도출하 다.그 결과 통상 으로

장애인콜택시요 이 일반택시요 보다 40%수 인 것은 과도한 수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요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 이병주 외(2011)는 로드킬을 이기 한 국내에 도입 정인 로

드가드시스템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평소 운 을 하는 도로이용자

138명에게 조사결과,매월 세 으로 5,018원의 평균지불의사액이 나타났

다.

유정훈 외(2013)에서는 국내에 아직 운행하지 않는 PRT(Personal

RapidTransit)에 해 320명 송도신도시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알아보

는 연구도 있었다.그 결과 1회 이용 시 평균지불의사액은 2,213원이었

다.

3)선행연구와의 계와 본연구의 차별성

상민 외(2012),송기욱(2009)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수요 응형 교통수

단에 한 개 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오상진(2012)은 어느 정도의

교통수요가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합한지 알아보았다.이에 모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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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3)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합한 운 지역,서비스의 수요량,

운 방식을 고민하 다.

이처럼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해서 공 자 인 측면에서 비용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실제 수요교통서비스의 수요자 측면의 편익연

구는 그다지 존재 하지 않는다.장태연 외(2011)에서 버스운 을 수요

응형 교통수단으로 운 을 환 시,보조 을 일 수 있다고 하 지만,

환 후 지역주민들의 편익은 버스운 시 보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한 김원철 외(2015)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1,638원이라는 지불의사액(편

익)이 나왔지만,일반 으로 조건부가치측정이 이 양분형으로 이루어진

다는 을 고려(Kannien,1993)하면 한 액인지 의심할 여지가 있

다. 한 해당연구는 특정 지역(면)만을 상으로 했기에,기 자치단체

행정구역내 어떤 마을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우선 필요지역인지 알아

보지 않았다.

이 게 수요 응형 교통수단운 같은 공공투자사업이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야하지만,편익에 한 연구는 무하여 지방정부에서 운

방식과 보조 정도를 알 수 없어 운 을 주 하고 있다(윤동 ,2015).

이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기 해 조건부가치평각법은 유

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도로와 철도 같이 교통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

한 교통서비스의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알 수 있다(이의은,

2004;반의 ,2005).조건부가치평측정법은 이병주외 (2011)처럼 교통시

설,서비스에 한 추가 인 세 납입정도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고태호외 (2010),이태호외 (2013)처럼 시설과 서비스에 한 1회 이용액

한 알아 볼 수 있다.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기존 콜택시와 유사하게

1회당 이용액을 내는 을 염두에 두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해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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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차별성은 김원철 외(2015)를 보완하여,기 자치단체

행정구역 체를 상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마을별,집단

별로 알아보는 것이다.이때 집단을 나 는 사회경제 변수는 기존 교

통수단,서비스연구의 변수를 참고하여 나 고자 한다.이로서 제한된 보

조 하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어떤 마을이 우선 으로 필요하며,

어떤 집단이 혜택을 보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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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수요 응형 교통수단 사례와 상지

분석

제 1 국내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사례

우리나라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충남 아산시와 서천군을 시작으

로 차 국 으로 운행이 확 되고 있다.

아산시와 서천군의 성공 인 교통수단운 을 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해 ‘농 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2014년부

터 시작하 다.13개 시군에 총 10억 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기존의

버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택시를 수요 응형 교통수단으로 지원하

다.2014년 7개 시군이 수요 응형 교통수단 형태로 지원을 받아 운행

이며,2015년부터는 4개 군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정이다.

‘농 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외에도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으며,당선 후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의 ‘행복택

시’, 라남도 이낙연 지사의 ‘100원 택시’,그리고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따복택시’가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도 충청남도 서산시․ 산군,경상북도 상주시․성주군․ 천

군,경상남도 사천시․하동군에서도 기 자치단체가 자체 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이거나 운 을 계획하고 있다.

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낙후도가 심한 국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 다.해당 지역은 공모를 통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지원받을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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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시군명칭 시군수

강원도 양양군,태백시 2

충청북도 단양군, 동군 2

충청남도 청양군,태안군 2

라북도 임실군,장수군,진안군 3

라남도 고흥군,곡성군,신안군,완도군,함평군 5

경상북도 군 군, 양군,의성군, 화군,청송군 5

경상남도 산청군,의령군,합천군 3

총 22개

표 3-1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이번 에서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하는 표 사례로 아산시

마 택시,서천군 희망택시,강원도 5개 시ㆍ군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알아보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아산시의 마 택시3)

충남 아산시에서는 기존의 노선버스가 1일 3회 이하로 운행하는

교통 소외지역에 등교형‧순환형‧오지형 ‘마 버스’를 운행 이다. 한,

‘마 버스’마 도 투입할 수 없는 벽․오지지역을 상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인 ‘마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마 택시는 콜센터를 통해 마을

과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를 연결하고 있다.

아산시는 ‘마 택시’를 운행하기 해 최근 정류장이 1km이상 떨어

진 오지마을 신청을 받아 15개 마을을 선정하 다.15개 마을에 ‘마

택시’는 택시를 활용하여 최근 정류장 는 운행 거리 3.0km 이내 지

3)아산시 홈페이지(www.asan.go.kr)의 보도자료,아산시 공무원간의 인터뷰,

윤동 (2015)을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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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 택시’운행시간은 평일,주말,휴일과

상 없이 7시부터 21시까지이며,출발 30분 까지 콜센터에 약하면

이용 할 수 있다.

‘마 택시’의 요 은 마을에서 최근거리 시내버스 정류소까지는 택시 1

당 100원이며 기타 운행 거리 3㎞ 이내 지역은 1 당 1,200원의 이용

요 이 부과된다.3km 이외의 지역은 기존 택시요 에서 1,200원이 차감

된 액이 이용요 이다.기존콜택시 요 과 실제 주민들의 부담한 요

차액은 아산시에서 2014년 기 연간 1억 1592만원이 택시기사들에게 보

조되었다.

‘마 택시’사업 기 마을별 운행가능 횟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마

을에서 특정 주민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때문에 최근에

는 마을별로 일일 운행가능 횟수를 제한하여 문제 을 보완하고 있다.

2)서천군의 희망택시4)

충남 서천군에서 ‘희망택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서천군의 농어 버

스업체에 연간 약 21억 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마을주민

들이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이었다.서천군은 버스

미운행 마을이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인 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으로 수

요 응형 교통수단인 ‘희망택시’를 도입하게 되었다.‘희망택시’를 도입․

운 하기 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주민 1,900여 명을

상으로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개인별 이동 경로 조사와 마을별 이동 패

턴표를 작성하 다.이에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개 면,3개 마

을에 시범 운행을 시작,2013년 6월부터 최근 정류장이 1.5km이상 떨

4)서천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의 보도자료,서천군 공무원간의 인터

뷰,그리고 윤동 (2015)을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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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23개 마을에 본격 으로 운행하 다.2015년 재는 최근 정류장

이 1km이상 떨어진 마을도 추가하여 모두 32개 마을에서 ‘희망택시’가

운행 이다.

희망택시는 콜택시로 부르는 아산시와 달리 장날 주의 평일로,주

2～4일(월 10회～16회)운행된다.운행시간은 서천군과 해당마을 주민들

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운행시간표에 따라 1일 왕복 2-4회(인원이 많은

경우 추가 운행)마을회 부터 읍·면 소재지 통시장 등의 구간이다.

희망택시의 요 은 면 지역 운행 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

승할 경우,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마을회 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택

시 1 당 100원이다.그리고 마을회 에서 읍 소재지까지는 탑승자 1인

당 농어 버스 요 인 1,300원을 부담하며 미터요 의 차액은 군에서 지

원하는 형태이다.2015년 기 ,서천군이 희망택시로 지원한 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이다.

3)강원도의 희망택시 시범사업5)

강원도에서는 교통 근성이 부족한 오지마을을 해서 역자치

단체로서는 국 최 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강원도는 2014년 7월부터 춘천시, 월군,평창군,양구군,횡성군 등 5

개 시ㆍ군,15개 오지마을(시,읍내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마을 에서

선정)에서 희망택시사업을 시범 으로 운 하 다.시범 운 후,2015년

부터는 13개 시ㆍ군에 50개 마을로 확 해서 운행하고 있다.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이 도비가 1억 2500만 원,시ㆍ군이 총 1억 2500

5)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의 보도자료와 강원도 공무원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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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소요되었다.

희망택시는 마을회 에서 가장 가까운 읍ㆍ면 소재지까지 비정기 으

로 운행한다.주민들은 1,200원을 지불하고 손실액은 강원도와 해당 시ㆍ

군이 50%씩 보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희망택시에 한 오남용이 시범사업부터 지 되었다.운 결과,

특정마을에서 소수 주민이 집 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으면서 산 부족 사태를 방하고자,1

인당 운행횟수 제한과 합승유도책을 마련하 다.1인당 이용권을 배부하

여,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합승 유도하 다.택시기사에게는 손실 을 해

당 시군에 청구 시 운행일지와 손실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4)시사

세 사례 모두 기존에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오지마

을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도입하 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보조

보다 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었다.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해 비용측면만 고려,편익에 해서는 알

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운 하고 있다.때문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필

요여부는 물론 한정된 재원 하에서 가장 한 지역에서 운 하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 유형에 따라 세 사례를 분석하자면,세 사례 모

두 노선형태는 버스의 지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때문에 세 사례의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요 은 버스의 보완재로서 버스요 과 같거나 더

렴해야하다는 에서 정해졌다.

노선운행방식은 서천군은 고정형,아산시와 강원도는 다이나믹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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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서천군 강원도 13개 시,군(시범)

랜드명 마 택시(2012) 희망택시(2013) 희망택시(2014)

실행지역

오지마을 15곳

(마을회 에서 최근

정류장까지 1km이상 떨

어진 마을에서 선정)

오지마을 50곳

(마을회 에서 최근 정류

장까지 1km이상)

오지마을 50곳

(13개 시군의 시,읍내

20km이상 떨어진 마을에

서 선정

요 체계

최근

정류장
100원 면소재지 100원

최근 읍,면,시내 1200

원
3km이내 1200원

군청소재지
1인당

1300원3km이상
정 상요

-1200원

보조
1억 1500만원

(기 지자체 100%)

1억 2000만원

(기 지자체 100%)

2억 5000만원

( 역지자체 50%,

기 지자체 50%)

서비스

신청

기존 콜택시와 동일

(마을별 횟수 제한)

장날에 마을에 주 3-4회

주민과 의 거쳐 정해진

시간에 운행

기존 콜택시와 동일

(1인별 횟수 제한)

표 3-2수요 응형 교통수단 사례별 표

차이가 있다.고정형인 서천군은 운행시간이 정해져있어 수단의 과도한

공 을 막을 수 있는 장 이 있다.하지만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때에는

부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그에 비해 다이나믹형인 아산시와 강원도

의 경우,주민들의 원하시는 시간에 택시를 불러 운 할 수 있어,서비스

의 편익은 서천군 보다 크다는 장 이 있다.하지만 수단의 과 소비 될

수 있으며 이는 최 의 교통수단 운 을 답보하기 힘들게 만든다.때문

에 아산시와 강원도에서는 제한된 보조 하에서 하게 교통수단을 공

하기 해서 마을별 운행횟수 는 1인당 이용가능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그 지만 이런 제한도 불필요한 행정력을 요구하며 수요 응형 교

통수단의 목 인 오지마을의 이동권을 다시 침해 시킬 수 있다.

때문에 한정된 보조 하에서 최소한의 행정력을 이용,가장 한 수

요 응형 교통수단 운 을 해서는 마을별,집단별 해당수단의 편익(지

불의사액)을 알아보아야 한다.이로서 한 서비스지역과 혜택집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 의 서비스설계를 가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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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진안군 행정구역 (두산백과 doopedia.co.kr인용)

제 2 진안군 황

1)진안군 사회경제 황

진안군은 라북도 북동쪽에 있는 군이다.면 은 789.09㎢로서 도내에

서 두 번째이며 노령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있어 임야가 79.9%를 차지하

고 있으며,경지는 13%이다.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 시ㆍ군으로는 북쪽에 충남 산군이,서쪽엔 완주군이,남서쪽엔

임실군이,동북쪽엔 무주군이 동남쪽엔 장수군이 있으며 무주,장수,진

안군을 통틀어 무진장지역으로 부르기도 한다.진안군은 라북도에서도

낙후도가 높아,최근 국토교통부의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포함한 지역균형 사업을 지원받을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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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안 면 10,827 성 수 면 1,919 동 향 면 1,589 정 천 면 1,144

용 담 면 872 마 령 면 2,076 상 면 926 주 천 면 1,638

안 천 면 1,134 부 귀 면 2,808 백 운 면 2,073
진안군
체

27,006

표 3-3진안군 읍면별 인구 (단 :명)

그림 3-2진안군 인구추세(인구총조사 기 ,1949년～2010년)

진안군의 인구는 1966년 102,515명을 정 을 은 뒤 재 인구총조사

기 20,446(2010)명,주민등록기 26,474명(2014)으로 지속해서 감소

이다.1949년의 진안군 인구와 2010년 진안군 인구를 비교하면 64%의

인구유출이 있었다.

진안군내 읍면별 인구(2013년 진안군 통계)를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진안읍(10,827)명이며 가장 은 지역은 용담면(872명)이다.다른

지역의 인구는 아래 표 3-3과 같다.진안군의 연령별 인구는 50 가

4,53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90 가 229명으로 제일 었다.진안군의 65

세 이상 인구는 7,851명으로 고령화율이 29.42%로서 고령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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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연령 별 진안군 인구 (단 :명)

그림 3-4연도별 진안군 자가용 등록 수 (단 : )

진 안 면 42.21% 성 수 면 40.85% 동 향 면 35.18% 정 천 면 43.88%

용 담 면 39.56% 마 령 면 42.63% 상 면 46.65% 주 천 면 36.26%

안 천 면 39.24% 부 귀 면 46.05% 백 운 면 41.92% 진안군
체

41.76%

표 3-3진안군 읍면별 인구 (단 :명)

진안군의 자가용 등록 수는 2013년 11,278 이며 2006년 이후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2009년 이후 11,000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다.진안

군 체 자가용보유율은 41.76%이며 부귀면이 46.05%로 가장 높고 동향

면이 35.18%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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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안군 교통 황6)

진안군의 ( ) 교통은 농어 버스와 택시,장애인 복지 셔틀버스,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통학택시가 있다.

진안군 내 유일한 공용버스정류장은 진안읍에 있는 진안시외버스공용

정류장이며,각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정차한다.그 외에 진안군을

각 마을 연결하는 농어 버스는 무진장여객에서 운행하는데,이 회사는

진안군뿐만 아니라 무주군,장수군의 유일한 농어 버스 운 회사이기도

하다( 상민 외,2012).

1990년 본격 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무진장여객은 1991년 북

고속에서 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완행버스부분을 무진장여객으로 분

리,지 까지 운 되고 있다( 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10).

무진장여객은 차량 형버스(16～35인승)40 (2014년 기 )로 이루

어져 있으며 요 은 1,300원(카드 1250원)으로 거리비례요 제에서 2014

년 10월 거리균일요 제로 환 되었다.

무진장여객은 오지 마을들의 정차요구로 차 총 운행 거리 지속해서

증가하 다.하지만 오지마을의 운행은 추가 수익은 거의 나지 않으며,

운 사의 수입은 고정이면서 운 시간은 차 증가하는 상을 래하

다.이에 2013년 11월 무진장여객 노조는 운행 거리를 기존에 1일 총 운

행 거리 15,300km에서 13,100km으로 이거나,차량 3 추가운 을 요

구하 다.무주군,장수군,진안군과 무진장여객 그리고 노조에서는

900km의 운행 거리를 이는 방향으로 노사분쟁이 타결되었다.이에 수

익이 나지 않는 오지마을의 버스운행 횟수가 차 어들게 되었다.

2014년 무진장여객 진안군 지역운행에 따른 정부 보조 액은 16억

6)진안군 공무원과 무진장여객 계자의 인터뷰,그리고 련 보도자료를 심

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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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만원이며(유성엽 국회의원실,2014),이 오지운행노선에 따른 손실

보 액은 4억 4,600만원이다.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진장여객

은 라북도 여객회사 유일하게 법정 리를 받는 회사로서,운행환경

과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진안군 택시는 50 운 (2014년 기 )이며 내 기본요 2km

3,500원 거리요 150m당 160원이다.하지만 읍내 기 마을별로 암묵

인 요 이 있으며 통상 으로 미터기 요 의 두 배인 경우가 많다.이는

택시수요가 없는 진안군에서 편도로 승객을 태운 뒤 순항 승객

을 태울 가능성이 없어 기존의 승객에게 왕복의 요 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진안군의 택시요 은 진안읍내에서 읍내로 가는 요 최소

3,000원부터 시작하여 진안읍에서 가장 먼 주천면 어자마을,강 마을까

지 30,000원까지 형성되어 있다.

에는 면마다 기하는 택시가 한 씩 있었지만,최근 면에서의

택시수요가 거의 없어지면서, 부분 택시가 진안읍에서 기하며 업

을 하거나,일부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부업으로 택시를 운 하는 기

사도 있다.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 에서는 복지 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 셔틀

버스를 형버스(25인승)1 와 승합차 3 운 하고 있다.셔틀버스는

진안군 면과 주요마을을 하루에 두 번씩 돌며 복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7)

진안군 특수교통수단으로 북신체장애인 회 진안지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2 운 하고 있다.이 택시는 일반택시 기본요 보다 렴한

1,700원에 시작하며 1,2 등록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한 교통수단이다.8)

7)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 홈페이지(www.jinanrc.or.kr)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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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서는 학생들을 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2015년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다. 내 오지에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을

한 '통학택시'를 1회당 1000원에 운행하고 있다.통학택시 운행의 주

요 이용 상은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군내 버스 운행이 1일

10회 미만이거나,집이 버스승차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3)시사

앞서 언 한 것처럼 진안군은 1966년 102,515명을 정 으로 2010년

20,464명으로 감소(인구총조사 기 )하 다. 한 진안군은 고령화율

(2013년 기 )이 29.42%로서 고령화지역이다.하지만 자가용보유율은

2006년 이후 차 증가하여 41.76%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 고령화,그리고 자가용보유율 증가는 진안군농어 버

스를 운 하는 무진장여객 사업환경에 악 향을 끼쳤다.때문에 무진장

여객은 자인 오지마을 노선을 이려고 하고 있으며,이는 오지마을주

민의 이동권을 하고 있다.

진안군은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해서 복지 셔틀버스와 장애

인콜택시 그리고 통학택시를 운 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수단들은 특수

한 집단의 이용만이 가능한 것으로 오지마을주민을 한 포 인 책

은 없다.이에 진안군은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수요 응형 교

통수단운 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때문에 차후 지원받는

한도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가장 한 운 지역에 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8)진안군 고시 2013-59호,“진안군 특별교통수단 요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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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형태 시장형태 측정법
화폐가치

추정형태

시선호 근법 간 시장

여행비용법(TCM)

간헤도닉가격법(HPM)

회피행 법(ABM)

잠재선호 근법 가상시장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직

선택실험법(CE) 간

표 4-1비시장재의 가치측정 분류

제 4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계

제 1 조건부가치측정법 용여부 검토

1)비시장재의 경제 가치측정법

(김태윤 외,2004인용)

비시장재화, 서비스를 추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잠재선호 근법(SP,

StatedPreference)과 시선호 근법(RP,RevealedPreference)이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비시장재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은 시선

호 근법(RP,Revealed Preference)인 여행비용법(TCM,TravelCost

Method), 헤도닉가격법(HPM, Hedonic Price Method), 회피행 법

(ABM,Averting BehaviorApproach)과 잠재선호 근법(SP,Stateded

Preference)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ContingentValuation Method),

선택실험범(CE,ChoiceExperiments)등이 있다.따라서 편익을 추정하기

에 앞서서 어떤 방법이 해당 사업에 한지 검토해야 한다(김태윤 외,

2004).

시선호 근법(RP)은 피설문자의 실제자료를 기 로 하지만,특정화



-31-

폐로 가치가 직 으로 언 되지 않으며 간 으로 가치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가상의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으로서,평

가 상이 특정목 지방문을 상으로 하는 여행비용법(TCM)은 합하

지 않다. 한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헤도닉가격법(HPM)은

재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의 편익을 알 수 없다.마지막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지역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에,어메니티의 악

화에 한 방법론인 회피행 법(ABM)은 하지 않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서비스에 해 비사용가치도 추정이 가

능한 잠재선호 근법(SP)이 하다.잠재선호 근법에 선택실험법(CE)

의 경우,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핵심 인 속성으로 분리하여 지

불의사액을 물을 수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하지만 여러 편익들

을 쉽게 분리될 수 없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 특성상 선택실험법

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단일 서비스에 해 쉽게

답변 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다.

2)조건부가치측정법(CVM)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가상의 시장(Hypotheticalmarket)을 제시

하고,피설문자에게 가상의 행동(HypotheticalBehavior)을 설문조사로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여기서 가치 측정의 범

는 비교 상이 없는 비시장재에 해서도 화폐로 환산 할 수 있기에

경제학자와 정책평가자들 사이에서 리 쓰이고 있다(김태윤 외,2004).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해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때는 확률효용모형9)

을 사용한다(이 성 외,2008).연구자가 볼 수 없는 확률 선호,즉

9)확률효용모델은 개체특성효과를 고정된 모수가 아닌 확률변수로 보는 것이

다.모든 오차항은 독립 이고 등질 으로 분포한다(이희연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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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불가능한 부분을 나타내었을 때의 간 효용함수(indirectut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v(y,Z,q,ℇ) (1)

여기서 y는 개인의 소득,Z는 시장재의 가격,속성과 선호와 련된

개인들의 특성을 포 하는 다양한 독립변수들의 벡터이고,q는 비시장재

화(non-marketgoods),ℇ는 연구자에게 찰이 되지 않는 선호 부분이

다.(Hanemannetal.1999)

이때,q1이 q0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식(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 동등잉여(equivalentsurplus)를 ES라고 하면,식(3)과 같

이 표 된다.

v(y,Z,q1,ℇ)<v(y,Z,q0,ℇ) (2)

v(y,Z,q1,ℇ)<v(y-ES,Z,q0,ℇ) (3)

여기서 ES=ES(y,Z,q0,q1,ℇ)는 q0에서 q1로의 변화를 방지하기 한

지불의사액(WTP)이다.다음의 식에서 WTP*i는 내재 지불의사액으로,

응답자가 지불할 용의를 가지는 액이며,X는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벡터,는 설명변수의 계수 벡터를 뜻한다(신 철 외,

2005).

WTP*i=ES=ES(y,Z,q0,q1,ℇ)=Xi+ℇi (4)

ℇi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지불의사액 값의 범 를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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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ℇi는 웨이블(Weibull)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한다(Bateman,2002).

앞서 언 한 것처럼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의 시장(Hypothetical

market)을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질 으로 가설 편의

(HypotheticalBias)가 있을 수밖에 없다.성공 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되기 해서는 이런 가설 편의를 어떻게 통제 하냐에 달려있다.이런

편의는 크게 4가지로 나 수 있다(홍종호 외,2011).

첫 번째는 피설문자가 조사자 의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편익이다.이

편의는 피설문자가 가상시장과 평가 상을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히 묘사해야한다.

두 번째는 정박 (AnchoringPointBias)편의이다.양분선택형의 경우,

특성 액에 응답해야하기 때문에, 상의 가치에 합당한 확신 할 수 없

이 잘 못된 액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순응 편의(ComplianceBias)이다.피설문자는 설문과정에서

조사자의 이나 태도에 하여 선입견을 가지고,조사자의 과 태

도에 어 나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순응하는 것이다.이 편의는 설문지에

한 구성과 조사자의 사 훈련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네 번째 략 편의(StrategicBias)는 피설문자가 략 이유로,본

인의 진정한 평가를 왜곡하여 응답하는 것이다.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

를 하기 해 지불의사액을 높게 부르는 것이 그 이다.

이런 편의들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기능상의 문제이다.때문에 조사방

법을 정 하게 설정하고 숙련된 조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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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가 상 선정 진안군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

↓

2.가상 시나리오 설계
피설문자의 이해를 돕기 해 쉽고 간결한

시나리오 작성

↓

3.설문조사 설계

지불수단:이용료

지불방법:1회 이용 시

지불의사유도방법:이 양분형

지불의사액설정:개방형 비조사의 분포를

바탕으로 최 지불의사액 설정

↓

비조사
조사 상:진안군 9개 마을 주민 152명

조사방법:조사원의 일 일 개인면

↓

4.본 설문시행
조사 상:진안군 20개 마을 주민 204명

조사방법:조사원의 일 일 개인면

↓

5.자료 분석

기술통계

표본 체 지불의사액 분석

마을 특성별 지불의사액 분석

피설문자 특성별 지불의사액 분석

<표 4-2>조건부가치측정법 조사의 5단계

제 2 조사방법 설정

조건부가치측정법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먼 1단계에서는 평가

상이 되는 서비스와 편익을 설정한다.2단계에서는 설정된 서비스에

해 피설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3단계에서는 설

문조사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방법을 보완한다.4단계에

서는 표본설계 후,직 장에 나가 설문을 시행하고 마지막 5단계에서

는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단계이다(유승훈,1999).본 논문에서 1～3단계는 이번 에서는 4단계는

다음 에서 그리고 5단계는 다음 장에 할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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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가 상과 편익설정

조사에 앞서서 우선 평가 상이 되는 사업을 결정하고,사업의 효과를

체 으로 악하여 특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조건부가치측정법 용

시,사업에 한 효과와 범 를 과 ,과소평가하지 않기 함이다.따라

서 본 논문의 평가 상은 진안군의 수요 응형 교통수단 서비스이며,

사업의 구체 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기존의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탑승할 수 있으며,이는 버스정차

빈도가 은 농 지역에서는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받는다고 할 수 있

다.이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본인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심지를

방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시간의 약)

②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기존의 버스와 달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DoortoDoor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 정류장에서 집까

지 가는 번거로움이 어드는 것은 물론 앉아서 갈 수 있으며,여분의

좌석이나 차 트 크에 물건을 둘 수 있는 장 이 있다.(편리함)

③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DoortoDoor는 승객들의 편리함은 물론,

안 하다.버스정류장에서 본인의 집 사이를 도보로 다닐 때,도로의

험성을 고려한다면,안 면에서도 편익이 있다.최근 고령자의 운 이

교통사고에 악 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는바(김 환,2015),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은 고령 운 자의 자가용 운 을 일 수 있다.이는 고

령자는 물론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통사고를

일 수 있는 편익도 있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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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 시나리오설정

피설문자가 사업의 편익을 히 악할 수 있도록,알기 쉽게 설문

지에 언 할 필요가 있다.그 지 않으면 응답자가 조사자 의도를 오해

하여 발생하는 편의가 생길 수 있다.

한,모든 마을에 일률 으로 용할 수 있는 출발지와 목 지와

다수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로 물어보아야 한다.수요 응형 교통

수단은 굉장히 많은 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그 에서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출발지는 피설문자의 자

택으로,목 지는 모든 마을의 목 지로 용될 수 있는 진안읍으로 정

하 다.이는 앞서 언 한 기존 사례에서 목 지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

운 읍 는 면까지만 가는 것을 고려하면,본 연구에서 지불의사액은 이

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설문 상이 진안군 체이며,

각 마을의 지불의사액을 동등한 기 에서 보기 해 진안읍으로 통일하

다.

한,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하여 장태연

외(2010)를 활용하 다.하루 약하는 콜택시면서 정부가 일부 지원,

편도로 혼자 탑승 시 요 으로 정하 다.

략 편의를 염두에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지불의사액을 낮게

작성하면 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해당 사업이 오래 지속

할 수 없거나 아 시행할 수 없다고 설문지에 언 하 다.그 반 로

지불의사액을 높게 작성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어들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지속해서 해당사업을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언 하 다.

질문은 시나리오에 따라 두 지불의사액을 물었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에 진안군 버스는 그 로 다니면서,버스와 같이 운 되는 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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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항목 선택사항 선택

운 주체 ① 지자체 ② 그 외 기 ①

운행방식 ① Doortodoor② 노선 방식 ①

출발지 ① 피설문자의 자택 ② 피설문자의 마을회 ①

목 지 ① 진안읍 ② 가장 가까운 읍면 ①

차량종류 ① 버스 ② 승합차 ③ 택시 ③

요 방식 ① 1인기 ② 4인 탑승 시 1인당 평균요 ①

버스운행여부 ① 버스 유지 시 ② 버스 폐지 시 ①②

약기한 ① 당일(실시간,30분 )② 날 ②

이용 상자 ① 제한 없음 ② 진안군민한정 ③ 고령자 한정 ②

운행요일 ① 매일 ② 평일 ③ 평일,토요일 ①

표 4-3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운 검토항목

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이다.이로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기존에

교통으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수단이 될 때,

어느 정도의 편익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다른 시나리오는 진안군

의 버스는 모두 폐지되며 오직 수요 응형 교통수단만이 교통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때의 지불의사액이었다.이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버스의 체제로서 나타나는 편익을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설문조사 맨 앞에는 조사자가 진안군과 교통 계자 소속이 아닌

학생임을 강조하 다.이로써 순응 편의가 발생하지 않고자 노력하 다.

3)지불수단과 방법의 설정

지불수단은 세 ,기부 ,부담 ,이용료,그리고 체 재물 등으로 나

수 있다.조건부가치측정법은 사업으로 얻게 되는 편익을 지불의사액

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한 지불 수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각 지불 수단에 한 특성을 숙지하여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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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불형태를 이용료로 설정하 다.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배재성

과 경합성이 있는 서비스로서 지불의사액을 이용료 형태로 물어보는 것

이 가장 합하기 때문이다.이는 기존의 택시요 지불방식과 동일하여,

피설문자가 쉽게 답할 수 있기도 하다.

지불방법은 1회이용 시 지불,월 지불,년 지불,일 지불로 나 수

있다.앞서 언 한 것처럼 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배재성과 경합성이 있

는 기존의 택시와 유사하기 때문에,지불방법으로는 1회 이용 시마다 지

불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1회 이용 시 지불이 아닌 다른 지불방법이

된다면,피설문자는 수단의 이용 가능 횟수를 다시 설정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물론 횟수

를 정하지 않는다면 가상편의가 발생하여,지불의사액이 과소,과 평가

할 우려가 있다.때문에 1회 이용 시 지불의사액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한 선택이었다.

4)질문방식의 설정

질문방식으로는 양분선택형,지불카드형식,개방형 등이 있다.일반

으로 사람들은 일정한 가격의 재화에 해서 구입 는 구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 에는 익숙하지만,본인 스스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해서는 익숙하지 않다.따라서 스스로 가격을 설정하는 지불카드

방식이나 개방형방식이 아닌,제시된 액의 지불의사 유무를 물어보는

양분선택형사용을 기본으로 한다.양분선택형이란 어떤 액이 제시되었

을 때에 피설문자가 지불의사의 유무를 YES혹은 NO로 답변하는 방식

이다.

가장 리 쓰이는 양분선택형에는 피설문자에게 1회 질문하는 1단계

양분선택방식인 단순양분법 외에 2회 질문하는 이 양분법이나,3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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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질문하는 다 양분법 등이 있다.소비자의 선호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는 이 양분법이 리 쓰인다.이 양분법에서는 처음 한 액을 제시해

서 피설문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2배

의 액을 다시 묻고,지불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 반의 액을 다시

물어보게 된다(이 성 외,2008).

이런 양분선택형은 피설문자에게 특정한 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박

편의가 발생하여, 액이 과 평가 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분선택방식은 지불의사액에 한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인 추정이 가능하며 신뢰도 한 높게 나타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Kanninen,1993).

개방형방식의 경우,양분선택형의 한계에서는 자유롭다.하지만 피설문

자가 평가 상을 무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답변하기 어려워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방형과 양분선택의 장 을 모두 취하고자 비조사

에서는 지불의사액의 략 인 분포를 보기 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

다.그리고 개방형 설문조사의 지불의사액분포를 바탕으로,본 설문조사

에서는 이 양분형 설문지를 만들어 정박 편의가 없도록 노력하 다.

5)지불의사액의 설정

지불의사액의 설정은 이 양분형으로 지불의사액을 물을 경우, 비조

사 결과나 기존의 유사사례를 토 로 미리 지불의사액의 폭을 상하여,

최 제시액,최소제시액,그리고 제시액의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으로 액을 물어본 비조사를 토 로 본 설문

조사 정 제시액을 설정하고자 하 다.이때 상 15% 제지 액과 하

15% 액을 보고 그 분포에 따라 4등분 한 액들에 따라 4가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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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설문조사를 만들었다.

비조사에서 버스 유지 시 수요 응형 교통수단요 은 1,000원부터

6,000원까지,버스 폐지 시 교통수단은 2,000원부터 8,000원까지 분포하

다.이에 버스유지 시는 최 제시액을 1,000원,2,000원,4,000원,6,000원

으로 나 었으며,버스폐지 시는 2,000원,4,000원,6,000원,8,000원으로

나 었다.그 다음 A타입은 버스 유지 시 최 제시액을 1,000원,버스 폐

지 시 2,000원을 B타입은 버스 유지 시 2,000원,버스 폐지 시 4,000원을

이 게 C,D타입도 만들었다.

최 제시액 최 제시액 최소제시액

A타입
버스 유지 시 1000 2000 500

버스 폐지 시 2000 4000 1000

B타입
버스 유지 시 2000 4000 1000

버스 폐지 시 4000 8000 2000

C타입
버스 유지 시 4000 8000 2000

버스 폐지 시 6000 12000 3000

D타입
버스 유지 시 6000 12000 3000

버스 폐지 시 8000 16000 4000

표 4-4설문조사 종류별 제시액 (단 :원)

최 제시액이 1,000원인 경우,YES로 답하 을 경우의 최 제시액은

2,000원,NO라고 답하 을 때는 500원을 최소제시액으로 설정하 다.최

소제시액도 No이면 어느 정도 지불의사액이 있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하

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조사에서는 지불의사액은 물론 그 게 답한 가장 큰

가치를 물어 으로써,피설문자들이 해당 재화 는 서비스에 어떤 가치

를 가장 기 하는지 알 수 있다.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지불의사액

의 가치를 여쭈어보기에는 피설문자가 인지하기 힘든 환경이었기에,지

불의사액의 이유는 질문문항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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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명 독립변수

고태호 외(2011)
장애등 ,외출시간,버스만족도,택시만족도,장애인콜택시

만족도

유정훈 외(2013)

성,나이,차량소유여부,직업,월평균 본인소득,내부통행

시 주요수단,내부통행 시 주요목 ,내부통행 시 평균소요

시간

김원철 외(2015)
성,나이,경제활동 가족 수,직업,월평균 가구소득,운

가능여부,장애여부,주이용 교통수단

표 4-5선행연구와 독립변수

6)사회경제 특성설정

도출된 지불의사액과 그에 미치는 피설문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사회경제 설문 항목을 추가하 다.분석을 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를 활용하여 정하 고,이를 거주자 특성,주택 특성으로 재분류하 다.

거주자 특성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는 성별,나이,결혼 여부,소득 수 ,

가족원수, 심지 방문빈도,자가용소유여부,개인 장애여부로 구성되

며,주택 특성에는 자택의 교통 근성이다.

7)설문의 실시방법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은 우편조사법,면 혹은 방문조사법,인터넷 조

사 등이 있다.조사를 하게 하기 해서는 모집단에 한 편의를 최

한으로 일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각 조사방법의 장단 을 검

토하고,조사비나 조사 기간 등의 제약을 토 로 조사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경우,복잡한 시나리오를 피조사자에게 이해시키

기 해서 조심스러운 설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인터뷰의 보조와 순

서를 조 할 필요가 있다. 한,지불의사액과 련된 질문은 피설문자들

에게 일반 인 설문조사의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피설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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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따라서 조건부가치측정법

의 연구에서는 조사자가 피설문자의 거주지에서 직 인터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Mitchell,1989).

본 논문에서 선택한 조사방법인 지면 은 조사자가 피설문자에게 복

잡하거나 다소 긴 인터뷰에 충분히 조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

다.미국의 NOAA 원회의 보고서(Arrow etal.1993)에서도 지면 조

사인 면조사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이 구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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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본 설문조사 범 와 실시

1)설문범 와 표본설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실시하기 해서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 를

측하고,이를 토 로 지불의사액을 집계하게 될 범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에 모집단을 정하는 기 은 크게 편익이 미치는 범 와 해당 사

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다(이 성 외,

2008).

이번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사업범 의 행정구역과 편익이 일 일치함

으로 모집단은 진안군의 모든 마을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가장

이상 인 조사방법은 진안군의 주민들에게 수조사를 하고 마을별로 비

교하는 것이나,시간 물리 인 제약으로 인하여 마을의 근성,권역

별,읍과의 거리까지 3가지 척도에 따라 마을을 정하기로 하 다.3가지

척도에 따라 마을별 사업의 편익을 비교할 수 있고 수단의 우선 필요지

역을 도출 할 수 있다.

마을의 근성은 마을과 진안읍까지 왕복버스편(읍내발 왕편과 읍내행

복편의 평균치)에 따라 나 었다.왕복버스편이 2편 이하인 지역은 최소

교통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모창완 외,2013)으로 격오지마

을로 정의한다.도로용량편람에서 교통 배차간격이 하루 7편이하인

마을은 최하 F으로 분류되었기에(국토교통부,2013),왕복버스편이 3편

이상 7편 이하인 마을은 오지마을로 칭한다.왕복버스편이 8편 이상이

마을들 에서 읍소재지가 인 한 마을은 읍내마을,면소재지가 인 한

마을은 면내마을,그리고 나머지 마을들은 간선마을로 칭한다

권역은 시간제약상 조사하지 못한 용담면,안천면 부귀면은 제외하고

권역의 특징(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따라,1권역부터 6권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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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었다.진안읍과의 거리로 진안군 버스터미 을 기 으로 가장 가까

운 마을( 1리, 2리)부터 32km 가장 먼 마을(어자마을,강 마을)

까지 총 20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조사하기로 한 마을에서

충분한 표본이 모이지 않은 경우,해당 마을과 환경이 유사한 인근마을

에 추가로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2)본 설문조사의 실시

본 논문에서는 지불의사액의 답변 폭 확인과 부 한 독립변수를 제

외하기 해서 비조사를 하 다. 비조사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에 걸쳐 9개 마을에 152명에게 진행 하 다.이로써 버스유지 시,

버스폐지 시 한 지불의사액 분포를 알아내었으며,질문내용 독립

변수로서 하지 않은 질문( 동휠체어 소유여부,자주 이용하는 택시

여부)을 본 설문조사에서는 삭제하 다.

본 설문조사는 비조사의 지불의사액 폭을 활용하여 이 양분형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3일간

진행하 다.총 20개 마을에 221명을 조사하 다.이 지불의사액과

련하여 요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진안군 거주자가 아닌 표본과

본 논문의 조사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실시하는 데에 설문 상자로

부 한 17개의 표본을 제외하고,나머지 2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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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름 권역 타입 읍과 거리 
(km)

1일 읍내행 버스 
왕복 빈도

주천면 어자마을

1권역

오지 32.12 7

주천면 강 마을 오지 32.12 7

주천면 괴정마을 면내 23.47 10

정천면 원월평마을 간선 7.8 15

동향면 곡마을

2권역

오지
26.37 5

동향면 하신마을 오지

동향면 량마을 면내 20.39 10

상 면 당마을 격오지 16.62 2

진안읍 2동
3권역

읍내
0 매우 많음

진안읍 1동 읍내

마령면 은 마을

4권역

간선
7.63 25

마령면 서 마을 간선

진안읍 탄곡마을 격오지 7.39 0

백운면 상백마을 오지
14.82 3

백운면 백마을 오지

백운면 원 마을 면내 13.29 15

성수면 가수마을

5권역

오지 20.2
6

성수면 상기마을 오지 21.58

성수면 안평마을 면내 16.04 10

성수면 원좌산마을 간선 19.92 20

표 4-6본 설문조사 마을목록

그림 4-1본 설문조사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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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1~20세 1

월평균 

가구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100

21~30세 4 51~100만원 45

31~40세 13 101~150만원 11

41~50세 12 151~200만원 17

51~60세 12 201~250만원 11

61~70세 29 251~300만원 10

71~80세 84 301~350만원 8

81~90세 47 351~400만원 1

91~100세 2 401만원 이상 1

성별
남성 69

직업

무직 101

여성 135 학생 2

　 주부 9

가족원수

독신 66 농어민 64

2인 가구 83 자 업 10

3인 가구 22
문,사무,

리직
13

4인 가구 16 기능,판매직 3

5인 가구 11 기타 2

6인 가구 이상 6

표 5-1피설문자의 표본 특성 (단 :명)

제 5장 분석결과

제 1 본 설문조사 기술통계

(1)표본 특성

총 204명 피설문자 69명이 남자,135명이 여자이며,미혼은 12명,

192명으로 나타났다.연령 는 70 가 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10 가 1

명으로 제일 었다.

가족 수는 2인가구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 많은 가구는

독신가구가 66명이며 가족 수가 많아짐에 따라 표본수가 차 작아져 6

인 이상 가구가 6명으로 가장 었다. 체 204명 에 독신가구와 2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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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149명으로 73%에 다다랐다.

직업은 무직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민(64명), 문사무 리직

(13명),자 업(10명)순으로 많았고 학생,기타가 2명으로 가장 었다.

농사를 지으나 본인과 가족만을 해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경우,모두

무직으로 분류하여 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직이 많이 나왔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50～100

만원(45명),100～150만원(11명),150～200만원(17명)으로 소득이 높을수

록 표본수가 작아지면서 350～400만원과 400만 원 이상은 각각 한명으로

나타났다.구간별 간 값을 이용하여10)표본 월평균 가구소득은 92만원

으로 반 으로 낮은 소득이 나타났으며,이는 우리나라 체농가의 월

평균 농업소득이 84만원(통계청,2013년 기 )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

다. 한 50만원 미만 표본 다수가 연 을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50만 원 이하인 구간은 25만원으로,400만 원 이상 구간은 425만원으로 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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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방문 

빈도

0번 18 자가용 

소유여부

있음 76

0.25번 19 없음 128

0.5번 29

1번 35 보행시 

장애여부

있음 78

2번 51 없음 130

3번 23

4번 9

최근  

정류장간

의 거리

100m 미만 100

5번 16 101~200m 45

6번 이상 4 201~300m 11

301~400m 17

401~500m 11

501m이상 10

표 5-2피설문자의 활동 련 특성 (단 :명)

(2)활동 련 특성

총 표본 204명 76명(37%)이 가구원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있

다고 답하 으며,이는 진안군 자가용 등록률 41%와 상당히 유사한 값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표본 78명(38%)이 보행 시

장애가 있다고 답하 다.

읍내방문 빈도는 매주 2번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번이상이 4명으

로 가장 었다.일주일에 읍내 방문빈도가 1번 미만인 표본이 66명이나

되었으며,아 가지 않는 표본 수는 18명이었다.행정구역상 진안군이나

실제 생활권은 진안읍이 아닌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주택특성인 집과 가장 가까운 정류장간의 거리 경우,100m 미만이 106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거리가 길수록 차 어지며,500m이상이 37명

으로 다시 증가하 다.정류장거리가 500m이상인 표본은 마을 자체가

정류장가 매우 먼 경우( 량마을,탄곡마을)이거나 집이 마을외곽에 입지

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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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타입 추정결과 1회 지불의사액(원)

버스 유지 시
　

통합 지불의사액 4,987

Chi-Square 22445.2 Log Likelihood – 247.45 
(P-value) (<0.0001) 

버스 폐지 시

통합 지불의사액 5,986

Chi-Square 16031.3 Log Likelihood – 251.79
(P-value) (<0.0001) 

표 5-3표본 체 종합한 1회 지불의사액 (단 :원)

제 2 표본 체 지불의사액

16개 마을,204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진안군 수요 응형 교통수

단 서비스의 지불의사액은 버스가 유지 시 매번 4,987원이,버스가 폐지

시 5,986원의 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값(P-value)은

0.0001이하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버스의 체제로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때(버스 유

지 시)보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때(버스 폐지

시)의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제시액이 높은 타입 일수록,NO-No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 No-No라고 답한 피설문자(폐지 시,기 43명)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액을 가지는지 추가로 질문을 하 는데, 다수(36명)피설문자

가 버스요 (1,300원)내외를 었지만 7명은 0원으로 작성하 다.7명

2명은 경제 인 이유로 지불이 힘들다고 얘기하 으며,5명은 수요 응

형 교통수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0원으로 었다. 한,5명 모두,

3권역(읍내)마을주민으로서,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읍내운행이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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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마을 특성에 따른 지불의사액 비교

앞서 언 한 것처럼 본 연구의 목 은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우선 필

요마을과 혜택집단을 알아보는 것이다.때문에 표본수 체의 지불의사

액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별,집단별 지불의사액 비교도 필요하

다.우선 필요마을은 마을별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하지만,마을별로

집계하기에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때문에 마을 특성별로 집단을

분류,지불의사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혜택집단은 피설문자의 지불의사

액과 사회경제 특성 계를 알아보았다.이에 이번 에서는 우선 필요

마을을 알아보고자 마을 특성에 따른 지불의사액 비교를 살펴보며,다음

에서는 혜택계층을 알아보고자 피설문자의 지불의사액과 사회경제

특성을 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마을 특성에는 심지와의 교통 근성(읍과의 버스왕복빈도)과 권

역별 특성(타지역간 교통로,인구 도)그리고 심지와의 거리(진안읍

터미 기 )로 분류하 다.

교통 근성의 경우, 근성이 낮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상하 다. 한 심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

로 상하 다.마지막으로 권역별로 지불의사액도 상의할 것으로 상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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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해당 읍면 해당 마을

1권역 주천 정천
어자 강

괴정 원월평

2권역 동향 상천
당 량

각 하신

3권역 진안읍 1 2

4권역 백운 마령
서 탄곡

원 상백

5권역 성수
안평 원좌산

상기

표 5-4권역별 마을 분류

시나리오 권역 Chi-Square
(P-value)

Log 
likelihood

1회
지불의사액(

원)

버스유지 시

1 6407.43  (<.0001) -64.44 6,180 

2 2592.79  (<.0001) -28.53 7,511 

3 2485.64  (<.0001) -13.62 3,666 

4 5145.6  (<.0001) -52.59 6,331 

5 9549.43  (<.0001) -18.05  5,137 

 　

버스폐지 시

1 8488.5  (<.0001) -73.91 8,916 

2 3941.32  (<.0001) -37.15 8,162 

3 3428.34  (<.0001) -10.38 3,262 

4 11735.2  (<.0001) -41.95 6,461 

5 12511.1  (<.0001) -19.84 5,622 

표 5-5권역별 1회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 (단 :원)

그림 5-1권역별 마을 지도

1)권역에 따른 지불의사액 비교

모든 지불의사액의 P값이 0.0001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하 다.인구

도가 낮은 2권역의 경우,버스유지 시 지불의사액이 7,511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버스폐지 시 타 권역에 비해 읍과의 거리가 먼 1권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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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6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권역의 경우,1권역에 비해 읍과의 거

리가 멀지 않더라도 용담 으로 상당한 마을이 수몰이후 인구가 감소하

으며,이에 비례하여 버스 운행 빈도도 상 으로 낮은 권역이다.타

권역에 비해 버스 유지 시,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버스를 체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지불의사액이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지불의사액이 나타난 것은 3권역인 진안읍(버스 유지 시

3,666원,버스 폐지 시 3,262원)인데, 심지를 진안읍으로 선택했기 때문

에,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진안읍내 택시 요 이 암묵 으로 기본

3000원인 을 고려한다면,3권역의 주민들은 아주 약간의 보조 이 수

요 응형 교통수단에 지 해도 탈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진안군에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3권역에서만 시행한다고 하면,타 권

역에 비교해서 1회 운행 당 보조 이 어 많은 주민들이 자주 혜택을

볼 수 있다.하지만 앞의 체표본 204명 지불의사액이 0원이며 해당

수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설문자 5명 원이 3권역주민인 것을

고려하면,3권역의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5권역은 4권역에 비해 진안읍보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

액이 버스 유지 시,버스 폐지 시 모두 1,200원정도 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이는 5권역인 성수면이 진안읍 생활권이 상 으로 아닌 것을 의

미한다.성수면의 경우,진안읍으로 운행하는 버스 빈도보다 다른 장시가

서는 임실군 면이 더 자주 다니며 가깝다.이런 지리 환경이 지불

의사액에 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버스를 유지했을 때 보다,버스를 폐지

했을 때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해당수단이 버스의 체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유지 시와 달

리 버스 폐지 시에는 오직 수요 응형 교통수단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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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을 끼쳤다.

하지만 3권역만이 버스 폐지시보다 유지 시 지불의사액이 낮은데,이

런 이유는 재 3권역의 심지라는 특성상 버스의 빈도가 매우 높은

에서 찾을 수 있다.버스 폐지 시,유일한 독 교통수단으로서 지불의사

액이 높아지는 경제원리 보다는 버스 다니지 않는 보상차원에서 지불의

사액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더욱 많은 것이다.

권역별 지불의사액을 반 으로 분석한다면 상결과처럼 각 권역별

인구 도와 생활권에 따라 지불의사액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권역별 편익은 다르지만 모든 권역의 편익이 기존 버스 요 보

다 큰 것을 확인하 다.이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반 으로 버스요

보다 효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 으로 한정된 지원 하에서 버스 유지 시,타 권역에 비에 진안

읍과 가까우나 버스 빈도가 은 2권역이,버스 폐지 시에는 타 권역에

비해 읍과 거리가 멀지만 진안읍의 생활권인 1권역이 우선 필요지역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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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근성별 마을지도

접근성 기준 해당마을

격오지
하루 읍내왕복

2편 이하
당 탄곡

오지
하루 읍내왕복

7편 이하

어자 강 곡

상백 가수

간선

하루 읍내왕복

8편 이상 면소

재지가 아닌

마을

원월평 서

원좌산

면내
하루 읍내왕복

8편 이상 면소

재지인 마을

괴정 량 원

안평

읍내
진안읍소재지

내 마을
1 2

표 5-6 근성별 마을 분류

시나리오 접근성 Chi-Square
(P-value)

Log 
likelihood

1회
지불의사액(

원)

버스유지 시

격오지 3439.13  (<.0001) -18.80  8,778 

오지 8994.36  (<.0001) -52.44 5,797 

간선 5068.49  (<.0001) -46.51 5,088 

면내 3975.72  (<.0001) -44.77 6,706 

읍내 2485.64  (<.0001) -13.62 3,666 

 　

버스폐지 시

격오지 5708.41  (<.0001) -20.62  9,237 

오지 9978.95  (<.0001) -61.64 6,440 

간선 20259.2  (<.0001) -33.74 6,086 

면내 4333.17  (<.0001) -53.78 9,740 

읍내 3428.34  (<.0001) -10.38 3,262 

표 5-7 근성별 1회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 (단 :원)

2) 근성에 따른 지불의사액 비교

P값이 0.0001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하 다.격오지마을(하루 읍내 왕복

2회 이하)의 지불의사액이 버스 유지 시 8,778원 버스 폐지 시 9,237원으

로 가장 컸으며,진안읍이 유지 시 3,666원,폐지 시 3,262원으로 가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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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마을과 심지(읍)간 근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지불의사액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결과와 일치하 다. 근성이 낮은 격오지 마을

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지원해주는 것이 근성이 좋은 마을에 지원

해주는 것보다 편익이 컸다.이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근성이 안

좋은 오지마을에 우선 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은 비슷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간선마을과 면내마을이더라

도 버스 폐지 시,유지 시 모두 간선마을보다 면내마을의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타난 이다.이 결과는 기본 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면내마을

주민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읍내의 근성 가치를 높게 평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읍내의 경우 앞의 3권역과 범 가 일치하기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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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과 

거리(km)
해당마을

0 1 2

0-8 원월평 서 탄곡

8-15 상백 원

15-20 당 안평 원좌산

20-25 괴정 량 과수

25- 어자 강 각

표 5-8읍과 거리별 마을 분류

그림 5-3읍과 거리별 마을지도

시나리오
읍과
거리
(km)

Chi-Square
(P-value)

Log 
likelihood

1회
지불의사액(

원)

버스유지 시

0 2485.64  (<.0001) -13.62  3,666 

0~8 3931.64  (<.0001) -46.51 5,885 

8~15 2726.21  (<.0001) -22.69 5,254 

15~20 6583.66  (<.0001) -29.58 6,256 

20~25 1477.70  (<.0001) -27.87 8,356 

25이상 7133.60  (<.0001) -36.56 5,972 

 　

버스폐지 시

0 3428.34  (<.0001) -10.38  3,262 

0~8 18160.7  (<.0001) -31.96 6,663 

8~15 3677.52  (<.0001) -18.07 5,373 

15~20 6840.45  (<.0001) -33.42 7,255 

20~25 2670.72  (<.0001) -39.98 11,445 

25이상  6822.94 (<.0001) -46.53 6,952 

표 5-9읍과 거리별 1회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불의사액 (단 :원)

3)진안읍까지 거리에 따른 지불의사액 비교

P값이 0.0001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하 다.읍내에서 20-25km인 마을

의 지불의사액이 버스 유지 시 8,756원 버스 폐지 시 11,445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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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0km(진안읍)이 유지 시 3,666원 폐지 시 3,262원으로 가장 낮

았다.

읍내에서 25km 이상인 마을인 경우 오히려 20-25km 떨어진 마을보다

지불의사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5km 이상 떨어진 마을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진안군에 속하지만 실제 생활권은 타 시군이기에 진안

읍까지 가는 편익이 20-25km인 마을 보다 은 것으로 사료된다.때문

에 진안읍과 거리가 상당하지만 진안읍의 생활권인 20～25km 마을들이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우선 필요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5km 이상 마을을 제외하고는 읍의 거리에 멀어질수록 주민들의 지불

의사액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상결과와 일치하

다.2014년 10월 이후 진안군 버스요 체계가 거리비례요 제에서 균일

요 제로 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교통수단 서비스 편익은 거리에

비례하는 을 보여주고 있다. 한,기존 수요 응형 교통수단 사례가

부분이 균일 요 제인 것을 고려한다면,향후 거리비례요 제로 환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0km의 경우 앞의 3권역과 범 가 일치하기에 설명을 생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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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사회경제 특성에 한 분석

1)추정모형과 독립변수 설정

앞서 언 한 것처럼 피설문자의 사회·경제 특성에 한 독립변수(특

성)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 으며,거주자 특성,주택 특성으로 재

분류하 다.변수의 구분,표기,설명,계수의 상부호는 아래 표 5-10

에 정리하 다.통계추정은 SAS의 liferegressionprocedure를 이용하

며,지불의사액과 독립변수에 추가한 특성간의 계를 확인한다.

거주자특성과 주택특성의 독립변수들을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 다.

lnWTP= 
  

(5)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각 변수들의 내용과 상부호와

해석은 아래 표 5-11와 같다.

지불의사액에 향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회·경제 특성간

의 계를 상부호와 함께 정리하 다.거주자의 특성,주택 특성으로

분류하 고,세부 으로는 성별(SEX),나이(AGE),결혼여부(MARR),소

득 수 (PINC),가구원의 수 (NRES),읍내 방문빈도(DOVI),자가용 소

유여부(CAR), 보행 시 장애여부(DIS), 집에서 최근 정류장거리

(TRAC)으로 표기하고 분석하 다.

그 후,조건부가치측정법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각 독립변수별 양,음의

부호를 상하 다.선행연구 본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김원철 외

(2015)을 가장 많이 활용하 다.

수요 응형 교통수단 지불액에 있어서 여자 신 남자일수록 나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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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집과 정류장이 멀수록,마을과 읍의 거리가 멀수록,그리고 자가

용을 소유하지 않은 피설문자가 더 큰 액을 지불할 의사를 갖게 될 것

이라 생각하 다.따라서 이들의 계수 값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상하 다.

한,소득수 이 높을수록,가족원 수가 많을수록,읍내에 자주 방문

할수록,마을과 읍내 왕복 버스 편이 많을수록 그리고 보행에 장애가 없

을 때,지불의사액이 낮아질 것으로 상하기 때문에 음(-)의 부호로 나

타날 것으로 생각하 다.

한편,결혼유무에 한 부호는 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 결과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 다.



-60-

명변수

요인
변수 표시 변수의 내용 변수의 자료화

예상

호

거주자

특

성별 성별 ①남자 ②여자 +

나이 나이

① 20 이하

② 30 ③ 40

④ 50 ⑤ 60

⑤ 70

⑥ 80 이상

+

결혼 여부 결혼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

소득 수
가족원

월간 평균소득

① 50만원 미만

② 50-99만원

(생략)

⑨ 400만원 이상

-

가족원 수 가족원 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이상

-

심지 방문빈도 읍내 방문빈도

① 0회 ② 0.25회

③0.5회 ④ 1회

⑤ 2회 ⑥ 3회

⑦ 4회 ⑧ 5회

⑨ 6회이상

-

자가용 소유여부
자가용과 오토바이

소유여부
① 있다 ② 없다 +

개인 장애 여부
보행 시

장애여부
① 있다 ② 없다 -

주택 

특
교통 근성

거주자집과 최근

정류장 거리

① 100m미만

② 100-199m

(생략)

⑥ 500m 이상

+

표 5-10모형의 독립변수와 상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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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의 내용 예상 호 예상해

SEX 성별 +
여자일 때 WTP는

증가할 것이다.

AGE 나이 +
나이가 많아질수록

WTP는 증가할 것이다.

MARR 결혼 여부 ・ -

PINC
가족원

월간 평균소득
-

소득이 높아 WTP는

감소할 것이다.

NRES 가족원 수 -
가족원 수가 많아질수록

WTP는 감소할 것이다.

DOVI 읍내 방문빈도 -
방문 빈도가 높을수록

WTP는 감소할 것이다.

CAR
자가용과 오토바

이 소유여부
+

소유하지 않으면

WTP는 증가할 것이다.

DIS
보행 시

장애여부
-

장애가 없다면 WTP는

감소할 것이다.

TRAC
거주자집과 최근

정류장 거리
+

거리가 멀수록 WTP는

증가할 것이다.

표 5-11변수의 내용과 상부호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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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 오차
Chi-square

(P-value)

성별 -0.3165 0.1589
3.97*

(0.0463)

나이 -0.2062 0.3549
0.34

(0.5613)

결혼 여부 -0.1463 0.0712
4.22*

(0.0398)

소득 수 -0.0519 0.0533
0.95

(0.3310)

가족원 수 -0.0440 0.0344
1.64

(0.2010)

심지 방문빈도 0.0111 0.0382
0.08

(0.7721)

자가용 소유여부 0.1221 0.1910
0.41

(0.5228)

개인 장애여부 -0.2205 0.1514
2.12

(0.1453)

교통 근성 -0.0833 0.0616
1.83

(0.1766)

표 5-12버스 유지 시,분석표

2)변수 분석결과

*유의수 5%에서 유의

피설문자 특성과 지불의사액 계를 분석한 결과,버스 유지 시에는 성

별과 결혼 여부가 유의 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남

성은 여성 보다,미혼자 보다는 기혼자가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해

높은 지불의사액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내 주요방문이 생필품 구매인 여성의 경우,시간에 맞추어 버스를

타는 것이 익숙한데 비해,갑작스러운 업무나 유흥을 해 읍내에 가는

남성들은 버스 신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상 으로 큰 가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63-

추정치 표 오차
Chi-square

(P-value)

성별 -0.1421 0.1293
1.21

(0.2719)

나이 0.4028 0.2562
2.47**

(0.0960)

결혼 여부 -0.0609 0.0584
1.09

(0.2966)

소득 수 -0.0105 0.0424
0.06

(0.8046)

가족원 수 -0.0652 0.0284
5.27*

(0.0217)

심지 방문빈도 -0.0378 0.0295
1.65

(0.1991)

자가용 소유여부 -0.0559 0.1544
0.13

(0.7171)

개인 장애여부 0.0960 0.1196
0.64

(0.4219)

교통 근성 -0.0014 0.0532
0.00

(0.9795)

표 5-13버스 폐지 시,분석표

일반 으로 미혼자의 경우,부양해야할 가족이 없거나 지만,기혼자

의 경우,부양해야하는 가족들이 많다.기혼자의 경우 부양가족들의 읍내

방문 한 신경써야하기 때문에,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유의수 5%에서 유의 **유의수 10%에서 유의

버스 폐지 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나이는

유의수 10%에서 가족원 수는 유의 수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이의 상 부호는 + 는데,실제 추정치는 0.0960으로 상과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원 수의 상 부호는 –이었는데,실제 추

정치에서도 0.0652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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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거동이 불편해져,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높은 지불의사액을

나타났다. 한 가족원 수가 은 독거노인과 노부부가 다른 집단에 비

해 지불의사액이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 의하면 버스유지 시에 지불의사액이 높은 집단은 남성과 기

혼자이며,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시 남성 기혼자가 가장 큰 효용

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버스폐지 시 지불의사액이 높은 집단은 나이가

많고 가족원 수가 은 집단이며 수단을 운용 시 독거노인 는 노부부

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이 게 버스 유지 시와 폐지

시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사회경제 특성이 다른 것은 두 시나리오에 따

라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역할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버스 유지 시,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버스보다 쾌 한 교통수단

을 원하는 집단이 주로 이용 할 것이다.그에 비해 버스 폐지 시,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유일한 교통으로서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없

는 집단에게 유용하다.이런 역할 차이가 시나리오별로 향을 주는 사

회경제 특성차이에도 향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버스 폐지 시와 유사한 상황과 방법으로 연구한 김원철 외

(2015)를 비교하자면,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나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가족원 수 경우 김원철 외(2015)에서는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

아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원 수가 어질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졌

다. 한 버스 유지 시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김원철 외(2015)에서는 여성이 지불의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철 외(2015)에서는 자가용소유여부,소득,개인 장애여부가 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액에 그다지 향을

끼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버스 유지 시,추가로 결혼유무가 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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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계(+) 음의 계(-)

본 연구 버스 유지 시 성별,결혼유무

본 연구 버스 폐지 시 나이 가족원수

김원철 외(2015)
나이,경제활동 가족원수,

성별,직업

가구 월평균소득,개인

장애여부,자가용 소유여

부

표 5-14본 연구와 김원철 외(2015)의 분석 비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본연구와 김원철 외(2015)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지의 범 ,

환경과 설문조사방식 차이가 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때문에 차후

다른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유의한 사회경제 변수

가 그 지역에 정말 유의한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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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한 운 지역,방식은 사업에 따른 편익을

악하고 비용과 비교하며 결정해야 한다.하지만 수요 응형 교통수단

에 한 비용연구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 지만 편익에 한 연구는 그

다지 없다.때문에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 되

지 않거나,운 지역으로서 한지 논리 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그

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으로 진안군에

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 운 시 편익을 알아 으로서 우선 필요지역과

혜택 상을 알아보았다.

진안군 주민 204명에게 이 양분형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물은 결과,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1회 1인 운행 평균편익은 버스 유지 시 4,987원,

그리고 폐지 시 5,986원으로 도출되었다.

마을 특성에 따르면 진안읍과 멀수록 지불의사액은 증가하지만 진안읍

의 생활권이 아닌 지역부터는 감소한다. 한 버스의 근성이 좋지 않

은 마을 일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았으며,이는 오지마을이 수요 응형 교

통수단의 우선 필요지역인 것을 의미한다.사회경제 특성의 분석에 따

르면,지불의사액은 버스 유지 시 성별과 결혼 유무가 버스 폐지 시에는

가구원 수와 계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민들 수요 응형 교통수단에 하여 진

안군 버스요 (1,300원)이상의 지불의사액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이

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이 기존의 버스요 보다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즉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요 이 버스요 과 같다면 진안군

다수지역에서 운 이 가능하다.하지만 한정된 산에서 수요 응형 교

통수단의 우선 필요지역과 요 을 지불의사액을 기 으로 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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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근성이 낮은 마을부터 우선 으로 운행되어야 하며,택시보다

렴한 거리비례요 제를 채택하면 최 의 공 방식이 될 수 있다.

마을을 다니는 버스노선을 유지하면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을 운 한

다면 남성이면서 기혼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실 으로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버스노선 폐지 후 운 한다는 을

고려한다면,수요 응형 교통수단은 독거노인과 노부부가 가장 큰 혜택

을 볼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안군 각 마을을 동시에 비교하고자 목 지를 진안읍

으로 통일하 는데,이로 인해 한계 이 나타났다.기존 수요 응형 교통

수단 운 사례의 경우,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 는 면까지만 운 하

지 목 지를 무조건 읍내로 하는 사례는 없다.이에 각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까지만 가는 수요 응형 교통수단의 지불의사액은 조사한

지불의사액보다 작을 것이며,해당 지불의사액이 실제 수요 응형 교통

수단 운 에 합할 때의 수치이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 지를 진

안읍으로만 알아보았기 때문에,다음 연구에서는 마을별로 가장 가까운

읍 는 면까지의 지불의사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행정구역은 진안군이지만,생활권은 진안군이 아닌 마을에서는

진안읍에서 거리가 멀더라도 지불의사액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런 마을에 해서는 해당 생활권인 타 시군까지 운행하는 것

을 지원 하는 방향도,해당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

다.주민들의 편의를 한다면 자의 방식이,진안군내 경제를 활성화하

기 해서는 후자의 방식이 합할 것이다.이 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않는 지역은 국 으로 상당히 많기에,해당 지역에 어떤 교

통수단과 지원방식이 한지 연구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 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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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아보았다.이에 본 연구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수요 응형 교통수단 편익연구의 시발 이라고 할 수 있다.이로

써 향후 수요 응형 교통수단이 농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하여 알

맞은 우선 필요지역과 혜택 받는 집단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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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fDRTserviceWTP

-CaseofJeollabuk-do,Jinan-gunresident-

Ki,MyungSung

Dept.ofEnvironmentalPlann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henthesocialbenefitsaregreaterthancosts,Publicinvestment

projectscancontributetotheefficientuseofresources.Inthecase

ofDemand-ResponsiveTransport(DRT)operated forruralvillagers

mobilityRights,Itsserviceisalmostsameastypicalcall-taxi,ButIt

ischeaperthancall-taxibysubsidies.Soitisimportanttoknowing

Willing to Pay(WTP) for optimalsupply.However,DRT costs

estimatedin localgovernmentpositionscan bepossible,butItis

difficultto estimate the benefits.So some localgovernmentare

reluctanttooperateDRT andothersmanageDRT withoutcalculating

thebenefits.Asaresult,someareasfailtooperateDRT eventhey

needDRT.Intheotherwise,OtherscannotbesurethatDRT is

operatingattheappropriateareaunderlimitedresources.Sobasedon

WTP,WecanhaveaproperawarenessoftheDRT value.Andit

can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supply under budget

constraints.Theproblem hereisthattheDRT valueisdifficultto

determinetheappropriatedemandinformationfrom subsidies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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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isreason,ThepurposeofthisstudyistoestimateJeollabuk-do

Jinan-gunDRTWTPbyContingentValuationMethod(CVM).

In resultof204 Jinan residents,When both bus and DRT is

servicedtoeachvillage,theaverageWTPDRT peronepersonand

onetripisretainedat₩ 4,987.AndifDRT isonlyservicedtoeach

villagewithoutbus,theWTPisretainedat₩ 5,986.

By villagecharacteristics,Thefartherfrom Jinan-eup,thehigher

WTPis.ButWTPdegreasewhenaboveJinan-eupsphereofliving.

WTP is also higherin villagesofpooraccessibility ofthebu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social-economic variables,WTP is

effectedbysex,age,maritalstatus,andfamilynumberofpersons.

ThisstudyisastartingpointoftheDRT benefitresearch.Bythis

study,DRTwillbeoperatedattheappropriateareasandservicesfor

ruralvillagersmobilityRights

Keywords :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WTP(Willingness To Pay), Rural area transportation,

DRT(Demand-ResponsiveTransport)

StudentNumber:2013-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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