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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촌 고령자의 이동성 위축은 고령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제약하

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킨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 대중교통의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버스 위주 모빌리티 서비스는

대대적인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운임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농촌 지역마다 고령자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이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뉴 모빌리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공유경제’,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뉴 모빌리티는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

다. 향후 농촌 버스를 대체할 뉴 모빌리티의 운영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비용

과 편익을 비교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불용의액(편익) 추정이 그 출

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농촌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

이 높은 세 가지 뉴 모빌리티인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

스 각각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 고령자 240명을 대

상으로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단일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해 추정하였다. 예비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모수를 추

정하였다.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3,878원/통행, 수요응답형 택시

는 11,995원/통행, 무인 셔틀버스는 2,052원/통행으로 추정되었다.

수요응답형 택시의 지불용의액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음을 시사한다. 라이드셰어

링의 지불용의액도 현재 농촌 버스요금보다 높게 추정되어, 이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고령자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 셔틀버스의 지불용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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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농촌 버스의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세 가지 뉴 모빌리티

에 대한 지불용의액 모두 사례지역의 버스요금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뉴

모빌리티가 농촌 지역에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용자 편익이 기존 농촌 버스

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농촌 지역 고령자, 뉴 모빌리티, 지불용의액, 조건부가치추정법,

단일양분선택법,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 2019 – 24182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3

1. 시공간적 범위 ···························································································· 3

2. 내용적 범위 ································································································ 5

제 3 절 연구 흐름도 ······································································· 6

제 2 장 문헌고찰 ································································ 7

제 1 절 개요 ··················································································· 7

제 2 절 뉴 모빌리티 ····································································· 7

1. 뉴 모빌리티 개념 ······················································································ 7

2. 라이드셰어링 ······························································································ 10

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 12

4. 자율주행 셔틀 ···························································································· 13

제 3 절 농촌 뉴 모빌리티 ····························································· 14

제 4 절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17

1. 평가대상 ······································································································ 17

2. 방법론 ·········································································································· 17

3. 분석대상 ······································································································ 17

4. 차별성 및 의의 ·························································································· 18

제 3 장 연구 방법론 ·························································· 19

제 1 절 개요 ····················································································· 19

제 2 절 조건부가치추정법 ····························································· 19

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 22



- iv -

제 4 절 파라미터 추정 ··································································· 24

제 5 절 지불용의액 산정 ······························································· 25

제 4 장 설문조사 ································································ 27

제 1 절 개요 ····················································································· 27

제 2 절 조사설계 ············································································· 29

1. 평가대상 선정 ···························································································· 29

2. 가상 시나리오 설계 ·················································································· 29

3. 지불수단 설정 ···························································································· 30

4. 제시금액 설정 ···························································································· 30

5. 후속 질문 ···································································································· 30

6. 조사 방법 ···································································································· 32

제 3 절 예비 설문조사 ··································································· 33

1. 조사 개요 ···································································································· 33

2. 조사 결과 ···································································································· 34

제 4 절 전문가 검토 ······································································· 38

1. 검토 개요 ···································································································· 38

2. 검토 의견 ···································································································· 39

3. 검토 반영결과 ···························································································· 40

제 5 본 조사 ····················································································· 45

1. 조사 개요 ···································································································· 45

2. 조사 결과 ···································································································· 46

제 5 장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추정 ···················· 55

제 1 절 개요 ····················································································· 55

제 2 절 지불용의액 추정 ····························································· 55

1. 기본 모형 ·································································································· 55

2. 공변량 포함 모형 ······················································································ 57

제 3 절 소결 ··················································································· 73



- v -

제 6 장 결론 ········································································ 75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75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77

참고문헌 ················································································· 78

부록 ························································································· 84

Abstract ················································································ 99



- vi -

표 목 차

[표 1-1] 서천군 총인구 및 고령자 인구 변화 추이 ·································· 3

[표 2-1] 뉴 모빌리티별 개념 및 주요 특성 ············································· 9

[표 2-2] 이용방식에 따른 라이드셰어링 구분 ·········································· 11

[표 2-3] 전국 지자체별 도입 DRT 교통수단 현황(2017년 기준) ·············· 13

[표 2-4] 국내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 도입 관련 선행연구 ······················ 15

[표 2-5] 해외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 도입 관련 선행연구 ······················ 16

[표 3-1] 변수 및 입력자료 ······································································ 26

[표 4-1] 조건부가치추정법 7단계 ···························································· 28

[표 4-2] 후속 질문의 지불거부 판별 기준 ··············································· 32

[표 4-3] 예비 설문조사 개요 ··································································· 33

[표 4-4]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결과 ············································ 34

[표 4-5] 응답자 통행 특성 조사 결과 ······················································ 36

[표 4-6]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예비 조사 결과(0원 응답 포함) ········ 37

[표 4-7] 뉴 모빌리티별 제시금액 설계 초안 ············································ 38

[표 4-8] 전문가 설문지 초안 검토 개요 ·················································· 38

[표 4-9] 전문가 검토 의견 내용 ······························································ 39

[표 4-10]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본 조사 결과(0원 응답 포함) ········· 40

[표 4-11] 라이드셰어링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 41

[표 4-12] 수요응답형 택시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 41

[표 4-13] 무인 셔틀버스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 42

[표 4-14] 라이드셰어링 최종 제시금액 ···················································· 42

[표 4-15] 수요응답형 택시 최종 제시금액 ··············································· 43

[표 4-16] 무인 셔틀버스 최종 제시금액 ·················································· 43

[표 4-17] 본 설문조사 개요 ···································································· 45



- vii -

[표 4-18] 라이드셰어링 택시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 46

[표 4-19] 수요응답형 택시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 47

[표 4-20] 무인 셔틀버스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 47

[표 4-21]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 48

[표 4-22]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 48

[표 4-23]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 48

[표 4-24]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 50

[표 4-25]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 50

[표 4-26]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 51

[표 4-27]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결과 ········································ 53

[표 4-28] 응답자 통행 특성 조사 결과 ···················································· 54

[표 5-1] 라이드셰어링 기본 모형 추정 결과 ············································ 56

[표 5-2] 수요응답형 택시 기본 모형 추정 결과 ······································· 56

[표 5-3] 무인 셔틀버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 57

[표 5-4] 변수 정의 ·················································································· 59

[표 5-5] 라이드셰어링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 62

[표 5-6] 수요응답형 택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 64

[표 5-7] 무인 셔틀버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 66

[표 5-8] 뉴 모빌리티별 기본형, 공변량 포함 모형 WTP 비교 ················ 67

[표 5-9] 응답자 특성별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액 ··································· 67

[표 5-10] 응답자 특성별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액 ···························· 69

[표 5-11] 응답자 특성별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액 ································ 70

[표 5-12] 조사단계별 지불용의액 비교 ···················································· 72



- viii -

그 림 목 차

[그림 1-1] 농촌 지역 대중교통 운영 악순환 구조 ··································· 1

[그림 1-2] 시초면 행정구역 ···································································· 4

[그림 1-3] 연구 흐름도 ··········································································· 6

[그림 3-1]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조사 개념도 ········································· 21

[그림 4-1] 본 조사용 뉴 모빌리티 영상자료 ··········································· 4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그림 1-1>과 같이 농촌 버스 수요

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 버스회사는 적자에 시달리

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버스회사를 지원하는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상민 외, 2012; 기명성 외, 2016). 버스회사의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벽지 노선 우선 축소,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곧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저하를 의미하고, 다시 버스이용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림 2-1> 농촌 지역 대중교통 운영 악순환 구조

한편, 고령자는 신체능력 저하로 운전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된다(김창휘,

2017; 정미경 외, 2019).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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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토연

구원, 2016).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농촌 고령자는 대도시 고령자와 달

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동성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Schwarzlose et al., 2014).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고령자의 개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농촌 사회의

특수한 상황은 고령자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곧 단순히 불편한 이동

성을 넘어 고령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이백진 외, 2011).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의 농촌

버스 위주 모빌리티 서비스는 대대적인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농촌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 필요성을 인식

하고,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중심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

공사업은 지역별 편차, 이동권 보장 미흡, 이용 저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특히, 100원 택시

등 지나치게 낮은 운임 수준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한편, 농촌 지역마다 고령자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이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뉴 모빌리티(New Mobility)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공유경

제’,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뉴 모빌리티는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도입 가

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박종일 외, 2018; European Commission, 2018).

향후 농촌 버스를 대체할 뉴 모빌리티의 운영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결정될가능성이높으므로, 지불용의액(WTP, Willingness-to-pay)

추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령자의 통행행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

께 뉴 모빌리티의 편익(지불용의액)을 파악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

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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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농촌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뉴 모빌리티를 파악하

고, 농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험 연구를 수행하여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

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된 지불용의액은 뉴 모빌리티 도입 시 적정 요금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이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다. 서천군

의 총인구는 <표 1-1>과 같이 2000년 기준 75,259명에서 2019년 52,805명으

로 약 30%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2,633명에서 18,417명으로 약

46% 증가하여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함께 겪고 있다. 특히 시초면은

서천군을 구성하는 13개 읍·면 중 총인구(2019년 기준)는 1,323명으로 가장

적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약 49%인 650명으로 가장 높은 고령화 비

율을 나타내는 마을이다.

구분 2000년 2020년 증감율

총인구 75,259명 52,805명 약 30% 감소

고령자 인구

(65세 이상)
12,633명 18.417명 약 46% 증가

자료 : 통계청(KOSIS), 서천군청 홈페이지

<표 1-1> 서천군 총인구 및 고령자 인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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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면을 비롯한 서천군은 2015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요응

답형 교통서비스를 포함한 지역균형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서천군에 ‘희

망택시’라는 새로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시초면은 도

입 요건1)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지역 고령자들은 현재까지 희망택시 서비스

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1) 서천군 조례에 따르면, ‘희망택시’ 도입 기준은 마을회관과 가장 근접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이며 행정구역 내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인 마을

이다.

<그림 1-2> 시초면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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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

며 지역 내 버스 이외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재해 향후 다양한 뉴 모빌리티

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서천군 시초면’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내용적 범위

국내·외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고찰하여 농촌 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뉴 모빌리티를 파악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할 수 있는 조건

부가치추정법을 검토한다. 또한, 농촌 거주 고령자의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진

술선호(Stated Preference)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설문지를 설계한다. 이때,

예비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설계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편의(bias)를 최소화한다.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 설문지로 본 설문조

사를 수행하여 농촌 거주 고령자의 응답자 특성 및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

용의액 등 진술선호 자료를 구축한다. 이후,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응답

자 및 인구통계 집단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6 -

3. 연구 흐름도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 흐름도
↓

문헌고찰
○ 이론적 배경

○ 선행연구

○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연구 방법론
○ 조건부가치추정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 파라미터 추정
↓

설문조사
○ 조건부가치추정법 설계

○ 예비 설문조사 수행

○ 전문가 검토

○ 본 설문조사 수행
↓

분석 결과
○ 응답자 특성 기술통계

○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별 지불용의액 추정
↓

결론
○ 연구결과 요약

○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그림 1-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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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고찰

제 1 절 개요

본 장에서는 뉴 모빌리티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농촌 지역에 도

입될 가능성이 높은 뉴 모빌리티를 파악한다. 또한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지금까지 연구 동향과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

의액 추정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평가대상, 방법론, 분석대상,

차별성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절 뉴 모빌리티

1) 뉴 모빌리티 개념

‘뉴 모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나 아직 학술적, 사회적

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뉴 모빌리

티’, ‘스마트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홍다희 외

(2011)는 기존 교통체계와 스마트 기기의 기능이 융합된 보다 지능화되고 미

래 지향적인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박종일 외

(2018)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모빌리티 서비스 및 수단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는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등 전통

적인 교통수단을 보조 혹은 대체하여 통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hcade et al. (2014)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sustainable mobility)를 공유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 된 새로

운 형태의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뉴 모빌리티는 교통서비스 개념, 교

통체계, 새로운 수단 등을 지칭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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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기존의 교통수단을 보조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

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비

용을 줄이고 통행시간을 절감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뉴 모빌리티로 정의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뉴 모빌리티’를 ‘공유 모빌리티(Shared-use Mobility),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자율주행 셔틀

(Automated Shuttle)로 구분할 수 있다. 공유 모빌리티는 공유 퍼스널 모빌

리티, 라이드셰어링, 카 셰어링 등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를 의미한다(박종일

외, 2018).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

자의 수요 발생에 응답하여 운행되는 교통서비스를 뜻한다(기명성 외, 2016).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자 개입 없이 정해진 구간을 주행하며 대중교통 서비스

를 제공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의미한다(김문식 외, 2020). 뉴 모빌리티별 개념

과 구체적인 특성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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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유 자전거 공유퍼스널모빌리티 라이드셰어링 카 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자율주행 셔틀

개념
자전거

단기간 대여

1인용 교통수단

단기간 대여

개인차량에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

차량을 단기간

대여

필요에따라택시이용

(요금의 일부는

지자체 지원)

고정노선을

자율주행하는

소형 전기버스

이용방식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 전화 스마트폰 앱, 전화 스마트폰 앱, 전화 기존 버스와 동일

이용장소

비고정형

(검색후가장가까운

장소로 이동)

비고정형

(검색후가장가까운

장소로 이동)

비고정형

(내 위치로 호출)

고정형

(지정주차장이용)

비고정형

(내 위치로 호출)

고정형

(버스 정류장)

이용형태 직접 운전 직접 운전 승객으로 탑승 직접 운전 승객으로 탑승 승객으로 탑승

유형 퍼스널 모빌리티형 퍼스널 모빌리티형 승용차형 승용차형 택시형 대중교통형

장점
편의성 높음

단거리 이동에 적합

편의성 높음

단거리 이동에 적합

승용차,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

승용차 구입대비

저렴한 운영
편의성 매우 높음 인건비 절감

단점 관련 법제도 미흡 관련 법제도 미흡 관련 법제도 미흡
편도 서비스의

확대 어려움
운영 효율성 낮음

관련 법제도 미흡

안전성 검증 필요
자료 : 박종일 외(2018), 재구성

<표 2-1> 뉴 모빌리티별 개념 및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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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박종일 외(2018)를 참고하되, 농촌 거주 고령자의 신체적 특

성과 IT 사용 수준을 고려해 <표 2-1>에 제시된 6가지 뉴 모빌리티 중 농촌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뉴 모빌리티를 선별하여 연구대상

으로 한정한다. 직접 운전보다는 승객으로 탑승하는 방식, 스마트폰 앱보다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을 농촌 지역의 뉴 모빌리티 도입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유 모빌리티 중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교통, 자

율주행 셔틀의 총 3개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뉴 모빌리티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교통, 자율주행 셔틀)는 기존 농촌 거주 고령자들

의 주 이용수단(승용차, 농촌 버스, 택시 등)을 대체하여 통행시간, 통행비용

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박종일

외, 2018). 또한, 농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승용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2)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승차 공유)

라이드셰어링은 자가 소유 차량의 여유 좌석을 유사한 목적지나 스케줄을

가진 통행자와 공유하여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김광호 외, 2017). 라이드

셰어링 이용자는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동승하여 통행비용을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 서비스를 제

공한다. 라이드셰어링 운전자는 일반 택시 운전자와 달리 보통면허를 소지하

고 업무용 차량이 아닌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인을 유

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통행목적인 택시 서비스와 통행목적 측면에서도 차이

가 있다.

국내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차량공유 제한 방

침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농촌 지역에 라이드셰어링이 도입되

기 위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에서 승차공유 방식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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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부 허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 지역 대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

지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김용욱 외, 2018).

라이드셰어링은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정기적 라이드셰어링’, ‘간헐적 라이

드셰어링’, ‘인터넷 기반 라이드셰어링’, ‘실시간 라이드셰어링’으로 나눌 수 있

고 각각의 특징은 <표 2-2>와 같다.

구분 이용방식 및 특징

정기적

라이드셰어링

Ÿ 출퇴근 등 일정한 시간대에 이용하는 카풀

Ÿ 일정한 탑승자가 특정 시간에 이용하며, 스케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

간헐적

라이드셰어링
Ÿ 다인승 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카풀

인터넷 기반

라이드셰어링

Ÿ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를 매칭하는 카풀

Ÿ 주로 출퇴근이나 장거리 통행에 이용됨

실시간

라이드셰어링

Ÿ 수요 맞춤형으로 운전자나 탑승자를 찾는 실시간 매칭 방식

Ÿ 스케줄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함

자료 : 김광호 외(2017)

<표 2-2> 이용방식에 따른 라이드셰어링 구분

본 연구에서 다루는 라이드셰어링은 실시간 라이드셰어링의 이용방식을 준

용하되 스마트폰 앱이 아닌 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농촌 지

역에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령자의 정기적인 통행 스케줄을

고려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정기적 라이드셰어

링의 특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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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DRT)이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수요 발생에 응답하여 운행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뜻한다(기명성, 2016). 법적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

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

점으로 하고, 운행시간·운행횟수 등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사업

으로 정의한다(김원철 외, 201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용자는 기존 농어촌 버스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대중교통의 장점인 저렴한 이용요금과 개인교

통수단의 장점인 신속성, Door-to-Door의 편리한 승하차가 결합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기존 대중교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박상우 외, 2008).

반면, 대상 지역 선정, 이용자 특성, 이용 기준 등 제약 조건이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이는 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이동권 보장 미흡, 이용 저조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한 기존 농촌 버스요금보다 훨씬 낮은 운임 수준은 지자체의 부

담을 가중시켜 사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택시와 버스를 활용한다. ‘택시형’

은 탑승을 원하는 주민이 콜센터나 지정 택시기사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시간

에 택시를 이용하고 정해진 일정 수준의 요금만 지불하는 방식을 말하고, ‘버

스형’은 주로 소형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

어 노선 및 운행시간 등 운행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원광희

외, 2018).

전국 지자체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현황(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표 2-3> 참고), 전체 121개 지자체 시·군 중 버스형은 37개, 택시형은 버스

형의 3배인 1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택시형은 버스형과 달리 사업 형

태의 큰 변화 없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택시 중

심으로 수요응답형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욱 외, 2018; 원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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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8).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본 연구도 택시형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으로 한정한다.

DRT 교통수단 유형 지자체 수(%)

버스형 10 (8.3%)

택시형 84 (69.4%)

버스형 + 택시형 27 (22.3%)

전체 121 (100.0%)

자료 : 김용욱 외(2018), 재구성

<표 2-3> 전국 지자체별 도입 DRT 교통수단 현황(2017년 기준)

4)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자 개입 없이 정해진 구간을 주행하며 대중교통 서비

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의미한다(김문식외, 2020). 미래 모빌리티 산

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자율주행 시대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

자율주행 셔틀은 미래 대중교통체계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은 기존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을 보완 혹은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운행빈도를 늘릴 수 있어 갈

수록 악화되는 농촌의 대중교통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백진

외, 2017).

자율주행 셔틀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15인승 이하의 소형 셔틀버스

이며 자율주행 레벨과 수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농촌 지역 내 고정 노

선을 자율주행하며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15인승 규모의 소형

셔틀버스’로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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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농촌 뉴 모빌리티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표 2-4>와 같이 대부분 수

요응답형 교통수단 위주로 진행되었다. 관련 문헌들은 설문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해 농촌 지역 대중교통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역할, 적정

한 요금 기준 등 뉴 모빌리티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논의하여 고령자의

이동권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기연구에는 주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잠재적 이용자의 현황 및 예상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지불용의액(WTP) 추정을 통

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편익 및 적정한 요금 수준을 밝히고 있다. 지불용

의액은 대부분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추정되었다. 이 지불용의

액을 바탕으로 잠재적 이용자들의 편익을 파악하거나 교통서비스의 적정 요

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 개방형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설문조사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는 <표 2-5>와 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Community bus, MaaS(Mobility as a Service) 등 다양한 교통수단 및 서

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문헌들은 농촌 지역별 여건에 맞는 뉴 모

빌리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비용·편익 체계는 물론 잠재적 이용자

의 특성 파악, 이용수요 예측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지불

용의액 추정으로 잠재적 이용자의 뉴 모빌리티에 대한 편익과 뉴 모빌리티의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특히, 하나의 사례지역이 아닌 비

교가능한 지역별 지불용의액을 각각 추정하여 지역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뉴모빌리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불용의액은 조건부가치추

정법(CVM)과 선택실험법(CE)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경

제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가족원 수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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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 목적 방법론 주요 시사점

고태호 외

(2010)

Ÿ 노인, 장애인을대상으로DRT

서비스의 WTP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요금별

수요를 추정함

CVM

Ÿ DRT 서비스 이용요금별 수요

추정으로 적정 요금 산정의

근거를 제시함

장태연 외

(2011)

Ÿ DRT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설문조사

Ÿ DRT 도입은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대중교통서비스수준을

높여 사회적 편익을 창출함

이백진 외

(2011)

Ÿ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논의함

-

Ÿ 민관 협력체계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하고 첨단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이경준 외

(2013)

Ÿ 농촌 고령자 교통수단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동권 증

진을 위한 교통복지 대안을

모색함

설문조사,

회귀분석

Ÿ 외출 시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임

Ÿ 외출 불편 정도는 농촌 노인

들의 외출빈도에 영향을 미침

김원철 외

(2015)

Ÿ DRT 편익에 대한 WTP를

파악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적정한 DRT요금수준을

파악함

SP 조사,

CVM

Ÿ DRT에 대한 WTP는 1회

이용시 1,639원으로 추정되어

기존 노선버스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DRT 요금

수준의 결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기명성 외

(2016)

Ÿ DRT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

편익을 추정하여 요금 체계

근거를 마련함

SP 조사,

CVM

Ÿ DRT에 대한 WTP를 추정함

(기존 노선버스 유지 시 4,987원,

폐지 시 5,986원)

Ÿ 현재의 DRT 가격체계가 지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함

김용욱 외

(2018)

Ÿ 농촌 지역 교통서비스 여건

을 파악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정책 방향을 제시함

-

Ÿ 농촌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통모델 운영

대안을 모색해야함

Ÿ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교통수단 운영 및 주민 연계

강화가 필요함

<표 2-4> 국내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 관련 선행연구



- 16 -

저자 연구 목적 방법론 주요 시사점

Schwarzlose

et al. (2014)

Ÿ 미국 Texas 내 농촌지역

(Atascosa, Polk, Parker)의

대중교통 서비스 옵션에

따른 WTP를 추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옵션별

이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함

SP 조사,

CE

Ÿ 세지역 모두 이용자 맞춤형 노선

에 대한 WTP가 고정형 노선

에 대한 WTP보다 높게 추정됨

Ÿ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은 지역별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운영

조건을 도출해야함

Wang et al.

(2015)

Ÿ 영국 Lincolnshire의 농촌

지역에 DRT 서비스 도입 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을 분석함

설문조사,

순서형

로짓모형

Ÿ 남성은 65세를 기준으로 DRT

서비스 이용률이 뚜렷하게증가

하여 잠재적 표적 시장이 될

수 있음

Ÿ DRT 도입시 이용자의 특성

에 따른 DRT 서비스의 시장

세분화가 필요함

Dias et al.

(2017)

Ÿ 농촌 지역에 DRT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구조를 살펴봄

문헌고찰

Ÿ DRT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

은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고

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음

Shiozu et al.

(2017)

Ÿ 일본 Makishima 지역의

Community bus에대한WTP

를 파악하고 가격탄력성

분석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함

SP 조사,

CVM

Ÿ Community bus의 지불수단

을 연간이용료와 1회 이용료

로 구분하여 각각의 WTP를

추정한 결과, 응답자는 1회

이용요금체계를 선호함

(연간이용 WTP : ¥ 1,134,

1회 이용 WTP : ¥ 209)

Mulley et al.

(2020)

Ÿ 호주 New South Wales,

Queensland 지역에 MaaS

도입시 잠재적 이용자의

WTP를 파악하여 도입 전

략을 모색함

SP 조사,

CE

Ÿ MaaS 이용자의 통행목적별

WTP는 MaaS 도입시 예상

단위 비용보다 모두 현저히

낮은 수준임

Ÿ MaaS 도입 비용과 이용자

의 WTP를 비교하여 MaaS

도입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표 2-5> 해외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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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대상, 방법론, 분석

대상,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뉴 모빌리티의 개념과 특성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라이드셰어

링, 수요응답형 택시, 자율주행 셔틀을 농촌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

는 교통서비스로 한정한다.

2) 방법론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지불용의액 추정에 일반적으로 진술선호(SP)를 이

용한 가상시장 접근법이 적용된다.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은 대상 재화의

여러 속성들을 명료하게 분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hang et al, 2017). 농촌지역의 뉴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총편익에서 통행시

간 절감, 통행비용 감소 등을 독립된 속성으로 분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평가 대상 전체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직접 조사하여 파악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한다.

3) 분석대상

농촌 지역에 도입될 뉴 모빌리티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개인(또는 가구)의

진술선호 자료가 주로 이용된다. 편익 측정은 주로 개인(또는 가구)의 수용의

사액보다 지불용의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불용의액이 소득의 상한을 정

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화폐가치를 도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Ch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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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성 및 의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농촌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

의액 연구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모빌리티 기술발

전 동향을 살펴보면, 향후 농촌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외에도 라이드셰어링

과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

으로 라이드셰어링과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연구 사례

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기존 수요응답형 택시는 물론 농촌 지역에 새롭게 도입될 수 있

는 라이드셰어링과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

한 뉴 모빌리티의 잠재적 이용자인 농촌 고령자의 실제 통행행태를 반영하여

지불용의액에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 이 결과는 뉴 모빌리티에 대한

농촌 거주 고령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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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개요

제 2 장의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에 적합한 조건부가치추정법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단일 양분선택법으

로 파악한 응답자의 진술선호(SP)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본 장은 Chang et al. (2012; 2017)을 바탕

으로 작성되었다.

제 2 절 조건부가치추정법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응답자에게 가상의 시장(Hypothetical market)을 제

시하고 가상의 행동(Hypothetical Behavior)을 설문 조사하여 비시장재에 대

한 지불용의액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다. 조건부 상품(contingent commodity),

지불수단(payment vehicle), 지불 의사 유도방법 등을 포함하는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해당 시장에서 응답자의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SP)를 조사

하여 지불용의액을 도출하게 된다.

지불 의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입찰게임법(bidding game), 개방형 질문법

(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법(payment card question),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등이 있다. 입찰게임법은 특정 초기 가격에 대

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를 묻고, 응답자의 지불 의사(예 또는 아니오)에 따라

가격을 상·하향 조정하여 지불 의사를 반복적으로 묻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수렴된 지불용의액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작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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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point bias), 성급한 동의 편의(yes-saying bias)에 노출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법은 응답자가 조건부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직접 기입하

는 방식이다. 분석방법이 간단하고 시작점 편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다. 하

지만 응답자가 지불용의액을 직접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지 피로(cognitive

stress)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지불카드법은 응답자에게 여러 가격이 적힌 카드를 제시하고 확실하게 지

불 용의가 있는 가격과 확실하게 지불 용의가 없는 가격을 표시하게 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지불용의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으나 응답자가 실제 지불용의액과 다르게 대답하는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에 노출될 수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method)은 응답자에게 미리 설계

된 여러 가격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지불 용의 여부를 ‘예’ 또는 ‘아니

오’로 대답하도록 묻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 시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이 유사하여 비합리적인 지불 용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입찰게임법, 지불카드법에 비해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에 대한 정

보 수집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한다. 양

분선택형 질문법은 일반적으로 질문 횟수에 따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이

중 양분선택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은 <그림 3-1>과 같이 응답자에게 특정 가격에 대한 지불 용의 여

부를 한 번만 질문하는 방식이다.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 또는 ‘아

니오’로 지불 용의 여부를 대답한다. 만약 응답자가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지

불 용의가 없다고 하면 추가 질문으로 지불 용의 여부를 질문해 지불 용의가

있으면 직접 지불용의액을 기입하게 한다. 지불 용의가 없는 응답자에게는 후

속 질문(follow-up question)을 제시하여 타당한 지불 거부자(reasonable

zero-bidder)와 항의성 지불 거부자(protest bidder)를 판별한다. 항의성 지불

거부자는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로 간주하여 유효표본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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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양분선택형은 질문을 연속으로 두 번 하여 단일경계 양분선택에 비해

적은 표본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Kanninen, 1993), 두 질문이

서로 독립적이라 볼 수 없어 시작점 편의에 노출될 수 있다(Chang et al.,

2012). 두 번째 제시액에 대한 응답자의 대답이 첫 번째 제시액에 대한 대답

과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실제 많은 연구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첫 번째 응답과 두 번째 응답에서 모두 ‘아니오’,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

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 중 폐쇄형질문법(closed-ended

question)을 적용하며 그 중 질문을 한 번 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법으로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한다.

<그림 4-1>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조사 개념도

(자료 : Chang et al., (201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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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개별 응답자의 선호(preference)는 조건부 상품 와 기타 사적 재화 소비

량 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효용함수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식 (1)

개별 응답자는 를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사적 재화 는 예산 내에서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식 (1)은 식 (2)와 같이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 형태로 다

시 나타낼 수 있다.

   식 (2)

여기서 는 사적 재화의 가격, 은 개별 응답자의 소득, 는 개별 응답자

의 특성, 는 확률오차항을 뜻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조건부 상품의 상태가 에서  상태로 개선된

다면 동일한 소득 에서 개별 응답자의 간접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즉,

 ≥ 가 된다. 이제 응답자는 조건부 상품이 개선되기 위

해서는 금액 를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응답자의 지불하려는

최대지불용의액  (Willingness-to-pay)는 식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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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선된 조건부 상품 에 대해 응답자가 지불하려는 최대지불용의액인

는 최소한 전과 동일한 효용 수준을 만족하는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가 된다. 만약 가 제시된 금액 보다 크다면 응답자는 지불용

의가 있다고 응답하며 그 확률은 식 (4)와 같다.

Pr′′  Pr ≥  식 (4)

의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라고

한다면 식 (4)는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     식 (5)

반대로 응답자의 가 제시된 금액 보다 작아 지불용의가 없다고 응

답하면 Pr′′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제시금액 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항 반응(‘yes’ or ‘no’)으로 나타

내는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Hanemann and

Kanninen, 2001; Chang et al., 2017) 식 (5)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r′′ 
 exp     

 식 (6)

는 공변량 벡터, {  }는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를 뜻한다. 이때, 식 (6)

에서 대신에 ln를 사용하면 식 (7)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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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xp   ln 

 식 (7)

제시금액 에 자연로그가 적용되면 절단(truncation) 및 검열(censoring)

등의 통계적 처리 없이도 비음(non-negative)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Bishop and Heberlein, 1979; Bishop et al., 1983). 본 연구

도 제시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하는 식 (7)을 적용한다.

제 4 절 파라미터 추정

식 (7)의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추정하게 된다. 추정에 쓰이는 변수는 개별 응답자 의 응답 결

과 , 개별 응답자 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공변량 벡터 , 개별 응답자 에

게 제시된 금액  , 등이다. 개별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하면   1, ‘아니오’

로 대답하면   0이며 이는 응답자의 공변량 벡터 에 의해 결정된다. 개별

응답자 와 관련된 모든 변수를 벡터 로,    등의 모든 파라미터를 벡터

로 표기하면 개별 응답자의 응답 확률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반응 집합인 {⋯}의 우도함수는 개별 의 우도함수의

곱이다. 이에 로그를 취한 로그우도함수 ·는 개별 우도함수의 합이 된다.

즉,

∣ ⋯⋯   
  

 ln∣    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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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 (8)은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   이다.

  
  



ln    ln    식 (9)

식 (8)을 최대로 하는 최대 우도 추정치 은 식 (10)의 1계 조건을 만족하

는 이다.




 

  





 ln∣  
  식 (10)

제 5 절 지불용의액 산정

지불용의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Hanemann and Kanninen, 1999).

  exp 






 식 (11)

여기서 는 상수항, 는 ln의 파라미터, 는 번째 독립변수(ln를 제

외한 응답자 특성)의 표본 평균이다(식 (7) 참조). 또한,  대신 특정 사회·경

제 집단의 를 사용하면 해당 집단의 지불용의액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독립변수( )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을 반영하여 <표 3-1>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인 기대부

호와 부합하지 않는 변수는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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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 입력자료

종속변수 지불용의액 (WTP) 원/회

독립변수

성별 (GENDER) 여자 : 0, 남자 : 1

연령 (AGE) 세

직업 (JOB) 무직 : 0, 유직 : 1

결혼 여부 (MARR) 미혼 : 0, 기혼 : 1

가족 구성원수 (NRES) 2인 이하 : 0, 3인 이상 : 1

가구 월평균 소득

(INC)

저소득 0

중소득 중소득 : 1, 이 외 소득 : 0

고소득 고소득 : 1, 이 외 소득 : 0

운전면허 보유 여부 (LIC) 없음 : 0, 있음 : 1

보행시 불편함 여부 (DIS) 없음 : 0, 있음 : 1

주수단 (MTRANS) 승용차, 오토바이 : 0, 버스, 택시: 1

버스 운행횟수 (BFREQ) 회/일

중심지까지 거리 (EDIS) 10km 미만 : 0, 10km 이상 : 1

자택과최근접버스정류장간거리

(BSDIS)
200m 미만 : 0, 200m 이상 : 1

통행횟수 (TRAVN) 회/주

통행시간 (TRAVT) 시간/주

통행거리 (TRAVD) km/주

<표 3-1> 변수 및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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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문조사

제 1 절 개요

본 조사의 조건부가치추정법은 <표 4-1>과 같이 7단계로 구성된다. 조건

부가치추정법은 가상의 시장을 임의로 설정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박점 편의(Anchoring Point Bias), 순응 편의

(Compliance Bias), 전략적 편의(Strategic Bias) 등 다양한 가설적 편의

(Hypothetical Bias)가 생길 수밖에 없다(Chang et al., 2012) 이러한 편의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나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Chang et al.. 2017). 이에 대해 미국 NOAA(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rrow et al., 1993)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조사설계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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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선정 Ÿ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자율주행 셔틀

↓

2. 가상 시나리오

설계

Ÿ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간결한 시나리오 제시

Ÿ 모든 응답자가 인식할 수 있는 OD를 선정하여 동일한 조

건에서 지불용의액 추정 (O=자택, D=읍소재지)

Ÿ 기존의 농촌 버스가 폐지되고 라이드셰어링, 수요

응답형 택시,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될 때 자택에서

읍소재지(서천읍)까지 통행하는 상황 제시

↓

3. 설문조사 설계

Ÿ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성별, 나이, 직업, 결혼유무, 가구소득, 운전면허소지여부등)

Ÿ 통행실태조사(단위 : 일주일)

(통행 목적, 횟수, 수단, 시간, 비용 등)

Ÿ 수단별 지불용의액 조사

(제시금액 지불 여부, 지불 의사 여부, 지불 거부 이유 등)

지불수단 및 방법 1회 이용 시 이용료

지불의사 유도방법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지불용의액 설정
예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시금액 설정
↓

4. 예비 설문조사 대상지 마을 주민 108명, 일대일 개인면접

↓

5. 전문가 검토

Ÿ 전문가 집단이 설문지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양분선택형 질문 적절성 여부, 뉴 모빌리티 설명자료

적절성 여부, 기타 설문지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

6. 본 설문조사 대상지 마을 주민 240명, 일대일 개인면접

↓

7. 자료 분석

Ÿ 기술통계 분석

Ÿ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추정

Ÿ 응답자 특성별 지불용의액 추정

<표 4-1> 조건부가치추정법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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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설계

1) 평가대상 선정

조사에 앞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평가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평

가대상을 농촌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수요응답형 택시, 자율주행 셔틀로 한정한다.

한편, 농촌 거주 고령자에게 뉴 모빌리티는 친숙한 개념이 아니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뉴 모빌리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여 낯섦 편의(unfamiliarity bias)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첫 번째

는 평가대상이 되는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대

한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실제 이용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자

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두 번째로 영상자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뉴 모빌리

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항의성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응답자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2) 가상 시나리오 설계

응답자가 각 서비스의 편익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가

상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한다(기명성 외, 2016). 이를 위하여 모든 응답자에게

익숙한 출발지로 응답자의 자택을, 목적지로 서천읍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출

발지-목적지 설계는 응답자의 설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불용의액을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가상 시나리오는 기존의 농촌 버스 운영이 폐지되고 세 가지 뉴 모빌리

티가 각각 도입되었을 경우 응답자가 자택에서 읍소재지인 서천읍까지 통행

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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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수단 설정

조건부가치추정법에서 해당 재화의 편익을 지불용의액으로 대답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지불수단을 설정해야 한다(기명성 외, 2016). 지불수단으로 이용료,

세금, 기부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이용료는 기존의 대중교통 혹은 택

시 요금 지불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지불방법은 기존의 대중교통 혹은 택시 요금 지불방식과 유사하게 1회 이

용 시마다 지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으로 설정하였다.

4) 제시금액 설정

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사용되는 제시금액은 지불용의액 추정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제시금액의 범위와 간격, 수준 개수 설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분선택형의 제시금액은 일반적으로 개방형 질문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대·최소제시액, 제시액의 간격 등을 미리 설정한다(Chang et al.,

2017). 단일양분선택조사는 18 – 82%(Hanemann and Kanninen, 2001) 범

위에서 제시금액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Ch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방식의 예비조사 결과의 평균, 표준편차 및 분포를

토대로 본 조사의 제시금액을 수요응답형 택시는 5 수준, 라이드셰어링과 무

인 셔틀버스는 각각 3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5) 후속 질문

응답자가 뉴 모빌리티에 대해 실제 지불용의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해 부족으로 지불용의가 없다고 응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의성 지불 거부(protest bids)는 잘못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질문(follow-up question)으로 응답을 거부한 이유를 파악하고

항의성 지불 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Ch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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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계 양분선택형에서 최초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 용의를 묻고 용의가

없으면 추가로 지불 용의 여부를 질문해 여전히 지불 용의가 없는 응답자에게

<표 4-2>와 같이 후속 질문을 제시한다(Chang et al.. 2017). 지불 용의가

없는 이유로 ‘제시된 수단을 이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제시된

수단의 도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이용방식이 어려워 이

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를 선택하

면 그 이유가 타당하여 지불용의액이 0인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제시된 수

단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제시

된 수단은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등으로 이유를 밝힌 응답자는

항의성 지불 거부자로 구분한다.

단, 무인 셔틀버스의 지불 용의 여부를 질문할 때, ‘무인 셔틀버스의 이용

방식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무인 셔틀버스의 안전성에 대

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보기를 제시하였다. 무인 셔틀버스 이용방식은

기존의 버스 이용방식과 동일하며 미리 예약해야 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나 라

이드셰어링보다 이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용방식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무인 셔틀버스의 특

성상 자율주행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고령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

에 대한 신뢰성’ 관련 보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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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보기(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지불거부 판별

[제시된 수단]을 이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타당한 거부

[제시된 수단]의 도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제시된 수단]의 이용방식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된 수단]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

[제시된 수단]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항의성 거부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제시된 수단]은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기타(구체적인 이유 서술)

타당한 거부

또는

항의성 거부

<표 4-2> 후속 질문의 지불거부 판별 기준

6) 조사 방법

조사 방법에는 우편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대인면접조사 등이 있다.

그 중, 대인면접조사는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만 응답자에게 가상재화에 대한 상세한 배경설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이준

구 외, 2000; 기명성 외, 2015). 본 연구에서도 예비 설문조사와 본 설문조사

모두를 일대일 대인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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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예비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020년 8월 12 – 14일, 총 3일간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 108

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표 4-3>과 같

이 크게 응답자 특성 조사와 지불용의액 조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뉴 모빌리

티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카드 등 시각적 보조자료를 설문

전 제시하였다. 수집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 설문지의 적정성

을 재검토하였으며 특히, 본 조사의 제시금액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

였다.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0년 8월 12일 – 2020년 8월 14일

조사 방법 일대일 개인면접조사

표본수 108명

주요

조사내용

응답자

특성

Ÿ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소득수준, 가족원 수 등)

Ÿ 통행 관련 특성

(운전면허 보유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지불용의액

조사

Ÿ 뉴 모빌리티별 개방형 질문법으로 지불용의액 조사

Ÿ 뉴 모빌리티별 설명카드 등 시각적 보조자료 제시

<표 4-3> 예비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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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조사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소득수준, 가족원 수 등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남자가 47.2%, 여자가 52.8%

이며 65 – 74세 고령자는 43.5%, 75 – 84세 고령자는 44.4%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부분 농업 종사자(33.3%) 또는 무직(64.8%)이었다. 응답자는 모두

기혼이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이며 2인 이하 가구가 대

부분이었다.

모든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4-4>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설계한

설문 항목에 누락 없이 포함되어 부적절한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조사에서 설정한 문항별 보기 항목이 적절하게 설계되

었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의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문항도 예비조사 설문 항

목을 준용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1 47.2

여자 57 52.8

연령

65 - 74세 47 43.5

75 - 84세 48 44.4

85세 이상 13 13.0

직업

농어민 36 33.3
서비스직 2 1.9
사무직 0 0.0
판매직 0 0.0
관리직 0 0.0
생산직 0 0.0
전문직 0 0.0
무직 70 64.8
기타 0 0.0

<표 4-4>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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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부
기혼 108 100.0

미혼 0 0.0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50만원 미만 63 58.3

50 - 100만원 28 25.9

100 - 150만원 9 8.3

150 - 200만원 8 7.4

200 - 250만원 0 0.0

250 - 300만원 0 0.0

300 - 350만원 0 0.0

350 - 400만원 0 0.0

400만원 이상 0 0.0

가족원 수

1인 가구 32 29.6

2인 가구 71 65.7

3인 가구 4 3.7

4인 가구 1 0.9

5인 이상 0 0.0

응답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통행 관련 특성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

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는 전체의 37.0%,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고령

자는 전체의 56.5%로 나타났다.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00

–300m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모든 응답자의 통행 특성도 <표 4-5>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설계한 설문

항목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다. 본 조사의 통행 특성 문항도 예비조사 설문 항

목을 준용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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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운전면허

보유 여부

있음 40 37.0

없음 68 63.0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있음 61 56.5

없음 47 43.5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100m 미만 17 15.7

100 - 200m 28 25.9

200 - 300m 35 32.4

300 - 400m 16 14.8

400 - 500m 4 3.7

500m 이상 8 7.4

<표 4-5> 응답자 통행 특성 조사 결과

(2) 지불용의액 조사

뉴 모빌리티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표 4-6>

과 같다. 전체 응답자 108명의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평균은 1회 이용 시

라이드셰어링 2,645원, 수요응답형 택시 7,316원, 무인 셔틀버스 1,659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서 뉴 모빌리티별 최솟값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0원,

최댓값은 라이드셰어링 10,000원, 수요응답형 택시 16,000원, 무인 셔틀버스

10,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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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시금액 설계

개방형 질문법으로 조사된 지불용의액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 4-6>을

이용하여 본 조사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 사용되는 제시금액의 범위,

간격, 수준 개수 등의 시안을 설계하였다. <표 4-6>에서 라이드셰어링의

15% 백분위수는 0원/회이지만 이용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뉴 모빌리티 운임 특성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000원/회를 적용

하였으며 각 모빌리티별 5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4-7>의 제시금액은 이

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본 조사에 제시할 최종 금액을 결정하였다.

구분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표본수 108 108 108

평균 2,645 7,316 1,659

중위수 2,000 7,000 1,500

최빈값 3,000 6,000 1,500

표준편차 2,045 4,396 1,500

최솟값 0 0 0

최댓값 10,000 16,000 10,000

백분위수

(누적 %)

15% 0 1,500 1,000

25% 1,500 5,000 1,300

50% 2,000 7,000 1,500

75% 3,250 10,000 1,500

85% 5,000 13,000 2,000

100% 10,000 16,000 10,000

<표 4-6>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예비 조사 결과(0원 응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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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문가 검토

1) 검토 개요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와 조건부가치추정법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이 설문지 초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교통전공

학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020년 8월 28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설문지가 적절한 단어와 표현으로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지, 질문 형식과 배치가 적합한지, 설명자료는 이해하기 쉽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의 제시금액 수준 및 수준 수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구분 내용

검토 일시 총 3회(2020년 8월 28일 – 2020년 9월 18일)

검토 대상 설문지 초안

참여 전문가 총 8명(교수 1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4명)

주요 쟁점사항

Ÿ 양분선택형 질문의 제시금액 수준 및 수준 수 적절성 여부

Ÿ 뉴 모빌리티 설명자료의 적절성 여부

Ÿ 설문지의 내용, 간결성, 구성 형식의 적절성 여부

<표 4-8> 전문가 설문지 초안 검토 개요

구분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제시금액

1 수준 1,000 1,500 1,000

2 수준 2,000 4,000 1,300

3 수준 3,000 7,000 1,500

4 수준 4,000 10,000 1,700

5 수준 5,000 13,000 2,000

<표 4-7> 뉴 모빌리티별 제시금액 설계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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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요약

우선 지불용의액을 0원으로 표기한 응답자는 항의성 지불거부자(protest

bidder)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분위수를 산정할 때 이 표본들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개방형 질문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

려하여 뉴 모빌리티별 제시금액 수준이나 수준 수를 각각 달리할 필요성이 제

안되었다.

다음으로 글자 위주의 설명자료보다는 응답자의 뉴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이용 예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제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설문지의 내용 및 설명자료는

핵심 정보 위주로 간략히 제공하여 응답자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의

견이 제안되었다.

구분 내용

양분선택형

제시금액의 적절성

Ÿ 개방형 질문 결과 지불용의액을 0원으로 기입한

응답자는 항의성 지불거부자일 확률이 높으므로

백분위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필요 있음

Ÿ 개방형 질문 결과의 분포(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

려하여 뉴 모빌리티별 제시금액 수준 및 수준 수 수

정 필요

설명자료 방식

Ÿ 글자 위주의 설명자료보다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태블릿 PC로 응답자에게 제시하여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기타
Ÿ 설문지의 내용 및 설명자료는 핵심 정보 위주로

간략히 제공되어야 함

<표 4-9> 전문가 검토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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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반영 결과

(1) 제시금액 수정

예비조사의 지불용의액 개방형 질문에서 0원으로 표기한 응답자 표본을 제

외하고 응답결과의 분포(<표 4-10> - <표 4-13> 참고)를 살펴보았다. 0원

으로 기입한 사람은 라이드셰어링 14명, 수요응답형 택시 8명, 무인 셔틀버스

15명이므로 각 서비스별 유효표본은 라이드셰어링 94명, 수요응답형 택시

100명, 무인 셔틀버스 93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표본수(명) 94 100 93

평균 3,039 7,901 1,927

중위수 3,000 7,000 1,500

최빈값 1,500 6,000 1,500

표준편차 1,782 4,027 1,447

최솟값 1,000 1,300 1,000

백분위

수

(누적

퍼센트)

10% 1,500 1,500 1,300

25% 1,500 1,500 5,750

50% 2,000 7,000 1,500

75% 3,250 10,000 1,500

90% 5,000 15,000 3,000

100% 10,000 16,000 10,000

<표 4-10>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예비 조사 결과(0원 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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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누적빈도 누적비율(%)

1,000 1 1 1.1

1,300 4 5 5.3

1,500 27 32 34.0

2,000 10 42 44.7

3,000 25 67 71.3

4,000 5 72 76.6

5,000 18 90 95.7

6,000 1 91 96.8

8,000 1 92 97.9

10,000 2 94 100.0

총합계 94 - -

<표 4-11> 라이드셰어링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구분 빈도 누적빈도 누적비율(%)

1,300 2 2 2.0

1,500 10 12 12.0

5,000 13 25 25.0

6,000 18 43 43.0

7,000 13 56 56.0

8,000 9 65 65.0

9,000 3 68 68.0

10,000 9 77 77.0

11,000 2 79 79.0

12,000 2 81 81.0

12,500 1 82 82.0

13,000 6 88 88.0

15,000 9 97 97.0

16,000 3 100 100.0

총합계 100 - -

<표 4-12> 수요응답형 택시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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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누적빈도 누적비율(%)

1,000 6 6 6.5

1,300 9 15 16.1

1,500 55 70 75.3

2,000 11 81 87.1

3,000 7 88 94.6

5,000 2 90 96.8

6,000 1 91 97.8

10,000 2 93 100.0

총합계 93 - -

<표 4-13> 무인 셔틀버스 개방형 지불용의액 분포

개방형 질문법으로 조사된 지불용의액 자료를 이용하여 본 조사의 제시금

액을 설계하였다. 백분위 10 – 90%,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 표 4-14> -

<표 4-16>과 같이 라이드셰어링은 3수준, 수요응답형 택시는 5수준, 무인 셔

틀버스는 3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수준 제시금액

1 수준 1,000원

2 수준 3,000원

3 수준 5,000원

<표 4-14> 라이드셰어링 최종 제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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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제시금액

1 수준 1,500원

2 수준 5,000원

3 수준 8,000원

4 수준 12,000원

5 수준 15,000원

<표 4-15> 수요응답형 택시 최종 제시금액

수준 제시금액

1 수준 1,000원

2 수준 3,000원

3 수준 5,000원

<표 4-16> 무인 셔틀버스 최종 제시금액

(2) 설명자료 수정

뉴 모빌리티별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영상

자료를 <그림 4-1>과 같이 제작해 응답자에게 제공하였다. 응답자의 집중력

을 고려해 세 수단을 합한 영상의 길이는 2분미만으로 제작하였다. 라이드셰

어링의 경우, 개념과 이용방식이 응답자에게 낯설 것으로 예상하여 제2장 1절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가 전화를 이용해 운전자 및 동승자와 실시간

매칭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낯섦 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수요응

답형 택시의 경우, 국내 농어촌 지역에 시행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뉴스,

다큐멘터리 영상을 응답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영상 내 금액에 대한 장면은 제

외하여 편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무인 셔틀버스는 농촌 고령자에게 생

소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무인 셔틀버스 국내 사례 영상을 제공해 낯섦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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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자 했다.

① 도입부(00:05) ② 무인 셔틀버스 개념 설명(00:10)

③ 무인 셔틀버스 사례 영상(00:30) ④ 수요응답형 택시 개념 설명(00:45)

⑤ 수요응답형 택시 사례 영상(01:10) ⑥ 라이드셰어링 개념 설명(01:25)

⑦ 라이드셰어링 사례 영상(01:50)

<그림 4-1> 본 조사용 뉴 모빌리티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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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본 조사

1) 조사 개요

예비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치며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완성된

설문지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표 4-17>과 같이 202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일 동안 1:1 개인 면접조

사로 진행되었다. 각 마을의 고령자 수에 비례하게 층화추출하여 마을별 표본

수를 달리하였다. 총 10개 마을에 243명을 조사하여 설문조사를 중도에 포기

한 3개 표본을 제외하고 240개의 유효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는 시초면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총 647명의 37.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불용의액 조사는 <표 4-14> - <표 4-16>을 이용하여 단일경계 양분선

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특성 조사는 예비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진행

되었다. 지불용의액을 물어볼 때, 먼저 질문한 수단의 제시금액으로 인해 나

중에 조사한 수단의 응답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답자마다 질문하는 수

단 순서를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0년 9월 21일 – 2020년 9월 25일

조사 방법 일대일 개인 면접조사

표본수 243개(유효표본 240개)

주요

조사내용

응답자

특성

Ÿ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소득수준, 가족원 수 등)

Ÿ 통행 관련 특성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지불용의액

조사
Ÿ 뉴 모빌리티별 단일 양분선택형 지불용의액 조사

<표 4-17> 본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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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1) 지불용의액 조사

뉴 모빌리티별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조사의 응답 결과는 <표 4-18> -

<표 4-20>과 같다. 전체 라이드셰어링 응답자 240명 중에서 제시금액에 대

해 지불용의가 있는(‘예’로 응답) 응답자 수는 144명(60.0%), 지불용의가 없는

(‘아니오’로 응답) 응답자 수는 96명(40.0%)로 나타났다. 초기 제시금액이 높

을수록 ‘예’ 응답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적 행태에 부합한다.

전체 수요응답형 택시 응답자 240명 중에서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용의가

있는(‘예’로 응답) 응답자 수는 168명(70.0%), 지불용의가 없는(‘아니오’로 응

답) 응답자 수는 72명(30.0%)로 나타났다. 수요응답형 택시 응답자도 초기 제

시금액이 높을수록 ‘예’ 응답 비율이 줄어들었다.

전체 무인 셔틀버스 응답자 240명 중에서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용의가 있

는(‘예’로 응답) 응답자 수는 140명(58.3%), 지불용의가 없는(‘아니오’로 응답)

응답자 수는 100명(41.7%)로 나타났다. 무인 셔틀버스 응답자도 초기 제시금

액이 높을수록 ‘예’ 응답 비율이 줄어들었다.

구분 라이드셰어링

제시금액 1,500 3,000 5,000

제시빈도 80 80 80

수용빈도 65 50 29

비수용빈도 15 30 51

<표 4-18> 라이드셰어링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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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요응답형 택시

제시금액 1,500 5,000 8,000 12,000 15,000

제시빈도 48 48 49 49 47

수용빈도 45 42 36 30 15

비수용빈도 3 6 13 18 32

<표 4-19> 수요응답형 택시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구분 무인 셔틀버스

제시금액 1,300 2,000 3,000

제시빈도 80 82 78

수용빈도 61 57 22

비수용빈도 19 25 56

<표 4-20> 무인 셔틀버스 제시금액별 응답 결과

다음으로, 뉴 모빌리티별 제시금액에 대하여 ‘아니오’로 응답한 응답자에게

지불용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는 <표 4-21> - <표 4-23>과 같다. <표

4-21>에서 제시금액에 ‘아니오’로 응답한 라이드셰어링 응답자 96명 중 지불

할 용의가 있는 응답자는 94명으로 나타났고, 2명은 전혀 지불할 용의가 없다

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 240명 중 238명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

로, 2명은 지불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에서 제시금액에 ‘아니오’로 응답한 수요응답형 택시 응답자 72

명은 전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240명 중

240명 모두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에서 제시금액에 ‘아니오’로 응답한 무인 셔틀버스 응답자 100

명 중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응답자는 83명으로 나타났고, 17명은 전혀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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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 240명 중 223명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17명은 지불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자 수

지불용의 있음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용의 있음 144명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용의는 없지만

지불용의는 있음
94명

지불용의 없음 2명

<표 4-21>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자 수

지불용의 있음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용의 있음 168명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용의는 없지만

지불용의는 있음
72명

지불용의 없음 0명

<표 4-22>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구분 응답자 수

지불용의 있음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용의 있음 140명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용의는 없지만

지불용의는 있음
83명

지불용의 없음 17명

<표 4-23>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 여부 응답 결과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가 없는 응답자에게는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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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별도로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4> - <표 4-26>과 같다. <표

4-25>에서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하여 지불용의가 없는 응답자는 없으므로

<표 4-25>의 설명은 생략한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에 지불용의가 없는 2명 모두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

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로 응답하여 모두 타당한 이유로

지불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무인 셔틀버스에 지불용의가 없는 응답자 17명 중 ‘무인 셔틀버스의 도입

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가 12명, ‘무인 셔틀버스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가 5명으로 17명 모두 타당한 이유로 지불용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 모빌리티별 분석 표본에서 항의성 지불거부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에 대한 총 유효 표본

수는 모두 24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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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빈도

(명)

비율

(%)

지불거부

판별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0 0
타당

(0원)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0 0 지불 거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0 0 지불 거부

승차공유서비스의도입과상관없이다른수단을이용할것이다. 2 100
타당

(0원)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 0 0
타당

(0원)

승차공유서비스의이용방식이어려워이용하지않을것이다. 0 0
타당

(0원)

승차공유 서비스은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0 0 지불 거부

기타(구체적인 이유 서술) 0 0 -

합계 2 100 -

<표 4-24>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빈도

(명)

비율

(%)

지불거부

판별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 -
타당

(0원)

수요응답형 택시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 - 지불 거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 - 지불 거부

수요응답형 택시의도입과상관없이다른수단을이용할것이다. - -
타당

(0원)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 - -
타당

(0원)

수요응답형 택시의이용방식이어려워이용하지않을것이다. - -
타당

(0원)

기타(구체적인 이유 서술) - - -

합계 - - -

<표 4-25>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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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빈도

(명)

비율

(%)

지불거부

판별

무인 셔틀버스를 이용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0 0
타당

(0원)

무인 셔틀버스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0 0 지불 거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0 0 지불 거부

무인 셔틀버스의도입과상관없이다른수단을이용할것이다. 12 70.6
타당

(0원)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만큼 중요하지 않다. 0 0
타당

(0원)

무인 셔틀버스의안전성에대해신뢰하기어렵다. 5 29.4
타당

(0원)

무인 셔틀버스은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0 0 지불 거부

기타(구체적인 이유 서술) 0 0 -

합계 17 100 -

<표 4-26>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가 없는 이유

(2) 응답자 특성 조사

뉴 모빌리티별 유효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통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표 4-27>, <표 4-28>과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남자는 전체 240명

중 43.4%, 여자는 56.7%로 나타났다. 65 - 74세 이하는 45.0%, 75 – 84세는

43.8%, 85세 이상은 11.2%로 나타났다. 240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

두 기혼이며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았고(63.3%), 농업 종사자가 32.1%이며

서비스직 3.3%, 기타(화물 운수업 1명) 0.4%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수는 2

인 가구가 63.3%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 25.4%, 3인 가구 6.3%, 4인 가구

3.4%, 5인 이상이 1.7%로 2인 이하의 가구가 대부분(88.7%)인 것으로 나타

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63.8%로 가장 많았고 50 – 100 만

원이 22.9%, 100 –150 만원이 8.4%, 150 – 200 만원이 2.5%, 200 – 250

만원이 0.8%, 350 – 400 만원이 1.7%로 나타났다. 이는 서천군 65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소득 111.0만원(KOSIS 서천군 노인복지통계, 2017)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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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고령자 비율이 86.7%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통행 특성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응답자는 36.3%, 미보유 응답자는

60.8%, 원동기 면허만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

자의 38.9%만이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개인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61.1%는 농촌 버스, 택시 등 비개인수단에 의존하여 통행함을 알 수 있다. 보

행 시 불편함이 있는 응답자는 56.7%, 불편함이 없는 응답자는 43.3%로 나타

났다. 또한 응답자의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00m 미만인

응답자는 13.1%, 100 – 200m는 32.1%, 200 – 300m는 24.6%, 300 –

400m는 12.9%, 400 – 500m는 4.2m, 500m 이상은 10.4%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 평균 보행속도 40m/s(유희권, 2003)과 고령자 적정 도보 시간인 5분

(권현주 외, 2019)을 고려하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간 적정거리를 200m

로 할 때, 전체 응답자의 45.2%만이 적정거리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본 조사는 뉴 모빌리티 잠재적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및 통행 특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뉴 모빌리티

별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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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04 43.4

여자 136 56.7

연령

65 - 74세 108 45.0

75 - 84세 105 43.8

85세 이상 27 11.2

결혼 여부
기혼 237 98.8

미혼 3 1.2

직업

농업 77 32.1

사무직 0 0.0

관리직 0 0.0

전문직 0 0.0

서비스직 8 3.3

판매직 2 0.8

생산직 0 0.0

무직 152 63.3

기타 1 0.4

가족 구성원 수

(명)

1명 61 25.4
2명 152 63.3
3명 15 6.3
4명 8 3.4

5명 이상 4 1.7

월평균 가구

소득

(만원/월)

50 미만 153 63.8

50 - 100 55 22.9

100 - 150 20 8.4

150 - 200 6 2.5

200 - 250 2 0.8

250 - 300 0 0.0

300 - 350 0 0.0

350 - 400 4 1.7

400 이상 0 0.0

<표 4-27> 응답자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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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운전면허

보유

있음 87 36.3

없음 146 60.8

원동기면허보유 7 2.9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있음 136 56.7

없음 104 43.3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거리

100m 미만 33 13.8

100 - 200m 78 32.5

200 – 300m 60 25.0

300 - 400m 32 13.3

400 - 500m 11 4.6

500m 이상 26 10.8

<표 4-28> 응답자 통행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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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추정

제 1 절 개요

본 장에서는 240개 유효표본을 이용해 상수항과 제시금액만 고려된 기본

모형과 공변량이 포함된 확장모형을 추정한다. 추정된 모수를 이용하여 뉴 모

빌리티별 지불용의액을 산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 특성을 파악한

다. 또한, 추정 결과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농촌 지역 뉴 모빌리티의 도입 전략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절 지불용의액 추정

1) 기본 모형

뉴 모빌리티별 상수항과 제시금액만 고려한 기본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1> - <표 5-3>과 같다. 제4장의 본 조사 결과, 세 가지 뉴 모빌리티에 대

한 항의성 지불거부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효표본은 각각 24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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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추정치 p-value 표본 평균

상수 10.127 0.000*** -

ln 제시금액(원) -1.234 0.000*** 7.810
Number of observations

Degrees of freedom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 

240

1

290.004***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1> 라이드셰어링 기본 모형 추정 결과

라이드셰어링의 기본 모형에서 상수는 양(+)의 값이며, ln제시금액(원)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용의 확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한 계수 추정

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의 전반적인 검증

력을 파악할 수 있는 우도비 검정 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은

약 290.004로 유의수준 1%에서 귀무가설(‘모든 파라미터는 0이다.’)를 기각하

므로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식 (11)을 이용하여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약 3,665원으로 나타났다.

변수 계수 추정치 p-value 표본 평균

상수 15.916 *** -

ln 제시금액(원) -1.678 *** 8.763

Number of observations

Degrees of freedom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 

240

1

245.088***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2> 수요응답형 택시 기본 모형 추정 결과

수요응답형 택시의 기본 모형도 마찬가지로 ln제시금액(원)의 계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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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치도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도비 검정 통계

량은 약 245.088로 유의수준 1%에서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식 (11)을

이용하여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13,162원으로

나타났다.

변수 계수 추정치 p-value 표본 평균
상수 19.832 0.000*** -

ln 제시금액(원) -2.560 0.000*** 7.590

Number of observations

Degrees of freedom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240

1

287.467***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3> 무인 셔틀버스 기본 모형 추정 결과

무인 셔틀버스의 기본 모형 또한 ln제시금액(원)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계수 추정치도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약

287.467로 유의수준 1%에서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식 (11)을 이용하

여 무인 셔틀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약 2,314원으로 나타났

다.

2) 공변량 포함 모형

(1) 변수 설정

공변량 포함 모형 추정에 고려된 변수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와 통행 특성 변수로 구성되며 <표 5-4>와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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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통행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고령

자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결혼 여부, 가

족 구성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등 총 6개로 선정하였다. 통행 특성 변수도

선행연구를 활용하되 농촌 고령자의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통행 특성 변수는 총 9개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 응답자

주수단, 일일 버스 운행횟수, 중심지(서천읍)까지 거리, 통행횟수, 통행거리,

통행시간 등이다. 특히, 응답자의 실제 통행행태가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통행횟수, 통행거리, 통행시간은 응답자의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주일간 통행 중 중심지(서천읍) 통행만 별도

로 선별하여 집계하였다.

성별, 직업,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는 범주형 변수

로 설정하였다. 제시금액, 연령, 일일 버스 운행횟수, 통행횟수, 통행시간, 통

행거리는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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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수 () 설명

1 ln제시금액(원) 연속

2 성별 범주 (여자 : 0, 남자 : 1)

3 연령 연속

4 직업 범주 (무직 : 0, 유직 : 1)

5 결혼 여부 범주 (미혼 : 0, 기혼 : 1)

6 가족 구성원수 범주 (2인 이하 : 0, 3인 이상 : 1)

-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저소득 (참조)

7 중소득 범주 (중소득 : 1, 이 외 소득 : 0)

8 고소득 범주 (고소득 : 1, 이 외 소득 : 0)

9 운전면허 보유 여부 범주 (없음 : 0, 있음 : 1)

10 보행 시 불편함 여부 범주 (없음 : 0, 있음 : 1)

11 주수단 범주(승용차, 오토바이 : 0, 버스, 택시: 1)

12 일일 버스 운행횟수(회) 연속

13 중심지까지 거리 범주 (10km 미만 : 0, 10km 이상 : 1)

14 자택과최근접버스정류장간거리 범주 (200m 미만 : 0, 200m 이상 : 1)

16 통행횟수(회) 연속

17 통행시간(시) 연속

18 통행거리(km) 연속

<표 5-4> 변수 정의

위의 범주형 변수는 일정한 근거에 의해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각각 몇 개

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직업 유무에 따라 소득과 관련하여 뉴 모빌리티에

대해 지불용의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무직과 유직(농업, 사무직, 관리

직, 전문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기타 직업 등)으로 구분하고, 무직을 참

조(reference)로 하는 유직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설정하였다. 가족

구성원 수는 응답자 특성 조사 결과에서 2인 이하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나

타났음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가구와 3인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였고, 2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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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가구를 참조하는 3인 이상의 가구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서천군 65세 이상 고령자 월평균 소득 111.0만원(KOSIS 서천군 노인

복지통계, 2017) 및 분포를 고려하여 100만원 미만은 저소득, 100 - 200만원

은 중소득, 200만원 이상은 고소득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구분된 소득계층은

저소득 계층을 참조로 하는 중, 고소득 계층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주수단

은 응답자의 개인수단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뉴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이 차

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여 개인수단(승용차, 오토바이)과 비개인수단(농촌 버

스, 택시)으로 구분하고, 개인수단을 참조하는 비개인수단 더미변수를 설정하

였다. 중심지(서천읍)까지 거리는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서천읍 터미널까지

를 뜻한다. 이때, 표본의 평균 거리인 10km를 기준으로 거리가 10km 미만인

마을과 10km 이상인 마을로 구분하였으며, 10km 미만을 참조하는 10km 이

상 거리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는 고령

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적정 도보 시간인 5분(권현주 외, 2019)과 고령자

평균 보행속도 40m/분(유희권, 2003)을 고려하여 200m를 기준으로 구분하였

고, 200m 미만을 참조하는 200m 이상 더미변수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변

수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모형을 추정하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이 서로 다른 그룹별 지불용의액을 각각 추정

할 수 있다.

(2) 모형추정 결과

뉴 모빌리티별 공변량을 고려한 모형 추정 결과는 <표 5-5> - <표 5-7>

과 같다. 라이드셰어링의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표 5-5>), 상수
는 양(+)의 값, ln제시금액(원)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용의 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경제적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두 추정치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약 237.497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나이가 적은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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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주수단이 비개인수단인 경우, 일일

버스 운행횟수가 적을수록,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 중심지 통행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용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보행 시 불편함 여부의 계수 추

정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고 연령과 일일 버스 운행횟수의 계수 추

정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직업, 주수단,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하

여야 한다. 반면, 성별과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통행

시간, 통행거리 변수는 계수 추정치의 유의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일반적으로 통행자의 통행을 제약하여 이동성이 위축될 경우 통행자의 지

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난다.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에서는 운전

면허가 없는 경우,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주수단이 비개인수단인 경우,

일일 버스 운행횟수가 적을수록,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불용의액도 높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

된다. 직업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련하여 무직이 유직보다 상대적으로 통행

을 제약하는 조건이므로 지불용의액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인 농촌 고령자는 기존의 농촌 버스와 택시에 익숙한 반면, 라이드셰어링은

이용 경험이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미경험수단인 라이드셰어

링의 편익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의 인식은 연령이 낮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

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불용의액도 높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정한 OD를 통행하는 경우, 통행횟수가 많을수록 통행시간, 통행비용

을 절감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은 일반적으로 높아짐을 고려할 때, 중

심지까지 통행횟수가 높은 응답자의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높게

추정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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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수 ()

계수 추정


p-value Mean of  비고

0 상수 21.253 0.000*** - -

1 ln제시금액(원) -2.161 0.000*** 7.810 -

2 성별 - - - 제외

3 연령 -0.055 0.074** 75.590 -

4 직업 0.302 0.540 0.633 -

5 결혼 여부 - - - 제외

6 가족 구성원수 - - - 제외

-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저소득

- - - 제외7 중소득

8 고소득

9 운전면허 보유 여부 -1.699 0.001*** 0.392 -

10 보행 시 불편함 여부 1.410 0.001*** 0.567 -

11 주수단 0.301 0.462 0.617 -

12 일일 버스 운행횟수(회) -0.113 0.030** 5.425 -

13 중심지까지 거리 0.429 0.275 0.300 -

14 자택과최근접버스정류장간거리 0.320 0.332 0.538 -

15 통행횟수(회) 0.317 0.379 1.775 -

16 통행시간(시) - - - 제외

17 통행거리(km) - - - 제외

Number of observations : 240

Degrees of freedom : 10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 237.497(***)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5> 라이드셰어링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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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택시의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표 5-6>), 상수

는 양(+)의 값, ln제시금액(원)의 계수는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일반

적인 경제적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두 추정치 모두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약 225.146으로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일 경우, 가족 구성원 수가 2인 이하일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에 지불용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고 가족 구성원 수, 운전면허 보유

여부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

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

하여야 한다. 반면, 연령과 직업, 결혼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주수단, 일

일 버스 운행횟수, 통행횟수, 통행시간, 통행거리 변수는 계수 추정치의 유의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

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에는 응답자의 이동성을 상대적으로 제약하

기 때문에 지불용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통행시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뉴 모빌리티 중 통행시간 절

감효과가 가장 큰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편익이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가족 구성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의 생활 유지를 위해 고령자가 직

접 중심지까지 통행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

족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 내 구성원이 고령자의 통행을 보조할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고령자는 이용요금이 높은 수용응답형 택시 이

외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수

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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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수 ()

계수 추정


p-value

Mean of


비고

0 상수 15.793 0.000*** - -

ln제시금액(원) -1.720 0.000*** 8.763 -1

성별 1.565 0.001*** 0.433 -2

연령 - - - 제외3

4 직업 - - - 제외

5 결혼 여부 - - - 제외

6 가족 구성원수 -1.065 0.039** 0.113 -

-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저소득

- - - 제외7 중소득

8 고소득

9 운전면허 보유 여부 -1.085 0.022** 0.392 -

10 보행 시 불편함 여부 - - - 제외

11 주수단 - - - 제외

12 일일 버스 운행횟수(회) - - - 제외

13 중심지까지 거리(km) 0.416 0.258 0.300 -

14 자택과최근접버스정류장간거리 0.195 0.557 0.546 -

15 통행횟수(회) - - - 제외

16 통행시간(시) - - - 제외

17 통행거리(km) - - - 제외

Number of observations : 240

Degrees of freedom : 6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 225.146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6> 수요응답형 택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 65 -

무인 셔틀버스의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표 5-7>), 상수는

양(+)의 값, ln제시금액(원)의 계수는 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일반적

인 경제적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두 추정치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도비 검정 통계량은 약 222.359로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일 경우, 가족 구성원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일일 버스 운행횟수가 적

을수록,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200m 이하

일 경우 지불용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고 가족 구성원 수, 운전면허

보유 여부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일일 버스 운행횟수가 적을수록, 중심지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연령과 직업, 결혼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주수단, 통행횟수, 통행시간, 통행거리 변수는 계수

추정치의 유의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일일 버스 운행횟수가

적을수록, 중심지까지 거리가 먼 경우는 응답자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조건으

로 이에 따라 지불용의액도 높게 추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중교통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모창완 외, 2011) 이에 따라 여성의 무

인 셔틀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인

셔틀버스는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와 달리 기존의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하므로 자택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가까우면 무인 셔틀버스 정류장

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잠재적 이용자의 편익도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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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수 ()

계수 추정


p-value

Mean of


비고

0 상수 28.366 0.000*** - -

1 ln제시금액(원) -3.576 0.000*** 7.589 -

2 성별 -1.531 0.000*** 0.433 -

3 연령 - - - 제외

4 직업 - - - 제외

5 결혼 여부 - - - 제외

6 가족 구성원수 1.578 0.014** 0.113 제외

-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저소득

- - - 제외7 중소득

8 고소득

9 운전면허 보유 여부 -1.013 0.031** 0.392 -

10 보행 시 불편함 여부 0.624 0.106 0.567 제외

11 주수단 - - - 제외

12 일일 버스 운행횟수(회) -0.024 0.607 5.425 제외

13 중심지까지 거리 0.355 0.371 0.300 -

14 자택과최근접버스정류장간거리 -0.992 0.004*** 0.546 -

15 통행횟수(회) - - - 제외

16 통행시간(시) - - - 제외

17 통행거리(km) - - - 제외

Number of observations : 240

Degrees of freedom : 8

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2(   : 222.359

*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 유의수준 5%에서 유의

*** 유의수준 1%에서 유의

<표 5-7> 무인 셔틀버스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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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불용의액 산정

식 (11)을 이용하여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면 라이드셰어링은

<표 5-8>과 같이 3,878원, 수요응답형 택시는 11,995원, 무인 셔틀버스는

2,052원이다. 이는 기본형 모형으로 추정한 각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

3,665원, 13,162원, 2,314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구분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기본형 3,665원 13,162원 2,314원

공변량 포함 모형 3,878원 11,995원 2,052원

<표 5-8> 뉴 모빌리티별 기본형, 공변량 포함 모형 WTP 비교

구분
라이드셰어링

WTP

표본 평균 3,878원

연령 75.59세 3,675원

직업
무직 3,550원

유직 4,082원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전면허 보유 2,404원

운전면허 미보유 5,144원

보행 시 불편함 여부
보행 시 불편함 4,338원

보행 시 불편함 없음 2,679원

주수단
개인수단 3,558원

비개인수단 4,090원

중심지 거리
10km 미만 3,654원

10km 이상 4,456원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200m 미만 3,581원

200m 이상 4,152원

<표 5-9> 응답자 특성별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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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이 서로 다른 그룹별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구하면 <표 5-9>와 같다. 우선 사회·경제적 특성별 지불용의액

을 살펴보면, 표본의 평균 연령인 75.59세의 라이드셰어링 지불용의액은

3,878원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별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무직의 지불용의

액은 3,550원, 유직은 4,082원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직업 유무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행 특성별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운전면

허 보유 여부에 대해 운전면허 보유자의 지불용의액은 2,404원, 미보유자는

5,144원으로 추정되었다. 보행 시 불편함 여부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불편함이 있는 경우 지불용의액은 4,338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2,679원

으로 추정되었다. 주수단별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주수단이 개인수단일 경

우의 지불용의액은 3,558원, 비개인수단인 경우에는 4,090원으로 나타났다. 중

심지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10km 미만인 경우의 지불용의액은

3,654원, 10km 이상인 경우에는 4,456원으로 추정되었다.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200m 미만인 경우의 지불용

의액은 3,581원, 200m 이상인 경우에는 4,152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수단,

중심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

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직업 유무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주수단, 중심지 거

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는 <표 5-9>와 같이 통행 제약 정도에

따라 두 항목으로 구분되며, 응답자의 통행을 제약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그룹

의 지불용의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특히,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보행 시 불편함 여부에 따라 지불용의액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맞춤형 뉴 모빌리티로 라이드셰어링 도

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위의 특성들을 활용한 라이드셰어링 도입 전략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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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요응답형 택시

WTP

표본 평균 11,995원

성별
여성 12,865원

남성 20,094원

가족 구성원 수
2인 이하 15,603원
3인 이상 8,174원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전면허 보유 9,832원

운전면허 미보유 15,360원

중심지 거리
10km 미만 11,156원

10km 이상 14,208원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200m 미만 11,285원

200m 이상 12,640원

<표 5-10> 응답자 특성별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액

응답자 특성이 서로 다른 그룹별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구

하면 <표 5-10>과 같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에서는 여

성의 수요응답형 택시 지불용의액은 12,865원, 남성은 20,094원으로 추정되었

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2인 이하의 지불용의액은

15,603원, 3인 이상은 8,174원으로 추정되었다.

통행 특성별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보

유자의 지불용의액은 9,832원, 미보유자는 15,360원으로 추정되었다. 중심지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경우, 10km 미만의 지불용의액은 11,156원, 10km

이상은 14,208원으로 추정되었으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200m 미만인 경우의 지불용의액은 11,285원,

200m 이상인 경우에는 12,640원으로 나타났으나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

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통행 제약 조건에 따라 운전면허 미보유, 중심지 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그룹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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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일반적인 상식

에 부합하였다. 특히, 성별, 가족 구성원 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변수에 따라

그룹별 지불용의액 차이는 크게 나타나 여성, 가족 구성원 수 2인 이하, 운전

면허 미보유 그룹의 지불용의액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반면,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하여 그룹별 지불용의액 차

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는 수요응답형 택시의 특성상 문전 수송

(door-to-door)이 가능한 뉴 모빌리티임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수용응답형

택시에 대한 편익은 자택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에 대해 비교적 무차별적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10>은 남성, 가족 수 2인 이하, 운전면허 미보유한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시 고령자의 편익을 효과적으

로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무인 셔틀버스

WTP
표본 평균 2,052원

성별
여성 2,470원
남성 1,610원

가족 구성원 수
2인 이하 1,952원

3인 이상 3,035원

운전면허 보유 여부
운전면허 보유 1,727원

운전면허 미보유 2,293원

보행 시 불편함 여부
보행 시 불편함 2,213원

보행 시 불편함 없음 1,859원

중심지 거리
10km 미만 1,992원

10km 이상 2,200원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

200m 미만 2,388원

200m 이상 1,809원

<표 5-11> 응답자 특성별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액

<표 5-11>은 응답자 특성이 서로 다른 그룹별 무인 셔틀버스에 대한 지불



- 71 -

용의액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 여

성의 무인 셔틀버스 지불용의액은 2,470원, 남성은 1,610원으로 추정되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2인 이하의 지불용의액은

1,952원, 3인 이상은 3,035원으로 추정되었다.

통행 특성별 무인 셔틀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 운전면허 보유

자의 지불용의액은 1,727원, 미보유자는 2,293원으로 추정되었다. 보행 시 불

편함 여부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불편함이 있는 경우의 지불용의액

은 2,213원, 불편함이 없는 경우에는 1,859원으로 추정되었으나 계수 추정치

는 통계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심지 거

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10km 미만인 경우의 지불용의액은 1,992

원, 10km 이상인 경우에는 2,200원으로 추정되었으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

인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살펴보면, 200m 미만인 경우의 지불용

의액은 2,388원, 200m 이상인 경우에는 1,809원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여성인 경우, 가족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미보유한

경우, 보행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중심지까지 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 자

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200m 미만인 경우에 무인 셔틀버스에 대

한 지불용의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전면허 미보유, 보행 시 불편

함이 있는 그룹은 다른 뉴모빌리티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행

제약 조건에 따라 지불용의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다만,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에 대해서는 거리가 200m 이하인 그룹의 지불용

의액이 더 높게 추정되어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의 결과와 다르게 도

출되었다. 이는 거리가 200m 이하인 그룹의 무인 셔틀버스 접근성이 상대적

으로 높고 이에 따라 응답자의 편익도 높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

답자의 통행 특성보다 사회·경제적 특성 즉, 성별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그룹별 지불용의액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 5-11>에 제시된 응

답자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 셔틀버스 도입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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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예비

조사

평균 2,534원 7,316원 1,659원

0원 응답자

제외 평균
3,039원 7,901원 1,927원

본

조사

단순모형 3,665원 13,162원 2,314원

공변량 포함

모형
3,878원 11,995원 2,052원

<표 5-12> 조사단계별 지불용의액 비교

<표 5-12>에서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를 비교해보

면, 세 가지 뉴 모빌리티 모두 본 조사의 지불용의액이 예비조사에 비해 높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조사 당시 농촌 고령자에게 뉴 모빌리티는

생소한 개념이어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즉 낯섦 편의

(unfamiliarity bias)가 발생되어 지불용의액이 낮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뉴 모빌리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설문조사 전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뉴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실제 지불용의액이 보다 현실

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항의성 지불 거부자가 없었다는 결과가

방증한다. 이러한 추론은 실제 택시요금(약 15,000원2))과 예비조사와 본조사

의 지불용의액 비교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의 지불용

의액이 유사한 서비스의 실제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지불용의액이 강건하게 추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예비조사(약 8,000원)보다

는 본 조사의 지불용의액 추정(약 12,000원) 결과가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2) 중심지(서천읍)에서 시초면 각 마을까지의 평균 택시요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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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세 가지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모두 사례 지역의 농촌 버스요

금인 1,500원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특히,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한 지불용의액

은 약 12,000원으로 나타나 라이드셰어링, 무인 셔틀버스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 지불용의액을 사례지역의 유사한 교통 서비스인 택시와 농촌 버스요금과

각각 비교해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 모빌리티별 특성

을 비교해보면 지불용의액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수요응답형 택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별도의 정류장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

용할 수 있으며, 짧은 통행시간이 특징이다. 반면 라이드셰어링은 요금을 동

승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운전자 스케줄에 따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통행을 제약하여 이동성이 위축될 경우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고, 중심지까지 거리가 10km 이상이고,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농촌 거주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지불용의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다만, 무인 셔틀버스는 응답자

의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류장의 접근성이 높아

져 이에 따라 응답자의 편익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뉴 모빌리티별

특성과 응답자의 다양한 특성이 세 가지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에도 반영되었다.

그 외의 변수는 뉴 모빌리티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라이드

셰어링은 연령, 직업,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편함 여부, 주수단, 일일

버스 운행횟수,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수요응답형 택시는 성별, 가족 구성원 수, 운전면허 보유 여

부,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주요 변수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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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무인 셔틀버스는 성별, 가족 구성원 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보행 시 불

편함 여부, 일일 버스 운행횟수,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잠재적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은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듯이, 본 연구는 응답자 특성을

고려한 뉴 모빌리티 도입은 고령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세 가지 뉴 모빌리티에 대해 공통적으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 중심지까지 거

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

쳤으므로 세 가지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뉴 모빌리티 도입 전략을 도출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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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농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악화와 고령자의 운전능력 저하는 농촌 고령

자의 이동권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농촌 거주 고령자의 사회적 배제를

뜻하며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농촌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결국 농촌 버스 위주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구조 전환

이 불가피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농촌 고령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중심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

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지역별 편차, 지나치게 낮은 운임 수준 등 다양한 문

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촌 지역마다 고령자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이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모빌리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모빌리티 산업

의 기술발전 동향으로 비추어볼 때, 향후 농촌 지역에 도입될 뉴 모빌리티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새롭게 도입될 뉴 모빌리티의 운영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불용의액 추정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또한,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

하여 해당 지역 맞춤형 서비스 운영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농촌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뉴 모빌리티인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 택시, 무인 셔틀버스

각각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시초면 고령자 240명을 대상으로 각 모빌리



- 76 -

티에 대한 단일 양분선택형 지불용의액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를 예

비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하여 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조사 자료 구축 이후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뉴 모빌리티별 지불용의

액을 추정하였다.

시초면 고령자의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3,878원/회, 수요응답

형 택시는 11,995원/회, 무인 셔틀버스는 2,052원/회로 추정되었다. 세 가지

뉴 모빌리티의 지불용의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

중심지까지 거리,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없고, 중심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자택과 최근접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수록 농촌 거주 고령자의 이동성을 제약한다. 이러한 응답자 특성이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 추정 결과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지불용의액 추정에 고려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통행 특성 변

수의 계수도 직관 및 상식과 일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뉴 모빌리티의 도입 전략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수요응답형 택시는 농촌 고령자의 신체적 능력과 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우선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수요응답형 택시의 지불

용의액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으므로 도입 시 농촌 고령자의 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드셰어링의 지불용의액도 현재 농촌 버스요금보다 높게

추정되어 도입 시 고령자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입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무인 셔틀버스의 지불

용의액 또한 현재 농촌 버스의 요금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무인 셔틀에 대한 지불 거부 이유가 기술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

이 낮기 때문이므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 가지 뉴 모빌리티의 지불용의액 모두 현재 사례지역의 버스요금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는 뉴 모빌리티가 농촌 지역에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용자 편익이 기존 농촌 버스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지

불용의액추정결과는농촌지역뉴모빌리티의적정요금기준으로활용될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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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농촌 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뉴 모빌리티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선행연구는 수요응답형 수단만을 뉴 모빌리티로 한정하여 지불용

의액을 추정하였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뉴 모빌리티의 지불용의

액을 추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또한 농촌 지역 잠재적 이용

자의 실제 통행행태를 반영하여 지불용의액에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

였다. 특히 지불용의액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하고자 출발지와 목적지를 사

전에 특정하였다.

향후 다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공

간구조 특성에 따른 지불용의액의 차이 등 본 연구와의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수행한 응답자들의 통행특성이 지불용

의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편익(지불용의액)뿐만 아니라 뉴 모빌리티 도입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함께 고려된다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모빌리티 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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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거주 고령자 
통행실태 및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 모빌리티에 대한 농촌 거주 고령자의 지불용의액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계동영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하의 통행행태와 농촌지역 뉴 모빌리티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답변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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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2]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 세

[1-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어민
④ 판매직
⑦ 전문직

② 서비스직 
⑤ 관리직
⑧ 무직

③ 사무직
⑥ 생산직
⑨ 기타

[1-4]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1-5]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1-6] 귀하의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50 만원 미만
③ 100 – 150 만원
⑤ 200 – 250 만원
⑦ 300 – 350 만원
⑨ 400 만원 이상

② 50 – 100 만원
④ 150 – 200 만원
⑥ 250 – 300 만원
⑧ 350 – 400 만원

[1-7] 귀하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원동기 면허 있음

[1-8] 귀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귀하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신 이후에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① 버스
③ 오토바이
⑤ 사륜바이크(사발이)
⑦ 도보

② 택시
④ 경운기
⑥ 자전거
⑧ 기타

[1-10] 귀하는 걸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1-11] 귀하의 자택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① 100m 미만
③ 200 – 300m
⑤ 400 – 500m

② 100 – 200m
④ 300 – 400m
⑥ 500m 이상

① 1명(혼자 거주)
③ 3명 
⑤ 5명 이상

② 2명
④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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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행실태에 대한 조사

※ 최근 일주일 동안의 통행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전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행이란 외출 시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거나, 도보로 10분 이상 통행한 경우입니다.

② 용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통행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통행목적과 교통수단은 아래 표에서 골라서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④ 버스 이용시, 통행시간을 ‘버스이용시간’과 ‘도보시간’으로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보시간’은 ‘출발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과 ‘버스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시간’의 합입니다.

통행목적 통행수단
① 병원   
③ 쇼핑(시장)
⑤ 취미/여가/친목모임
⑦ 친지방문
⑨ 기타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⑧ 귀가

① 승용차
   (직접운전)  
③ 시내버스
⑤ 오토바이
⑦ 기타

② 승용차
   (타인운전)
④ 택시
⑥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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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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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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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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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일지
2020년 9월    일     요일

① 통행함
② 통행 안함 (이유 : ① 병환/거동불편으로 못함
                     ② 외출 일정 없음

     ③ 기타 (                           )  
              

통행
순서 출발지 → 도착지 통행

목적
통행
수단

통행
거리
(km)

통행
시간
(분)

통행비용
(원)

(버스,/택시 이용시만 기입)

동승
여부

①    집    →         

②          →         

③          →         

④          →         

⑤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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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행실태에 대한 조사

Ⅱ-1 승용차 이용자(직접운전)

[2-1] 승용차를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③ 쇼핑(시장)
⑤ 취미/여가/친목모임
⑦ 친지방문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⑧ 기타

[2-2] 승용차로 평균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외출
하십니까?

① 0 ~ 1회 미만
③ 3 ~ 4회
⑤ 6회 이상

② 1 ~ 2회
④ 4 ~ 5회

[2-3] 승용차 이용 시 평균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시간 : (            ) 분
통행비용 : (            ) 원

※ 통행비용은 주차비, 유류비가 포함됩니다.

[2-4] 승용차를 주교통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동시간이 가장 짧아서
② 교통비용이 저렴해서
③ 이동할 때 편하고 안락해서
④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⑤ 목적지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⑥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서
⑦ 기타(                                 )

[2-5] 마을 교통서비스(시내버스, 택시)를 이용
할 때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③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④ 버스 이용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버스 승하차 시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
⑥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⑦ 택시를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없다.
⑧ 이동하는 동안에 편하거나 쾌적하지 않다.
⑨ 기타(                              )

Q. 귀하께서는 외출하실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직접운전)     → Ⅱ- 1로 이동  
   ②  승용차(타인운전)     → Ⅱ- 2로 이동
   ③  시내버스            → Ⅱ- 3으로 이동  
   ④  택시                → Ⅱ- 4로 이동 
   ⑤  기타                → Ⅱ- 5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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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승용차 이용자(타인운전)

[2-1]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천읍에 외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③ 쇼핑(시장)
⑤ 취미/여가/친목모임
⑦ 친지방문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⑧ 기타

[2-2] 승용차로 평균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외출
하십니까?

① 0 ~ 1회 미만
③ 3 ~ 4회
⑤ 6회 이상

② 1 ~ 2회
④ 4 ~ 5회

[2-3] 승용차 이용 시 평균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시간 : (            ) 분
통행비용 : (            ) 원

※ 별도의 통행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시면, 0원
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승용차를 주교통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동시간이 가장 짧아서
② 교통비용 부담이 적어서
③ 이동할 때 편하고 안락해서
④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⑤ 다른 수단과 달리 비교적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⑥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서
⑦ 기타(                                 )

[2-5] 마을 교통서비스(시내버스, 택시)를 이용
할 때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③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④ 버스 이용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버스 승하차 시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
⑥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⑦ 택시를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없다.
⑧ 이동하는 동안에 편하거나 쾌적하지 않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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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버스 이용자

[2-1] 버스를 이용하여 서천읍에 외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③ 쇼핑(시장)
⑤ 취미/여가/친목모임
⑦ 친지방문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⑧ 기타

[2-2] 버스로 평균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외출
하십니까?

① 0 ~ 1회 미만
③ 3 ~ 4회
⑤ 6회 이상

② 1 ~ 2회
④ 4 ~ 5회

[2-3] 버스 이용 시 평균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시간 : (            ) 분
통행비용 : (            ) 원

[2-4] 버스를 주교통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승용차 미보유, 다른 가족이 사용, 무면허 등)
② 이용 요금이 비교적 저렴해서
③ 이용방식이 가장 쉬워서
④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⑤ 기타(                                 )

[2-5] 마을 교통서비스(시내버스, 택시)를 이용
할 때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③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④ 버스 이용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버스 승하차 시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
⑥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⑦ 택시를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없다.
⑧ 이동하는 동안에 편하거나 쾌적하지 않다.
⑨ 기타(                              )



- 94 -

Ⅱ-4 택시 이용자

[2-1] 택시를 이용하여 서천읍에 외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③ 쇼핑
⑤ 취미, 여가, 친목모임
⑦ 기타 (             )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2-2] 택시로 평균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서천 
읍내에 방문하십니까?

① 0 ~ 1회 미만
③ 3 ~ 4회
⑤ 6회 이상

② 1 ~ 2회
④ 4 ~ 5회

[2-3] 택시 이용 시 평균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시간 : (            ) 분
통행비용 : (            ) 원

1-4. 택시를 주교통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승용차 미보유, 다른 가족이 사용, 무면허 등)
③ 이동할 때 편하고 안락해서
④ 이동시간이 가장 짧아서
⑤ 버스 이용은 불편해서
⑥ 목적지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⑦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서
⑧ 기타(                                 )

[2-5] 마을 교통서비스(시내버스, 택시)를 이용
할 때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
수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③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④ 버스 이용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버스 승하차 시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
⑥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⑦ 택시를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없다.
⑧ 이동하는 동안에 편하거나 쾌적하지 않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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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기타수단 이용자

[2-1] 주이용 수단 이용하여 서천읍에 외출하
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병원
③ 쇼핑
⑤ 취미, 여가, 친목모임
⑦ 기타 (             ) 

② 출퇴근
④ 개인업무 
    (은행, 우체국 등)
⑥ 종교활동

[2-2] 주이용 수단으로 평균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서천 읍내에 방문하십니까?

① 0 ~ 1회 미만
③ 3 ~ 4회
⑤ 6회 이상

② 1 ~ 2회
④ 4 ~ 5회

[2-3] 주이용수단 이용 시 평균 통행시간과 
     평균 통행비용은 각각 얼마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시간 : (            ) 분
통행비용 : (            ) 원

1-4. 주이용수단을 주교통수단으로 선택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승용차 미보유, 다른 가족이 사용, 무면허 등)
③ 이동할 때 편하고 안락해서
④ 이동시간이 가장 짧아서
⑤ 버스 이용은 불편해서
⑥ 목적지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⑦ 이동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서
⑧ 기타(                                 )

[2-5] 마을 교통서비스(시내버스, 택시)를 이용
할 때 느끼는 주요 불편사항은 무엇입니까? (복
수선택 가능)

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②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
③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
④ 버스 이용시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버스 승하차 시 신체적 불편함이 있다.
⑥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⑦ 택시를 원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없다.
⑧ 이동하는 동안에 편하거나 쾌적하지 않다.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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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빌리티 서비스별 지불용의액 조사 

※ 설문조사자는 응답자에게 다음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농촌의 대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 버스회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정부 또한 버스회사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마을의 버스 노선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결국 운행
이 중단될 것입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면 많은 고령자들은 읍소재지까지 외출할 때 큰 불
편함을 느낄 것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마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에 
제시된 신교통수단은 기존의 승용차, 버스, 택시 등을 대체하여 통행시간, 비용 측면에서 통행
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시청하시면서 각 수단의 개념과 
특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하가 농촌 지역에 새롭게 도입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이
용요금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응답 전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시될 질문은 귀하가 자택에서 서천읍까지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최대로 
지불하고자 할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② 출발지는 귀하의 자택이며 목적지는 서천읍입니다.

③ 질문의 ‘이용료’란 기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처럼 1회 이용 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지불의사액을 지나치게 낮게 응답하면 새롭게 도입될 교통수단을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교통수단 운영이 오래 지속될 수 없거나 아예 시행될 수 없습니다.

⑤ 지불의사액을 지나치게 높게 응답하면 귀하의 가처분소득은 그만큼 줄어들지만, 해당 교통수
단이 지속해서 운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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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택시

[3-1] 귀하께서는 기존의 버스노선 운행이 폐지 
되고 새로운 수요응답형 택시가 도입된
다면, 1회 이용시 [제시금액] (      )원
의 이용료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3-3]으로  ② 아니오 → [3-2]로

[3-2]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① 예  →  [3-4]로 
  (지불 의사가 없다.)

② 아니오 → [3-3]으로
(지불 의사가 있다.)

[3-3]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1회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1회 이용 시 ( ) 원

[3-4]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
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은 불필요하다.
③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④ 수요응답형 택시 도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

단을 이용할 것이다.
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⑥ 이용방식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⑦ 수요응답형 택시는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⑧ 기타(                                )

승차공유 서비스

[3-5] 귀하께서는 기존의 버스노선 운행이 폐지 
되고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1
회 이용시 [제시금액] (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3-7]로  ② 아니오 →  [3-6]으로

[3-6]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① 예  →   [3-8]로 
  (지불 의사가 없다.)

② 아니오  →  [3-7]로
  (지불 의사가 있다.)

[3-7]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
대 1회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1회 이용 시 (             ) 원

[3-8]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
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은 불필요하다.
③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④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

단을 이용할 것이다.
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⑥ 이용방식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⑦ 승차공유 서비스는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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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셔틀버스

[3-9] 귀하께서는 기존의 버스노선 운행이 폐지 
되고 새로운 무인 셔틀버스가 도입된다면, 
1회 이용시 [제시금액] (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  [3-11]로  ② 아니오  →  [3-10]으로

[3-10]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무인 셔틀 
버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할 용의
가 없으십니까?

① 예  →  [3-12]로
  (지불 의사가 없다.)

② 아니오  →  [3-11]로
 (지불 의사가 있다.)

[3-1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무인 셔틀  
 버스 이용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1회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1회 이용 시 (             ) 원

[3-12]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무인 셔
틀버스 이용을 위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무인 셔틀버스를 이용할만한 경제적인 여
유가 되지 않는다.

② 무인 셔틀버스 도입은 불필요하다.
③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④ 무인 셔틀버스 도입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

을 이용할 것이다.
⑤ 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⑥ 무인 셔틀버스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⑦ 무인 셔틀버스는 농촌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⑧ 기타(                                )

-      끝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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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시 2020. 09. ( 요일)

조사 마을



- 99 -

Abstract

Willingness-to-pay on New Rural 

Mobilities by the Elderly

KAE, Dong Young

Transportation Studie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reased mobility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constrains the daily lives

of the senior citizen and hence can cause social exclusion. Considering

public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s in rural areas, where the

mobility rights of the elderly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bus-centric

travel services inevitably undergo major restructuring.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vary by rural area, and thus new mobility

schemes for improving the mobility rights can exist in various forms. The

decision whether to operate a new mobility alternative to rural buses can

begin to be determined by both compar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service, and by estimating the willingness-to-pay (WTP).

This study has estimated the WTP for the three new mobilities likely to

be introduced in rural areas in the future: ride-sharing, existing

demand-responsive taxi (DRT taxi), and automated shuttle bus. A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urvey was conducted with 240 elderly

in Seocheon-gun, Korea. The WTP for each new mobility was estimated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TPs per ride for ride-sharing, DRT

taxi, and automated shuttle were estimated at 3,878 wons, 11,995 w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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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wons, respectively.

WTP of DRT taxi was the highest, which can suggest that the current

fares of DRT taxi are too low. WTPs of ride-sharing and automated shuttle

were also estimated to be higher than the current rural bus fares. This

result suggests that if the new mobility schemes are introduced into the

rural areas, the benefits for users can be greater than those by existing

rural buses.

keywords : Rural Elderly, New Mobility, Willingness-to-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ichotomous Choice, Logistic Regression

Student Number : 2019 - 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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