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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考文없〉 

第 1 節 地域成長理論과 模型

한 都市나 地域 역 시 다른 社會經濟現象과 마찬가지 로 成長， 停體， 養退 등의 變化를 하 

고 있다. 한 地域이 다른 地域에 비하여 빨리 成長을 하고 잘 살 수 있게 되거나 반대로 

停帶 내지 훌退하게 하는 變因들은 무엇이며 이들 變因들간의 相關關係 내지 因果關係가 

무엇인지에 대한핍究는오랫동안계속되어 왔다. 특히 都市또는地域開發政策을樹立하기 

위해서는 都市 및 地域成長에 대한 理論的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都市나 地域成長에 관한 理論은 國家經濟成長理論과 根本的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都市 및 地域이 國家보다 더욱 開放的 體系를 갖고 있기 때문에 理論의 定立

이나 分析模型上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 體系的 핍究가 不足하였다고 볼 수 있다. 都市나 

* 本 핍究는 1984年度 文敎部 學術~究助成費의 支援을 받아 共同핍究한 것 임 •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敎授

*** 서 올*學校 環뚫大學院 敎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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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도 처음부터 眼存資源이 틀리고 立地的 與件이나 호間構造가 다름￡로 인하여 모든 都

市나 地域이 꼭 같이 成長할 수는 없 o 며 一時에 모든 都市나 地域이 成長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都市나 地域도 

다른 都市나 地域에 비해 보다 빠른 成長을 할 수도 있으며 停帶 내지 落後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몇因이 한 都市나 地域의 成長을 決定하며 이러한 훌素들 간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 지에 대한 問題가 提起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핍究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都市 및 地域成長에 대한 모든 理論들을 網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都市 및 

地域成長理論을 크게 類型別로 分類하면서 各 類型의 代表的인 理論과 模型들을 살펴보고 

자한다. 

첫째， 한 都市나 地域은 한 國家속에서 孤立된 經濟體制가 아니다. 이는 資本과 勞動 등 

生塵몇素들이 자유롭게 移動하며 한 地域의 經濟的 變化가 다른 地域에 바로 波及되 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한 都市나 地域의 成長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開放體制(open system) 를 前

提후 해 야한다. 그러 나 模型定立이 나 理論展開에 있어 서 記述的 便宜를 위 해 閒鎭體制

(closed system) 로 가정하여 블 수도 있다. 따라서 地域成長模型은 開放體制나 閒鎭體制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한 都市나 地域의 成長은 한 都市나 地域이 지닌 內在的 몇素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도 있지만 外在的 몇素에 의해서도 결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理論的 模型도 內在的 훨 

因에 중점을 두느냐 外在的 要因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區分될 수 있다. 前者 즉 內在的

몇因에 魚點을 맞추고 있는 理論을 供給測 理論 (supply-side theory) 이라 한다면 後者 즉 外

在的 몇因을 重視하는 理論은 需몇명u理論( demand -side theory) 이라 할 수 있다(1)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理論의 절대적 說明力에 있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셋째， 短期的이냐 長期的이냐에 따라 理論的 體系가 달라질 수 있다. 短期的인 몇素移動 

의 時差라든가 一時的 景氣變動에 의 해 서 地域의 成長이 加速 또는 停體될 수 있지 만 長期

的으로 블 때 技術후新이나 生훌構造 자체의 變化 때문에 地域의 成長이 크게 左右될 수도 

있다. 한 都市나 地域의 成長은 短期的으로 成長과 停뿜를 거듭하면서 長期的인 變化가 있 

기 마련이다. 

넷째， 成長理論 속에 ~間的 摩據 (spatial friction)을 明示的으로 導入하고 있느냐에 따라 

模型의 展開가 달라질 수 있￡며 生盧훨素의 移動에는 輸送費라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 

어있다. 한 都市나 地域에서 다른 都市나 地域으로 生塵要素가 移動할 때 近距離와 遠距離

사이에는 移動에 수반된 費用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a로 移動하려 

하고 그렇게 함무로써 초間的 摩擔을 最小化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훨素移動에 따른 輸送

(1) W. R. Thompson, A Preface to Urban Econom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5, 
pp.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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費 또는 호間的 摩據을 模型에 明示的￡로 響入한 例는 極히 척으며， 있다 하더라도 重力

模型을 원용하여 호間的 摩撥을 類推하는 接近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記述的인 理論과 規範的 理論이 그것이다. 記述的 模型(descriptive model)은 地

域成長을說明하는것a로 現象 및 單純未來鍵測도 여기에 包含된다. 이에 반해 規範的模

型(normative model)은 바람직한 地域成長을 위한 政策目標와 最適代案을 찾는 模型이다. 

以上의 都市成長 및 地域成長理論과 模型을 모두 網羅할 수는 없으므로， 여커에서는 各

類型의 理論과 模型들을 紹介하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地域成長理論 및 模型定立方向

을 살펴보고자 한다. 

第 2 節 閒錯的 記述的 模型

本 模型은 H. Siebert가 體系化한 理論￡로서 地域成長은 地域의 生塵을 增大시 키 기 위 해 

資本， 勞動， 土地， 技術 및 社會制度와 같은 훨素들과 짧數關係를 지닌다고 보고 한 地域

을 閒鎭的인 體系로 想定하여 定立한 模型이다 (2) 이 模型은 호間的인 摩撥을 고려하지 않 

고 있￡며 비교적 短期的 밟長을 說明한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生塵몇素間의 時

差블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示浚를 주는 模型이다 g휠業部門 및 生塵과 所得의 

分配的 {則面을 區分하지 않고 地域全體로서의 總量的 接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理論的

說明에 불과할 뿐 寶錢的이고 計定的인 具體性은 결여되어 있다는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O=!(K, L , Q, Tr , T , 80) (1) 

O=!(K, L , Q, {TrK , TrL, TrQ} , T , 80) (2) 

1-10 t= !(Kt- l, L t- 1, Qf-l, T rt-1 , T t- 1) (3) 

Kt=Kt-1 + t-1dKt ‘ (4) 

dO=!(dK, dL , dQ , dT, dTr) (5) 

t-1dOt+1 =tOI+1- t-10 t 

t-1dOt+l=!(t-1dKt, t-1dLt, t-1dQt , t-1dTrt , t-1dTt) 

t-1dKt= !(t-1Jt, t-18t) 

1-18t= !(t-2 Y t- 1) 

y=p+w 

t-18t=t_/8t+t_1W8t 

t_1W8t=!(t_2 Wt- 1) 

t-/ 8t= !(t-2Pt-1) 

t-2Pt-1=!(t-2Yt-1, 1)) 

t-2 Wt- 1= !(t-2 Yt- l, 1)) 

(6) 

(7) 

(8) 

(9) 

(10) 

(1l) 

(12) 

(13) 

(14) 

(15) 

(2) Horst Siebert, Regional Economic Growth: Theory and Policy, Scranton, Penn. , InternationaI,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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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 f(rt-l) 

O=f(K) : f(O) =0, 1'>0, f"<o 

η=f(Kt) 

dL=f(dB) 

t-ldLt= f( Wt- 1) 

O=f(L) , f'>o, f"<o, k=constant 

’E=f(R) 

E= ’E+aE 

R=f(O) 

dT= f(E , S, 6) 

dya=f(dO, dD) 

dya<dO 

dya<dD 

dya=min(dO , dD) 

t-ldDt+l =t-ldCt+l + t-1dJt+l 

t-1Ct=t-/C, + t_1WCt 

t-ldJ'+l =tJt-l- t-1Jt 

0=地域總生塵

K=資 本

L=勞 動

Q=土 地

Tr=交通立地

(TrK=資本의 接近性 TrL=勞動의 接近性， TrQ=土地의 接近性)

T=技 術

80=社會體系

8=財 홉 

J =投 資

y=地域所得(ya=實質地域所得)

p=利 潤

W=質 金

r 利潤率

B =Á 口

E=技術후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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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計劃的 技術華新， "E=獨立的 技術華新)

e 減價慣최]率 

C=消費 (PC=flJ潤의 消費， wc=質金의 消、費)

d =限界f直

時差 (time lag) 

第 3 節 開放的 記述的 樓휠 

本 模型은 Stockholm 都市經濟成長模型으로써 (3) 地域經濟를 家計部門， 企業部門， 政府部

門， 輸出入部門A로 細分化시켜 다루고 있어 分配地域的인 測面에서 說明力이 높다고 보여 

진다. 計量經濟學的인 接近ξζ로써 輸出入 部門을 導入하여 開放體制를 전제로 하고 있￡나 

地域間의 生E흘흉용素와 所得의 移出入 및 호間的 摩據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어 地域成長模型

￡로서는 制約이 많다고 생각된다. 

地域의 家計所得 및 分配

Yhj =(Whj + Whjt)X; 

Y j =I:; Y hj 

Y j =(Wg+W;t)X; 

Y h =I:; Yhi十 Y hG + Y hE + I:; Y hK 
K 

Y hG= Y hG, + Y hG, + Y hG, 

Y hE= I:;eh 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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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h=Yh-Th 

Th =U• Y• +Üh/ 

Ydh=Ch+Dh+Mh+Sh 

Ch =Ch Ydh+Cht 

Dh =dhYdh+dht 

Mh =ηZhYdh十 iñht

Cih =C,hCh+Ciht 

C'h =cihch(l-üh) Y h+ (Cih+CihCh-CihC싸h) t 

地域의 企業所得 및 分配

X j - Y;=XNj 

X Nj= (1 -Wj-Wjt)X; 

I:;X Nj= I:;(1 -w;-ψjt)Xj 

XNN= I:; (l -w,-W;I)Xj 

(14) 

(15) 

(16) 

(17) 

(3) Roland Artle, The Strιcture 0/ the Stockholm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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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x , 

X iN= I:,adXj 

X iN=ãjNt+a,NXNN 

X jN=ã,Nt +a,N2: (l-wj-wJt)X, 
1 

X iN=ãiNt + a,N I:, (1- α'J-i강Jt)Xj + I:,ai,X , 
XT=ãTNt+aTN(XNN) 

XS=ãSNt +aSN (XNN ) 

I:,aiN +ãTN+ãsN=O 

(1 -ψ，t-αIj) (1- I:,a,N-aTN-aSN) - 2:a,,=O 

Xi=XiN + X jc + E, + XiCX,j- M‘ 

輸出 및 輸入과 分配

M,=miXNN 
E. 
호~=e~ 

E,=E, (Z!, Z2, "', Zk) 

政府收入 및 支出計定

T=Tq+ I:,Th+XT 

G=Gá I:, YhGáG2 + I:, YhG2 +G3 + 2: YhG3 +G4 

G1=Jt+ 2: fh Yhj 
h ,; 

X ,c=p,G1 +qjG2+πG3+"G4 

1=ε~- 2:XN-I:，~-2:~-~-~-~-~+I:，U 

X ;1=b;1 

h=家計(h=l ， 2, 3) 

i， j=塵業 (i， j=l ， 2, ...... n) 

t=時 差

Yh，=j옳業에 從事하는 h階層家計所得(j=1 ， 2, ...... n) 

XJ=j塵業의 總生塵

Yh=h階層家計의 所得(h=l， 2, 3) 

Xhc=h階層家計에 대 한 政府로부터의 所得

YhE=h階層家計에 대 한 域外로부터의 移轉所得-域外로의 移轉所得

YhK=h階層家計에 대한 다른 階層家口로부터의 移轉所得(K=l ， 2, ...... η) 

Yhc ，=h階層家計 政府從事者에 대 한 貨金

YhC2=h階層家計 軍人 또는 類似從事者에 대 한 貨金

Yhc，=h階層家計 政府로부터 의 移轉支出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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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써=h階層家計의 可處分所得

Th=h階層家計의 政府에 대 한 脫金

Ch=h階層家計의 地域內 總支出

Dh=h階層家計의 家計間 移轉支出

Mh=h階層家計의 地域外 總支出

Sh=h階層家計의 總용f뽑 

Cik=h階屬家計의 ig흥業에 대한 支出 (i=l， 2, ...... , π) 

XJ=j塵業의 總生塵

XNj=j塵業의 總生塵에 서 家計에 대 한 支出을 뺀 나머 지 生塵

XiJ=i塵業으로부터 j塵業에 로의 授入 (1-0 Table의 中間授入)

aiJ=i塵業으로부터 j塵業에 로의 授入係數

XT=企業이 내 는 脫金 및 租脫外 負擔

Xs=企業뽑홉(社內留保 및 감가상각적 렵 금) 

XNN=中間投入 企業이 내 는 脫金 및 租脫外 負擔

Xi=i훌業總生塵 

X，N=i塵業의 中間援入 및 域外 輸入

Xic=i塵業의 地域內 總消、費支出(地域生塵+域外輸入)

Ei=i훌業의 域外輸出

XiG=i塵業에 대한 地域內 政府支出

Xil=i塵業에 대한 地域內 資本投資(tE庫增加包含)

Mi=i塵業에 대한 域外로부터의 輸入

Z!, Z2, …， Zk=輸出에 影響을 미 치 는 變數

T=總租脫收入(中央政府+地方政府)

Tg=政府間 移轉支出

G=總政府支出

G1=非國防政府支出

G2=國防政府支出

G3=政府로부터 企業으로의 補助 및 移轉支出

G4=公共拖設등 政府의 資本形成에 대 한 支出

I=總資本形成支出

7 

Whj , Wh j, eh, Uh, Ùh, Ch, éh, dh, àh, mh, iñh, Cik, éik, W;, ψJt ， aiN, ãiN, ãTNt, 

aTN, δSNI， aSN, mi, 11, 좌， þi, qi, ri, Si, bi=常數

where, "E,Pi, "E,q‘’ "E,ri, "E,Si, E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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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開放的 空間的 模型

本 模型은 한 都市內에서의 土地利用과 題購을 바탕￡로 하여 通行發生을 據測하고 또한 

通行發生과 關聯된 制約條件이 土地利用 및 훌爛을 다시 決定한다는 가정 위 에 定立된 模型

이 다. 녀) 따라서 本 模型은 地域成長에 影響을 미 치 는 資本 • 技術 등의 生塵훨素를 導入하지 

않고 있￡며 塵業部門을 小賣部門과 基盤部門으로 二元化시켰다는 점에서 說明力에 커다란 

限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호間的인 摩據의 職念을 地域成長理論 및 模型定立에 원용 

할 수 있다는 點에서 많은 示浚를 줄 것 o 로 보여진다. 

AJ=A~+Ar+A:+Af 

Ek=akN 

(1) 

(2) 

(3) k_ Lk r ;... ( C"Ni \ 1 E?=bk | 흥t\ ;.;y )+dkEJ J 

Ek=짐Et (4) 

EJ=Ef+흩lEf (5) 

Af=앓e" EJ (6) 

E η
 
S 

낌
 

” 

다
 

“ 
N 

(7) 

Nj=gI:; 환r (8) 

N=힐Nj (9) 

制約條件

E설Zk or E~=O 

NJ 츠Zf Af 

Af드A;-A7-AY 

(10) 

(ll) 

(12) 

A=土地面積

E=훌觸A口 

N=Á 口

T=通行發生

Z=制約條件 (constraints) 

(4) Ira S. Lowry, A Model 01 Metropolis, The Rand Corporation, Memorandum RM-4035-RC, 
Santa Monica, 1964. 



地城成長 및 交通시 스템 分析 模型開發에 關한 짝究 

u=開發不可能土地

R=小賣部門

H=住居部門

B=基盤部門

k=小賣部門의 業種區分

m=小賣部門의 業種別 業體數(k=l， 2, "', m) 

i，j=地區(對銀地域內 分析單位地區)

η=地區數Ci=l ， 2, "', π ; j=l , 2, ''', n) 

a, b, c, d , e, j , g=係數

第 5 節 우리나라 地域成長理論 및 模型

9 

우리 나라에 地域經濟學 내 지 地域開發理論맑究가 體系的ξL로 이 루어 진 지 20年이 가까와 

오고 있다. 1968年 地城經濟學 講座가 서 울大學校에 開設되 었￡며 美國을 중심 우로 地域學

내지 地域開發計劃과 關聯된 맑究 및 學位를 마치고 돌아온 學者도 적지 않다. 이와같은 짧 

은 地域짧究의 歷史속에서 地域成長을 說明하려는 記述的 模型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政策

立案을 뒷받침하는 理論的 뒷받침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輸出基盤理論(export base theory) (5) , 變移劉當理論(shift-share analysis) (6) , 地域乘數

理論(regional multiplier) (7) , 地域間 또는 地域塵業聯關分析 (inter-regional or intra-regiona1. 

input-output analysis) (8) 퉁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輸出基盤理論 또는 經濟基盤理論

(economic base theory) 이 지니는 短點으로는 地域成長이 外在的 훨素에 의해 결정되어 진 

다는 -面的 接近의 缺點， 즉 地域成長은 域外에 輸出을 많이 하면 펀다는 單純理論이라는 

점이다. 輸出基盤理論은 어떻게 城外로 輸出을 많이 할 수 있S며 地域內의 生塵훨素들이 

어떠한 投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說明力이 부족하였다. 

變移害O當分析은 地域의 成長은 成長하는 塵業이 地域에 立地하었을때 이루어진다는너무 

나 明白한 論理에 기초하고 있으며， 地域의 E홍業構成의 混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地域의 成長이 決定된다는 結果的 解說은 可能하나 因果的 關係를 설명하지 옷하는 弱點을 

지니고 있었다. 制約된 범위내에서 地域乘數理論의 훨入이 있었고 地域間 塵業聯關分析을 

위한 많은 노력이 碩注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는 地域成長에 대한짧究가 極히 不

(5) C. W. Tiebout, The Community Ecoηomic Base Study,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62. 

(6) H.S. PerIoEi, E.S. Dunn, E.E. Lampard and R.F. Muth, Regions, Resources aηd Economic 
Growth, Johns Hopkins Press, 1960. 

(7) H. W. Richardson, Regional Economics, Praeger, 1969, pp. 254-259. 
(8) W. Leontief,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in To Barna (ed.) , StructuralI:ηterdepeη· 

dence and Economic Developmeηt， MacMillan, 1963. 

團土開發~究院， 1980年 地城옳業聯關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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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한 펀이며， 우리 나라 地域成長을 說明할 수 있는 長期的， 規範的， 호間的 理論과 模型

은 未開*Ei分野이다. 이는 理論이나 模型의 分析的 能力의 不足에 있었다기 보다는 地域情

報體系의 不足과 地域成長에 대한 심각한 없究意愁의 缺Z에도 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우 

리 나라의 한 地域이 왜 다른 地域보다 빨리 成長하었고 停游하었느냐에 대 한 理論的 說明

이 可能해 질때 우리나라 地域成長政策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을 것￡로 보여진다. 

第二章 交通시스댐 分析을 위한 個別行態模型맑究 

第 1 節 F흙 論

전통적인 도시교통계획과정이 택하고 있는 표준적 교통수요모형은다음과 같은결정을 안 

고있다. 

‘ CD 기본적￡로 비행태척인 모형이다. 전통적 모형에서는 초사시점의 현황을 재현하는 것 

이고 통행자 상황의 변화나 교통환경에 있어서 경쟁수단의 출현이 통행결정에 미치는 영향 

은 거의 파악되지 않는다. 

@ 교통수단선택모형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지향척이지 뭇하다. 정책결정자가 통제 

할 수 있는 변수의 영향이 통행유출과 유업모형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수한 경우 통행배분 

모형에 극히 제한적A로 반영될 정도이다. 그리고 교통체계의 성과와 통행빈도 및 목적지 

선택과의 상호작용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 

@ 하루중 통행시각의 결정에 관해서는 거의 모형이 시도되지 않고 있다. 

@ 개인교통노선 배정모형이 배정노선의 용량을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제외하면 균 

형개념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 표준적 방법은 통행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해 촌별 집합(zonal aggregates) 자료에 업 

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중 많은 정보가 무용화 되고， 행태적 내용이 사상됨으로써 모형 

의 결과를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 교통수요모형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여러방면에 

서 시도되고 있다. 그중 유망한 한 가지 방볍은 소위， ‘개별적 • 행태적 • 확률적 교통수요모 

형방법’이다‘ 애} 이러한 접근방법은 전통적 교통계획과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유 

망한 새로운 모형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통수요모형을 개별행태와 정책반응적 연구목적에 적합토록 하기 위해서는 행태이론에 

업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모형의 정산(整算)을 위한 기본척 

관찰단위가 전통적 교통계획에서와 같은 촌이 아니고 개인 통행자엄을 뭇한다. 그러나 본 

모형도 일련의 모수 (parameter)로서 안구집단의 특성을 표시한다는점에서는정합모형인 것 

(9) Stopher, P.R. and A.H. Meyburg (ed.) , Behavioral Travel-Demaηd Model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 197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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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행태적’이라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본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행태를 취급하는 두가지 학문분야 -소비자 행태의 경제이론과 선택행태의 심리학 

-에 주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본 모형은 통행선택상황하에서 결정변수의 확 

인에 관한 가설은 실증적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확률적’이 

라는 것은 본 모형은 어느 통행자 또는 잠재적 통행자에 대해 특정통행 결정에 있어서 가 

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확률의 결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교통모형에서 확률적 선택모형의 최초의 시도는 Warner(l962) 에 의한 교통수단 선택모 

형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며(1이 그 이후 Quarmby (1967) , (11) McFadden (1968) , (12) 

Rassam (1971) 등을 거 쳐 다항분포모형 (multinomial model)으로 발전되 었다. Warner의 연 

구는 교통수단 선택을 개별적 통행관찰올 기초로 확률적 흑은 스로캐스틱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는 1956년의 CATS 조사에서 수집된 개별통행자료를 사용하여 

출근통행과 비출근통행에 있어서 2수단간 선택 (binary choice)모형을 정렵하였다. 그는 2 

수단간 선택 로지트 모형을 위하여 처음에는 선형판별함수(linear discriminant functíon)를 

사용하였고， 다시 비선형 회귀분석식부로 추정하였다e 

그 이후 수단간 선택모형의 시도로 San Francisco 자료를 이용한 McGil1irray (1967)의 건 

구가 있다 (13) 그는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명시적￡로 소비자 효용이론에 업각하여 유도하였 

고 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Rassam 등의 연구는 로짓모형을 대중교통수단의 선택문제 

에 까지 확장하였다(14) 그들은 Washington-Baltimore 치 역 에 서 콩항에 대 한 접 근 수단의 4 

가지 가능한 교통수단중 선택문제를 연구하였다. 본 모형은 최우도(maximum likelihood) 71 

법과 제약된 최소자승법에 의해 정산되었다 Rassam의 연구에서 충분히 거론되지 못한 문 

제 점 은 첫째 관찰대 상이 다른 경 우 대 안의 수가 달라지 는 것과 둘째 ‘무순위 ’ (unranked) 대 

안의 처리문제였다. 우순위 대안은 각 개언에 따라 자연적 결합을 찾을 수 없는 대안이다. 

다항분￡로지트모형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McFadden에 의해 발전되었다 (15) 

그는 Rassam 모형이 보다 일반적 모형의 한 특수한 형태에 속함을 보이고， 다중대안， 무 

(10) S. L. Warner, Stochastic Choice 0/ Mode η Urban 1 ravel: A Study in Bín ary Choic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2. 

(ll) D.A. Quarmby, “Choice of Travel Mode for Journey to Work," Joμrnal 0/ Transþort 
Ecoηomics and Policy, Vol. 1, No. 3 (1967) , pp.273-314. 

(12) D. McFadden, The Revealed Pre/erences 0/ a Goνernmeηt Bureaucracy, Technical Report 
W-17,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68. 

(13) R.G. McGillirrary, Binary Choice 0/ Transþort Modes i:χ the Saπ Francisco Bay Area, Ph.D. 
Dissertation, (Dep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1967. 

(14) P. Rassam, R. Ellis and J. Bennett, “The N-Dimensional Logit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Highway Research Record 869, 1971, pp.135-47. 

(15) D. McFadden, Conditional Logit Analysis 0/ Qualitatiνe Choice Behavior, Working Paper 
No. 199!BART10, Berkeley, 1973; reprinted in P. Zarembka (ed.) ,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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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대안 그리고 관찰대상에 따라 대안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第 2 節 心理學的 選擇理論어| 의한 行樓模型

심리학 내지 계량심리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효용의 평가에 기초를 두고 있지 

만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의 식별에는 최소분산이 존재하고 

또 선호는 동태적 변화를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6) 교통 선택에서 이러한 가설을 적용 

하면， 개인의 교통션택은 대안간 서비스 수준의 비교와 개인적 특성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고 전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결정은 확률의 기본법칙을 이용하여 선택확률의 모 

형 o 로 정렵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a로 말해서 각 개인은 교통의 결정 또는 선택 

에 있어서， 특정한 수단과 노선을 이용한 특정한 목적지에의 통행결정은 그 통행목적을 위 

한 대안간의 효과를 자기 나름대로 병가하여 결정한 확률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모형정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2가지 기초를 심리학적 산택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 선택의 확률을 예측하는 데 펄요한 변수의 수는 유한하고， 인간의 식별한계에 정근적 

오로 접근한다. 

@ 선택대 안이 주관적 특성에 있어서 동등해진다면， 선택확률은 1/π에 접근한다(n은 대 

안의 수) 

이러한 가설을 개념적 블로하여 대안간 구체적 선택을 결정하는 확률모형을 정립할 수 있 

다. 앞에서 각 대안의 효용은 각 대안의 션돼확률을 추정하는 기초가 됨을 지적하였다. 통 

행 행 태 이 론에 대 한 심 리 학적 접 근은 Luce의 비 관련대 안의 독렵 성 (Independence of Irrele

vant Alternatives)의 公理에 기 초를 두고 있다(17) 여 커 서 각 대 안 j는 그 대 안의 계 수 

(attribute) X}로 구성되고 개인의 계수(또는 특성 ) S.껴에 의해 조정되는 효용 U쩌를 갖는다 

고 가정한다. 

U쩌= U(Xj , Sm) (1) 

각 개인이 각 대안에 대한 그의 효용크기에 의해 선택의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효용은 

정확한 값을 갖고 또 ‘측정가능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일반적무로 효용이 큰 대안은 다 

른 대안에 비해서 선택될 확흘이 클 것이다. 즉 선태확률과 효용의 사이에는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효용이 정확한 값을 갖고 또 측정가능하다는 가정에 업각하고 있 

다는 점 에 서 이 는 고유효용모형 (strict utility model) 이 라 부를 수 있다(18) 

선택확률과 효용의 사이에 직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면， 확률의 비율은 효용의 

(16) R. D. Luce and P. Suppes, “Preference, Utility and Subjective Probability" in R. D. Luce and 
Others (eds.) , Handbook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3, New York: John Wiley, 1965. 

(17) R. D. Luce, Lηdiψidual Choice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1959. 
(18) Luce and Suppes,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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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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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Pf=개인 m이 각각 대안 i 또는 j를 선태할 확률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Luce의 공리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비관련 대안의 독렵성의 공 

리는 어느 한 대안의 다른 대안에 대한 상대적 확률은 (양대안이 모두 零이 아닌 선택확률 

을 갖는 경우) 그 속에 다른 대안의 추가적 존재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를 

식 ￡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갚다. 

F잔떤펴L ~m Ci I i , j , k, ... ) 
pm(j I i,j) - pm(j I i , j , k, ... ) 

싫
 -
찌
 

γ
 씩
 -
γ
 

4 
α
 -
α
 따라서 Luce의 콩리 는 식 (2)의 주장을 지 원하고 더 나아가 확률의 비율은 고려 중인 2개 대 

안간 효용의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음을표시하는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효용에 대한 함수형태는 일반성흘 잃지 않고 식(4)와 같은 지수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지수함수는 대안의 계수 X;의 

U(X;, 8m) =exp(V(X;, 8m)J 

한계효용을 보이는 고전적인 

(3) 

(4) 

터효용곡선 (convex uti1ity curve)과 부합 

(5) 

변화에 대해 체감적 

펀다. 따라서 식 (2)는 식 (5)로 표시 할 수 있다. 

걷L. exp(V(X，‘，8，찌)J 
Pjm - exp(V(Xj, 8m)J 

만일 고려대상의 대안이 2개뿐이라면， 양대안의 선택확률은 다음과 같다. 

P'f'- exp(V(Xi ,8m)J 
exp[V(X;, 8m)J +exp[V(Xj, 8m)J 

P'J'= exp(V(Xj,8m)J 
j- exp[V(X;，8，꺼)J+exp(V(Xj， 8m)J 

만일 식 (6) 이 X에 대해 선형함수라고 가정한다면， 위 식을 다음과 갚아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 

(6) 

P'!'=~xp[V(X，‘ -Xj， 8싸)J 
,- 1 +exp[V(X;-Xj, 8m)J 

이 상의 식 은 표준적 인 2項 로지 트(binary logit) 모형 이 다. 

대안이 J개라면， 대안 i를 선택할 확률은 식 (8)과 같다. 

exp[V(X;， 8써)J 

ζ exp(V(Xj, 8 71)J 
j=l 

〈η

만일 개인 ηtOl 고려할 수 있는 

1 
l+exp(V(X;二X;;Si)jP? 

(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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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은 표준적인 다항로지트 (multiple logit) 모형이다. 따라서 다소 포괄성있는 효용개념 

에 Luce의 공리를 적용한 결과 개별행태통행수요모형이 유도되었다. 

여기서 선형함수의 가정은 의사결정을 위한 비교기반￡로서 대안별 특성의 차이를 정의 

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積의 형태를 가정하면 그 차이는 특성의 비율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형외 형태가 가장 일반적부로 통용되는 가정이다 (19) 

이와같은 선택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안의 정의이다. 이론전개에 앞서 우리는구 

분되는 대안의 존재를 가정하였고， 대안의 구분은 본 연구의 영역 밖이었다. 그러나 대안의 

경의에 따라 선랙확률은 비현실적부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송용차를 선택하는 경우에 

차종을 A와 B의 2가지 대안만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만일 어느 개인이 차종 A를 

선택할 확률이 B에 대해 식 (9) 에서와 같이 1. 5배나 크다면， 이들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P A=O. 6, PB=0.4이 다. 

P A _ U(XA,S) 
予도= U(X강S) =1. 5 (9) 

그러나 이제 차종 B에 있어서 기존의 초록색 차량 이외에 빨강색 차가 고려대상에 추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자. 차종 B의 빨강색 차는 세번째 대안이므로， 공리에 의해 식 (9)의 관 

계는 불변이다. 그러나， 차종 B의 초록색과 빨강색에 대한개인의 선호는 무관하다고 가정 

하더라도， 양 대안에 대한 새로운 상대적 확률이 정의된다. 즉 빨강잭 차의 대안을 C로 하 

면 다음식과 같다. 

nU 

FD 

‘
딘
 뉘
 

m
획
 
한
m
 

γ
%흙
 γ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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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π
 α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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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 

E
“-E (10) 

식 (10)은 식 (9)와 함께 각 대 안에 대 한 선택 확률을 PA=0.428, PB=0.286, Pc=0.286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전제한 개인의 차빛깔에 대한 선호는 없다는 가정에서， 

커대되는 결과는 PA=0.6, PB=0.2, Pc=0.2인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대안의 정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第 3 節 消費者選擇理論과 行態模型

소비자선택에 관한 전통적 이론은 소위 개인의 효용극대화 이론이다. 개인 소비자는 경제 

척 합리성에 입각하여 선택을 행하고 그것은 자원제약조건하에서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선 

택을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련의 상품￡로부터 소1ol1 행태가 결정되고， 그 

수요량은 연속변수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이론은 유한한 대안집단에서의 선택을 

고려하고， 대안들은 모두 상호배반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 

청하는 것이다. 

(19) Stopher and Meyburg (ed.) , op. cit.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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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이론에 기초하여 선택확률을 결정하는 모형을 정립하키 위하여， 개인 a가 고 

려하는 대안은 j=l , ... ， J，이고， 각 대안의 관찰가능한 특성(또는 計數) 벡터는 Xj, 그리고 

개인의 관찰가능한 경제사회적 특성의 벡터블 S라 하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효용함수를 식 

(ll)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본 식에서 

U=U(X, S, e) (ll) 

e는 각 대안의 관찰되지 않은 모든 특성벡터와 관찰이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표시하는 

변량효과(random effect)를 표시한다. 따라서 효용함수의 값은 스토캐스틱하게 될 것이다. 

식의 표현을 간략화하기 위하여 위의 식에서 변량효과 g를 제거하고 식 (12)로 표시하연， 관 

찰된 특성과 대안이 동일한 모집단a로부터 추출된 개인일지라도 효용값이 확률변수에 따 

라 결정되는 획-률함수 (random function)로 정의할 수 있다. 

U-U(X, S) (12) 

만일 개인이 대안 i블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함오로써 그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경우 

이다. 

ξ즈 

" 
U(Xi , S)>U(Xj, S) for j~i， j=l , ... , J (13) 

이러한 효용의 값은 스로캐스탁하기 때문에 식(13)의 조건이 척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뚜 

확률로서 표시된다. 

Pj=Prob(U(X" S)>U(Xj, S)J for j추 i， j=l , ... , J (14) 

여기서 Pj는 곧 대안 i의 선택확률안 것이다. 스로캐스틱 효용함수 U(X， S)는 일반성 있게 

항상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U(X, S)=V(X, S) +e(X, S) (15) 

여기서 V는 非스로캐스틱한 사람의 대표적 취향을 나타내는 항이고 ε는 스토캐스틱한 사 

람의 개별적 취향과 대안별로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V는 고유효용 (strict 

utility) 이 라 하고 S는 확률효용 (random utility) 이 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식 (14) 는 다음 

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Pi=Prob [e (XJ, S) -e(Xj, S)<V(Xj, S) - V(Xj, S)J 

for j~i， j=l, …, J (16) 

식 (16) 은 심 리 학분야의 고유효용모형 과 비 교하여 확률효용모형 (random utility model) 이 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cþ(tl , ... , tJ) 를 확률효용(e(X1，… ， S) ， ... , e(Xj, S)J의 누적분포함수로 

표시 하고， cþi를 i항에 대 한 ￠의 드함수라 하면 식 (16)은 다음의 관계 를 보인다. 

P i= J=}‘(t+ V,- V 1, ... , t+ Vi- κ)dt (17) 

여 커 서 Vj=V(Xj ,S) 

식 (17)은 선택모형외 수학적 형태는 변량요소(random element)~ 결합문￡에 딱략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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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상의 확률함수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스로캐스틱 효용 

함수U(X， S) 에 관한 명시적인 함수형태와 확률분포를 먼저 가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형태로서 확률함수가 선형적， 로지트， 프로비트인 경우를 2항선 

택의 경우에 설명하고， 이를 다시 다항선택의 경우까지 확장할 수 있다 (20) 

第 4 節 2項選擇模型과 多項로지트模휠 

개인이 두 대안(j=1 ， 2)중 하나를 선태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안 1을 선택할 확률은 식 

(17)에서 다읍과 갚이 표시할 수 있다. 

P 1= J=_(f!I (t,t+ V(Xl, S)- V(횡， S))dt (18) 

여기서 ￠는 스토캐스틱 효용함수의 확률 요소 e(X1, S)와 e(X2, S)의 누적결합분포함수이다. 

이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확률요소의 差， e(X2, S) -e(X1, S)의 누적분포함수 G를 도업 

하면 식 (16)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P 1=G(V(Xl, S)- V(X2,S)) (19) 

여커서 함수 V와 G의 형태는 개인선택 행태에 관한 이른과 계산의 용이정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V가 다음의 일반적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V(X, S) =Zl (X, S)껴l+ ... +Zk(X, S)ßk 

=Z'껴 (20) 

여기서 

Zk(X, S)=미지의 모수가 없는 경험적 함수 

Z' =Zk 함수의 行벡터， 즉 (Zl， "', Zk) 

껴 =마지모수의 列벡터， 즉(껴1，…껴k) , 

이처럼 V가 모수벡터 껴에 대해 선행함수라는가정은통계적 추정과 해석에 큰 도움을 준다. 

식 (19) 에서 누적분포함수 G는 V의 범위를 0에서 l까지의 확률값￡로 변환시키는 증가함 

수이다. 이 분포의 모수는 일반적으로 Xl , Xz 그리고 S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G가 X l, X2 

그리고 S와 독렵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청은 특히 확률변수 e(xl， s)와 e(xz, s) 가 서로 

독립적이고 Z와 s의 값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요구와 부합된다. 이러한 가정은 특히 경험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만일 분포함수 G가 V의 정의역에 대해 선형함수라고 한다면 선형함수로서 식 (21)을 도 

출할 수 있다. 

P1= (Z(X1, S) -Z(Xz, S))'ß (21) 

(20) T.A. Domencich and D. McFadden, Urbaη Traνel Demand: A Behaνioral Aηalysis， Amster' 
dam: North-Hol1and Publishing Co. , 1975,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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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식을 실례로서 설명하면 ， Pl을 버스와의 비교에 있어서 승용차를 

하고， 다음의 4변수를 이용하여 식 (2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P1=ßITa-ß2Tõ+껴3I+ß4 

r Ta ; 승용차즐 택할 경우 승용차 통행시간 
Zl= ~ 

lo ;버스를택할경우 
r 0 승용차흘 택할 경우 

Z2= ~ 
l T õ ; 버스를 택할 경우 버스통행시간 

r 1 승용차를 택할 경우 개인의 소득 
Z3= ~ 

lo 버스를 택할 경우 

[l 승용차를 택할 경우 
Z4= ~ 

lo ; 버스를 택할 경우 

17 

선택할 확률이라 

(22) 

여 기 서 계수 껴，는 소득수준의 변화나 승용차와 버 스의 통행 시 간변화가 승용차 선택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낸다. 상수항 &는 실제로 승용차수단의 假變數(dummy variable) 에 

대 한 계 수이 고， 계 수 껴3는 소득과 숭용차 수단의 假變數와의 積S로 형 성 된 상호작용 변수 

의 계수이다. 식 (21)의 형태로 볼 때 경제사회적 변수는 대안간 값이 통일하지 않은 변수와 

의 상호작용올 통해서 만 반영 이 가능하다. 

P, 

V=(Z(X l, S)-Z(X2, S))'ß 

〈그림-1) 양측 요기브 곡선을 주는 누적확률분포 

Normal: G(V)=φ(V)=-추~- rμ-1'/2dt 
μ(2π) J-~ 

Logistic: G ( V) =콰감 

Arctan: G(V)=~tan-l(V)+융 

식 (21)에 있어서 함수의 값은 단위구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타당성이 안정된다. 따라 

서 이러한 제약을 가하면서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품제점이 있다. 

따라서 선형함수 대신에 함수 G는 실션을 0-1 구간a로 寫像시키는 오커브(ogive) 형태3 

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척으로 사용되는 오커브의 3가치 형태는 정규， 로치 스틱 (log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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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3개 오기브 모형의 선태확율 비교 

Argument Logit' Probit Arctanb Logit-Probit I Logit-Arctan 

0_0 0_5 0.5 0.5 0.0 0.0 
0.2 0.5791 0.5792 0.5781 -0.0001 0.0009 
0.4 0.6543 0.6554 0.6479 -0.0010 0.0064 
0.6 0.7226 0.7257 0.7052 -0.0031 0.0173 
0.8 0.7818 O. 7881 0.7504 -0.0062 0.0314 
1. 0 0.8314 0.8413 0.7856 -0.0099 0.0457 
1. 2 0.8715 0.8849 0.8132 -0.0133 0.0583 
1. 4 0.9032 0.9192 0.8351 -0.0159 0.0681 
1. 6 0.9277 0.9451 0.8527 -0.0174 0.0750 
1. 8 0.9464 0.9640 0.8671 -0.0176 0.0792 
2.0 0.9605 0.9772 0.8791 0.0167 0.0813 
2.2 0.9709 0.9860 0.8892 -0.0151 0.0817 
2.4 0.9787 0.9918 0.8978 -0.0130 0.0809 
2.6 0.9844 0.9953 0.9052 -0.0108 0.0792 
2.8 0.9886 0.9974 0.9116 -0.0087 0.0770 
3.0 0.9917 0.9986 0.9172 -0.0069 0.0744 
4.0 0.9983 1. 0 0.9373 -0.0016 0.0609 
5.0 0.9996 1. 0 0.9496 -0.0003 0.0500 
6.0 0.9999 1. 0 0.9579 0.0 0.0420 
7.0 1. 0 1. 0 0.9638 0.0 0.0361 
8.0 1. 0 1. 0 0.9683 0.0 0.0316 
9.0 1. 0 1. 0 0.9718 0.0 0.0281 

10.0 1. 0 1. 0 0.9746 0.0 0.0253 

a The logit formula (normalized to have the same slope at zero as the standard normal) 
is P= l! (l +exp( -2x ν걷과) J}. 

b The arctan formula(normalized to have the same slope at zero as the standard normal) 

is P=강 1+ 」π~tan-lCx 、I(π/2)J.

그리 고 코시 (Cauchy)의 누적 분포이 다. 청 규분포는 다음과 같은 확흘함수를 낳는다. 

Fj=φ (ß'Z(XJ, S) - ß'Z(X2, S)) 

여기서 φ는 표준적 누적정규분포이다. 

(23) 

식 (23)은 2항프로비트확률모형이라 불린다. 코시분포는 다음과 같은 확률함수를 낳는 데， 

식 (24) 는 뺑正接 확률모형 (arctan probability model) 이 라 부른다. 

1 1 1 F1=τ+ ~ tan- 1 (껴'Z (X2, S) - ß' Z (Xj , S)) (24) 

로지스틱분포는 식 (25)의 확률함수를 주는 레， 이는 2항로지트확률모형으로 불린다. 

F， ←-보 (25) 
l+exp떠'Z(X2， S\ D' '7 (γ C\ 「

식 (22)의 예제를 2항로지트모델과 비교하기 위해 누적로지스틱분포의 역변환(inverse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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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mation)을 거쳐 적용하면 식 (26)과 같다. 여기서 P1은 송용차 선택확률을 나타내고 Ta 

log [문한 ] =ß1Ta-ß2TÕ+ ß3I+ß4 (26) 

는 승용차의 통행 시 간 Tb는 버 스의 통행 시 간， [.는 소득수준을 표시 한다. 

〈表-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항선택의 표로버트， 짧正接 그리고 로지트의 3개 요 

형은 확률값이 0이나 1에 아주 가까운 범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 프로비트모형이 

극값에 가장 신속히 접근하고， 역청정모형이 가장 더디게 접근한다. 실제로 표로비트와 로 

지트 모형에 있어서 확률값의 최대펀차는 0.018에 불과하여 경험적 연쿠목적에는 거의 동 

등한 효과를 갖는다. 한펀 로지트모형은 폐쇄적 함수형태를 갖기 때문에 계산과정이 펀리한 

장점이 있다. 프로비트모형을 채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적 노력에 비하여 로지트 모 

형의 다탕정이 높음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21) 

다음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행태이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로지트모형의 이론적 

기초를 보다 엄밀히 검토하고， 다항선태모형으로의 확장을 보이고자한다. 다항선택 (multi

ple choice)의 경우에는 계산작업의 용이성과 스토캐스틱 구조의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모형은 현재까지 로지트모형 뿐이라는 첨을 결국 알게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정의 기초는 

어떠한 분포를 갖는 독렵적 확률변수의 差는 로지스틱 분포를 갖는확률변수가되는특수한 

통계분포의 구성에 있다. 

이 러 한 성 질을 갖는 확률변수로서 식 (27)의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 ej는 Weibull 분포를 

// ~、
\ 갱규분포 
、、 /평균치 =0.5 
、/ 분산=1 

\ 
\ 

\ 

Prob(e; 등eJ=e-，-<e+a) 

여기서 a=파라메타 

‘ cþ(e) =e-<e+α)exp( -e-<e+")J 

j ‘ · ’ n 
U 

0.3 

0.2 

Weibull 분포 

최반치 =a=O 

평균치 =0.575 

분산=1. 622 

0.1 

0 
-4 

---

(27) 

(28) 

-3 -2 -1 0 2 l 3 4 

〈그립 -2> 정규분포와 Weibull 분포의 도수함수 

(21) M.G. Richards and Moshe E. Ben-Akiva, A Disaggregate Travel Demand Mode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75,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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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식 (28)은 동분포의 度數困數(frequency function)를 나타낸다. <그렴 -2)는 Weibull 

분포함수와 정규분포함수를 보여준다. Weibull 분포에 있어서 모수 a는 최빈도(mode)와 

평 균값을 결정 하고 분포의 형 태 (shape) 에 는 영 향을 마 치 지 않는다. 다항 (mu1tinomial) 분포 

의 경우 Weibull 분포만이 갖는 중요한 특성￡로서 다음의 정리가 유도된다 (22) 

〈정리〉 만일 i=l, "', n에서 확률변수 Sj가 모수 aj를 갖는 독렵적 Weibull 분포를 갖는 

다면， 

@ 모든 실수 ψ에 대해 6j+ψ는 Weibull 분포를 갖고， 이의 모수는 aj-ψ이다. 

@ 폈￡Si는 Weibull 분포를 갖고， 이 의 모수는 -log낄e-CH이 다. 

A v,-a, 
@ Prob(ψ1+ Sj늘ψ2+ S2J=ev펴써2-0:2 (29} 

... v,-a. 
@ Prob(v1 +S1늘ψj+Sj， for i=2, …, nJ= " .. (30) 

” I:: e"'-αl 

Weibull 분포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첫째 다수의 독렵적인 Weibull 확률변수중 최대지 

는 다시 Weibull 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인 것이 다. 이 는 정규분도는 독립 적 정 규변수의 合이 

다시 정규분포를 갖는 점과 대조된다. 정규 분포는 合에 대해 안정적인 반면， Weibull 분 

표는 최대화에 대해 안정적이다. 따라서 확률변수의 合이 의미있는 문제에 있어서 정규분 

폭(표로비투) 모형이 적합하다면， 효용의 최대화가 기준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Weibull 

분포(로지 트) 5:-형 이 자연스럽 다고 주창할 수 있겠다. 

둘째의 중요한 특성은 식 (29)에서 제시된바， 2개의 독립적 Weibull 분포를 갖는 확률변 

수의 差는 2항로지 트분포를 갖는 것이 다. 

Prob(S2- 61듣ψ1-ν2J三G(Vl-ν2)=ev훤L-@2 (31) 

식 (31)은 효용이 독렵적 Weibull 분포를 갖는 스토캐스틱 성질을 갖는 경우 로지트모렐로 

연결됨을 보인다. 그것은 식 (19) , (20)과 비교하여 V1= V(Xj , 5) =Z(Xj, 5)영로 정의하고， 

Weibull 분포를 결정하는 ‘위치’ 모수 αJ는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에 식 (25)와 동일한 형태 

가 되기 때문이다. (한펀 모수 aj는 그것이 대안 j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그것은 V(Xj, 

5)의 구성에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 aj를 생략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끝오로 중요한 성 질은 식 (30) 에 서 제 시 된 바， 독렵 적 Weibull 분포를 갖는 효용요소는 

결국 식 (32)의 다항선택 로지트 모형을 준다는 것이다. 

Pj= eV,-", 三 eV(x"s) -
η a 

I::eV，-α I:: eV (X"s) 
j=1 j=1 

(32) 

(22) D. McFadden, “The Measurement of Urban Travel Demand," Journal 01 Public Economics 
8, 1973, pp.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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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j = V(Xj, 5)는 효용의 非스토캐스틱 요소를 나타내고， 계속해서 Weibull 분포의 

모수 α1는 V(Xj， 5)를 정의할 째 흡수하도록 구성한다. 이를 식 (8)과 비교하면 섬리학분야 

에서 제시된 소위 고유효용모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본 모형에서 한 대안이 선택될 확 

률은 대 상중에 서 하나가 반드시 선택 되 는 조건하에 서 각 대 안이 갖는 고유효용(strict util

ity) 에 비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第 5 節 로지트樓型의 彈力性

탄력성 (elasticity)은 독립변수의 값이 1% 변화함에 딱른 종속먼수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 

타낸 값이다. 확률모형에 있어서는 일정한 대안 i의 선택확률이 효용함수의 한 변수가 1% 

변화함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식 (33)과 같은 다항로지 트 모형 

에 대한 직접탄력성 (direct elasticity)은 식 (34)를 적용하여， 또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은 식 (35)블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eXp~Xim영) P(i: Am)= 
잃 exp(Xj꺼껴 

(33) 

여기서 

“ … γ
 춰
 

1 o 
k 

h 
{ 

겁
 

n O 
l 

m 
V 

ι
 

J 

Xjm' 대안 j와 개인 m에 대한 계수 또는 특정의 行벡터 (l xK) 

ß =모텔에서 결정되어야 할 모수의 列벡태(I xK) 

aP(i: Am) jP (i : Am) 
EX.m.cP;) = aXimkjXimk 

= 8P(i: A써 • '--:::::::'""-쪽걷~ (34) 
ax，상 P (i :Am) 

EXi •• (Pi)=..1P(i: AmL •. __ ￥센~~ (35) 
aXjmk P(i : A서 

이상의 과정에서 실제로 구한 직접단력성은 식 (36)과 같다. 즉 개인 %에 있어서 대안 i약 

속성 k에 의한 수요(또는 선택확률)의 탄력성은 대 안 &가 보지한 그 속성 (또는 계수)의 수 

준 Xjmk와 효용함수에서 그 속성이 갖는 중요성(또는 가중치 ) bk, 그리고 대안 i에 의해 아 

직 점유되지 않는 시장분담율 (l-Pi)의 積언 것이다. 직첩탄력성이 대상 계수의 크기와 중 

요성의 함수인 것은 직관적 요구와도 부합된다. 그리고 다시 대안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조 

정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통일하다면 한 대안의 시 τ 점유율이 크면 클수록그에 대한수 

요의 직접 탄력성은 작아진다. 로지트모형에 있어서 탄력성의 이러한 형태는 경제학에서의 

소비자 행태에 관한 이론과도 부합된다. 

EXimk (P i) =bkXimk (1- p i) (36) 

같은 방법ξ로 구한 교차탄력성은 직 (38)과 갇다L 즉개인 m에 있어셔 대얀 i의 대안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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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또는 계수) k에 대한 수요(또는 선택확률)의 교차탄력성은 대얀 j가 保持한그 특성의 

수준 Xjmk와 그 특성 이 갖는 가중치 b k 그리 고 대 안 j의 분담율 PJ의 積에 陰부호를 붙인 값 

이다. 이러한 교차탄력성의 구조도 직관적 요구와 부합된다. 예컨대 대안 j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낮다면 대안 i의 교하단력성은 대안 j의 특성 k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것 

이다. 

EX,m,(Pj) = -bkXjmkPj (37) 

만일 효용함수의 係數가 正의 부호를 가짐으로써 변수값의 증가가 각 대안의 효용도 증 

가시킨다고 가정하면 이상의 두 탄력성의 부호는 옳다. 즉 대안 i의 계수 k를 증가시키면 

대안 i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반면에 대안 j의 계수 k를 증가시키면 대안 i에 대한수요는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항로지트모형은 직관적이나 이론적 관점에서 선택모형흐로서 

타당한 모형구조라고 언정된다. 

끝￡로 총량척 탄력성 (aggregate elasticity) Pj는 각 개인별 선택확률의 평균치를 적용하 

여 식 (40)과 같이 표시할 수 았다. 

M 
1:,P (i: Am) 

Pi= 1 (38) M 

식 (3η에서 변수 Xjk의 변화율이 모든 개인에 대해서 통일하다고 가정하면， 

여커서 

ðX;~b ðX;, 
v;Jm. = v;J' for m=l, .", M (39) 
X jmk ~ X

jk 

1:, X jmk 

Xjk= M 

즉 식 (39)의 가정하에서， 총량적 단력성은 식 (40)과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i-j이면 직첩 

탄력성， 그 이외에는 교차탄력성이 된다. ) 

ðPi Xjk ExμPi)= ~~i • ~~ - ðXjk- - P
i 

M 

~ P (i : Am)Ex;’‘(P (i: Am)) 
m==l 

M 

월 J>(i: Am) 

(40) 

그러나 만얼 모든 개인 ηt에 대해서 변수 Xjmk에 대한δXjmk의 변화율이 통얼하지 않으면 
총량단력성은 식 (41)과 같이 표시된다. 결론척으로 총량척 단력정은 개언별 단력성을 각 

개 언의 선택 확플로 가중하여 명균한 값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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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整算技法

1. 回歸分析方法

EXi.(Ï' j) 

g말P(i“(i :긴: Am찌찌써) .Ex자싸l 
M 

m;:::;;l ‘ Jm. 

M 
:E P(i: Am) 

m=l 

(41) 

교통수요의 선택모형을 청산(整算)하는돼 있어서 회귀분석방법은 2항간 선택 (binary 

choice)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선형확률모형 (linear probability model) 이나 벼선형확 

률함수의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선형확률모형은 식 (21)의 형태를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Plm=bo+blXml +b2X，끼2+ ... +bkX，샤+êm (42) 

여기서 모수 bk는 사람의 경제사회적 특성 및 대안의 속성에 대응되는 계수이고， P1m은 개 

인(또는 집단) m이 대안 1을 선태할 확률이다. 본 모형은 종속변수와독립변수가 관찰된다 

면 표준적 회귀분석￡로 정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는 개인이 선택확률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찰단위를 총량화하여 각 계충별로 션택확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개인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는 대안 1의 선택여부에 따 

라 O 또는 1로 주고， 연속적 독립변수와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회귀방정식의 오차항(error term) 에 관한 우작위 (random) 정규분포의 가정에 저촉된다 (23)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모형에 대한 계수를 구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할 

통계량을 찾을 수 없다. 

다음은 개인단위의 관찰자료를 이용하되 함수편계가선형이고종속변수의 값이 모두 (0,1) 

구간내의 확률값을 갖는다고 가정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한 모형은 식 (21)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0 if ß'zm 

P1m= 1 ß'z if 0르껴'zm<l (43) 

‘ 1 if ß'zm늘 l 

관찰자료의 값이 모두 단위구간내에 든다고 가청하면 식 (44) 에 대해 최소자송법에 의한 회 

귀분석을 적용하여 구한 a는 不偏推定量이다. 즉 반복표본에 의한 추정량의 평균치는 모수 

!lm=ß'Zm+êm (44) 

여기셔 

(23) N.R. Draper and H. Smith, Applied Regressioη Analysis, New York: John Wi1ey & Sons‘ 

Inc.,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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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lm)=P1m, E(em)=O 

의 참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설명변수가 정규적 분포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들은 표본 

크기가 아주 커짐에 따라서 모수의 참값과 일치된다. 횡단면( cross-section) 자료는 일반적 

으로 정규적 분포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여커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식 (44)의 오차항 %이 E(em2) =P1m(1-

P1m)의 크기 로 異分散 (heteroscedastic)한다는 첨 이 다. 이 에 관해 Goldberger는 식 (44) 에 대 

해 일반적인 최소자송법을 적용하여 a를 일단 추정하고， 이롤 이용하여 각각에 대해 선택 

확률 F1m을 계산한 뒤， 최종적￡로 다시 식 (45)의 가중된 최소자송회귀분석에 의해 e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4) 

[F1m F2mJ-V2flm=[Flm F2mJ-l/2Zm껴 (45) 

그러나 이러한 가중된 회귀분석방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실용척 방법S로 권장되지 

는 않고 있다 (25) 

두먼째 문제점은 선형확률모형의 최소자송법에 의한 추정에 있어서 β (Zlm_ Z2m)의 값야 

(0， 1)의 단위구간을 벗어나는 관찰자료의 처리에 있다. 모형의 구성이 옳은 경우에도 이러 

한 현상은 정상적 표본효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그렴 -3)은 참고로 단일·설명변수를 

갖는 경우 관찰된 표본자료에서 정산된 모형에서 예측된 선돼확률은 참모형 (true model) 이 

갖는 설명변수 범위내에서 (0, 1)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식 (43) 에 

서 관찰값의 법위를 (0,1) 구간A로 제약한 것과일치되지 않는다. 이를해결하기 위해 ß'zm 

의 값이 O보다 작거나 1보다 클째 Pm의 값을 O 또는 1로 제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일정한 설명변수의 값에서 실제는 대안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모형은 

선택확률을 1. 0_으로 예측할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껴의 不偏推定量은 얻을 수 있우 

나， 예측확률값은 설명변수의 양극관찰값에서 크게 偏倚(biased)되는 결과를 줄 수 있다. 

다음은 비선형확률함수를 변수변환에 의해 선형화하여 회귀분석을 척용하는 방법이다. 식 

(19)와 (20) 에 서 요기 브형 태 의 2항선택 모형 을 식 (46)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센'-"-- ------",.. - - -: 

-4 -2 -1 0 2 3 ‘ 
〈그립 -3) 선형확률모형의 실례 

(24) A.S. Goldberger, Ecoηometric Theory, Ne￦ York: John Wiley & Sons, 1964. 
(25) Domencich and McFadden, op. cit., p.103.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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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모 형 

(1 forz'"늘4 
P1"'= { 1/2+z"'/8 for Iz"'I<4 

lO for z'"듣-4 

표 본 

1η 1 2 3 4 5 6 7 8 9 10 11 12 
zm -3 -2 -1 -1 -1 0 0 l l l 2 3 
11m 0 0 l 0 0 l 0 1 l 0 l 
P1m 1/8 1/4 3/8 3/8 3/8 1/2 1/2 5/8 5/8 5/8 3/4 7/8 

표준적 최소 자송법에 의한 추정식 

1 f야 싼르 2흉 

P싸 11/2+3썼/16 f야 l션1< 2흉 

O f아 Z셜 -2흉 

선형식(융+3썼/퍼은 자료첨 Z12=3에서 1. 0을 초과한다 

P 1m=G (ß' Z1 ,!, - ß' z2m) (46) 

이에 관해 Berkson은 각 자료점 m에 대해 반복적 관찰을 얻는 경우 다음의 정산방법을 제 

시하였다 (26) Rm을 수준 m에 있어서 관찰대상의 수라 하고， rm은 대안 l을 선택한 경우의 

수라 하면， μ은 E(rm/Rm)=Pl꺼을 모수로 하는 2항분포를 갖는다. 또 g를 함수 G의 역 함 

수라 하면， 로지스틱 (logistic) 함수의 경우 식 (47)의 관계가 성 렵된다. 

G(V) =1/ (1 +e-V) 

g (P) =log(P / (1-P) J (47) 

여기에 크기가 P1m과 μ/Rm 사이의 값을 갖는 pm을 사용하여 Taylor 전개를 적용하면 식 

(48)로 표시된다. 

g(rm/Rm)=g(Plm) 十g'(Pm) [줬 -P1mJ (48) 

만일 RmP1m>1이고 Rm(1-P1m)>1의 조건이 성렵되면 식 (48)의 둘째항은 근사적￡로평균 

치가 0안 정규확률분포에 따른다. 따라서 식 (48)은 식 (49)로 표시하여 표준적인 최소자송 

법을 적용하여 껴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8m은 정규분포를 갖는 오차항인 것이다. 

log [검쓸좌~J =ß씹e꺼 
2. *U21J分析 (discriminant analysis) 方法

(49) 

두 수단간 교통선택에 대해 일찍부터 적용된 비선형모형은 판별분석기볍이다. 본 방법은 

원래 모집단에 대해 판별함수를 척용하여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 칩단a로 구별할수 있 

(26) J. Berkson, “A Statistically Precise and Relatively Simple Method of Estimating the Bioassay 
with Quantal Response, based on Logistiy Function," Journal of A1.ηerican Statistical Asso-

ciatioη， 48, 1953, pp. 5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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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집단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분류문제 (taxonomic problem) 를 해결할 도구로서 개발 

되었다 (27) 인간의 선택은 비교대안 빚 자신의 제특성에 따른 (非) 效用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러한 상대적 非效用園數를 판별함수라 부른다. 

판별항수는 식 (50)의 선형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분집단간 분류의 착오를 

극소화 시키는 절차로서 두 집단의 평균치의 차이에 대한 자승이 각 집단내의 분산과 비교 

하여 극대가 되도록 하는 조건유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요조건은 각 요소는 다변량 

Z;m=ÀjXlim+ ••• + ÀkXkim (50) 

여기서 

Z;까 =집단 i에 속한(i=1， 2) 개인 m의 상대적 비효용 

Xkim-칩단 i의 개인 m에 대한 변수(또는 요소) k 

Àp 요소 P에 대한 가중계수 

정 규(mu1tivariate normal) 분포를 따르고， 또 두 집 단은 각 요소에 대 해 等分散 (homosce

dastic) 이 되는 요건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판별함수는 관찰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종속변 

수를 O 또는 l로 배 정 하고， 최 우추정 법 (maximum likelihood method) 에 의 해 식 (51) 을 극대 

화 시키는 절차에 의해 구하게 된다 (28) 

” 

、

υ

%--• 
￠
 
-·m 

--z 뀔
 μ…E
쩌
 

-
2
g허
 

--G 
(51) 

그러나 이렇게 구한 판별함수는 그대로 선택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는 못되기 때문 

N 

/ 
/ 
l 
/ 
/ 
/ 
/ / 

Z' 판만한수 
Zjm 

〈그립 -4) 판별분석에 의한 집단의 구분 

(27) P.G. Hoel, Lηtroductioη to Matkematical Statistics (4th ed.) ,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1, pp.181-186; R.A. Fisher, “The Use of Multiple Measurements in Taxonomic 
Problems," Annals 0/ Eugenics, Vol. 7, No. 2 (1936) , pp.179-188. 

(28) Loc.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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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럽 -4)와 같은 두칩단의 상대적 돗수분포에서 확인된 z'값을 적용하여 식 (52)의 형태 

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t는 두 집단의 평균치의 중간이 원점이 되도록 좌표변환을 

_ exp(z+t) 
(52) 

2m 1 +exp(z+t) 

위해 선택된 상수이다. ) 식 (52)는 결과적으로 로지트모형이다. 여기서 판별함수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나 개별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F-통계량이나 t-통계량을 적용하여 

적합도블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판별함수에 의한 계수는 식 (52) 에 대한 최우추정치 (maxi

mum likelihood estimates) 는 아닌 것 이 다. 판별 함수는 모접 단에 속한 두 부분집 단을 최 대 로 

분리시키도록 정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최초의 정산과정에서 집단의 판별은 모든 개언이 

한 접 단에 결정 적 으로(exclusively) 속한다는 가정 에 근거 하고 있는 바， 확률척 선택 과정 과 

상치환다. 

실제로 판별함수를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는 프로비트나 로치트 모형을 이용한 것과는 크 

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모형의 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중에 있어서도 일관 

정이 상대척으로 낮게 나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띠9) 

3. 최우추정방볍 

행태단위를 경제사회적 계급이나 지리적 입지에 따라 칩단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0에 서 1까지 의 확률로 관찰할 수 있어 서 표준적 최 소자승볍 이 나 최 우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행태단위의 선택에 대해서 종속 

변수는 O 또는 1의 값을 갖고， 독렵변수는 연속척 또는 離散的 (discrete) 값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최우법에 의해 모형의 계수블 추정할 수 있다. 최우법의 가장 큰 결점은 수치분 

석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계산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점이다. 그러나 최우법에 의한 추정결 

과는 일관성이 있고 또 표본크커에 따라 가능한 최선의 추정치를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우법은 식 (19) 및 (20) , 즉 Pm=G(ß'상)의 확률함수에서 분포함수 G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로지트모형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한다. 프로 

버트모형의 가장 큰 결첨은 확률추정을 위한 계산과정의 어려움에 있다. 프로비트모형은 

식 (53) 에서 볼 때 2단계 절차블 필요로 한다. 즉 첫단계에서 각 대안의 특성에 따른 자극 

량(stimulus) V;닝을 추정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정규콕선의 척분과정이 펼요한 것이다 (3아 

이것은 식 (56)의 로지트모형과 비교할 째 계산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表-1)에서 프로 

비트모형은 로지트모형과 비교하여 경험적 연구목적에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또 이 

(29) P.L. Watson, “Choice of Estimation Procedure for Modes of Binary Choice: Some Statistical 
and Empirical Evidence," Regional and Urbaπ Ecoηomics， Vol. 4, No. 2 (1974) , pp.187-
200; Stopher, P.R. and ].0. Lavender, “Disaggregate, Behavioral Demand Models: Empirical 
Tests of Three Hypotheses," Transportation Research Forum Proceedings, Vol. XIII, No. 1 
(1972) , pp.321-336. 

(30) D.J. Finney, Probit Aηalysis， (3rd ed.)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C. Dagànzo, Mμlti:ηomial Probit,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28 

여커서 

環境論驚 第十七卷(1985)

Pim=꿇J:: exp(-t2 j2)dt (53) 

Vim=개 인 m에 있어서 대 안 i의 (타 대 안과의) 상대적 특정 (또는 계 

수)의 선형함수로 표시펀 자극량(식 (20) 참조) 

t =표준화된 정규분포(펑균치 0, 표준펀차 1)를 위한 가변수 

론적 배경에 있어서도 로지트모형의 기초가 됨이 밝혀졌다. 프로비트모형윤 특히 다항선택 

.모형에는 활용이 어협고， 아직까지 2항선돼모형의 적용에 국한되고 있다. 

개별단위로 관찰펀 표본의 尤度짧數 L(likelihood function)은 식 (54)로 정의된다 (31) 본 

식의 양변에 로그(logarithm)를 취하면 식 (55)와 같고 이는 로그우도함수라 부른다. 참고 

로 2항선돼의 경우 우도함수는 식 (56)과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M 
L= I1 I1 P(i: A서11-

m=l ‘EA .. 

M 

logL=L￥=2: 질f싸og(P(i: A싸〕 

(54) 

(55) 

fim=관찰 m에 있어서 대안 f가 선택되면 1, 그렇지 않 o 면 O 

M=총관찰의 수 
K 

exp(2: bkXimk) 

P (i: Am)= 
K 

2: exp (2: bkXjmk) 
jEA", .=1 

K 
=[2: eXp(2:bk(Xjmk-Ximk))J 一i

1‘三 A.. .=1 
(56) 

M 
L= I1 P않(1-P1싸 1-1 .. 

M M 
L*= .E 1 ",‘logPlm+ .E (1-1m)log(1-P1m) (57) 

여기서 1m은 개인 m이 대안 l을 선택하면 1, 대안 2플 선택하면 0이 되는 변수이다. 프로 

버트모형을 위해서는 확훌함수 P(i: A씨는 식 (53) .E..로 주어지고 여기서 Vim윤 식 (58)의 

Vi까= EbkXi까k (58) 

형 태 로 가정 한다. 만일 특정 한 이 유로 인해 각 관찰에 대 해 가중치 (weighting) Wm을 줄 

경우 이에 대한 우도함수는 식 (59) 와 같이 표시된다. 

M 

LW=E 짙4mW%싸log[P (i: Am)J (59) 

(31) Hoel, op. cit. ,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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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5) (또는 식 (59) )를 극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계산의 펀의를 위해 식 (56)을 대 입하고 정 

리하면 로지트모형에 있어서 로그우도함수는 식 (60)의 형태로 유도된다. 이를 극대화 시키 

기 위한 1차적 조건은 식 (60)의 껴에 대한 1차펀도함수가 0이 되는 조건이다. 즉 식 (61)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P에 대한 최우추정량 P를 얻는다. 최우법의 이흔에서 주어진 표본이 관 

찰될 수‘있는 확률은 미지의 P가 참값에 근사할수록 최고가 되고， 여기서 L을 극대화시키 

는 껴를 구함우로써 모수에 대한 추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M K 
L*=- L; E fim.1og{ζ exp (L;bk (Xjmk - Xiηk)J} (60) 

m:::::l ~EAmεA"， k:=l 

ðL !-!. 
;-;; =L; E (fi까-P (i : Am)J ,X;mk=O ðßk -';;;1 tFAm 

for k=l, ''', K (61) 

식 (61)에서 K개의 연렵방정식은 비선형형태로서 이를 풀커 위해서는 반복과정에 의한수 

치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의 해를 위해서는 Newton-Raphson 방법이나， Fletcher-Powell 

등의 방볍을 이용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32) 수학적￡로 우도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2차 펀도함수， ð2Ljðßðß'의 행렬이 陰의 定符號(negative definite) 일 조건이 

필요하다. McFadden은 관찰자료에서 변수간의 관계가 多重共線的 (multicollinear) 이지 않 o 

면， 2차펀도함수행렬이 陰의 定符號일 째 L은 俠義四 (strictly concave) 함수형태를 나타내 

어 극대치는 유일 (unique)하게 됨을 보였다 (33) 

실제로 설명변수가 多重共線的이지 않A면 관찰된 표본의 수가 10여개 이상일 경우 우도 

함수의 극대치는 거의 예외없이 존재한다. McFadden은 극대치의 존재를 검정하기 위한 有

限 2次計畵U (finite quadratic programming)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34) 최우법에 의한 다항 

로지트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 를 명가하는데 있어서 표준적 최소자송법에서 사용되 

고 있는 추정잔차(estimated residual) 에 의거한 R2 검정은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선택확률 

을 실제로 관찰할 수 없기 째문에， 모형에서 질제선택은 결정적 (with certainty) 이 아니고 

확률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한， 계산에 의한 확률을 O 또는 1의 선택변수 fim와 비교 

하는 것은 옳지 뭇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지트모형의 적합도에 관한 통계적 검정을 위해 

서는 각 계수의 유의성에 관해 t-검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도함수의 값을 기초로 R2-

통계량과 유사한 p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62)에서 logL(ß)는 추정된 계수에 

의한 우도함수의 값이고， logL(O)은 계수값이 모두 0 일때의(즉 모든 대안이 서로 동등한 

선택확률을 갖는 경우의) 값이다. 

(32) E. Kreyszig, Adψaηced Engineeriηg Mathematics, (3rd ed.) ,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2, p. 641. 

(33) McFadden, “The Measurement of Urban Travel Demand," op. cit. 

(34) McFadden, Coηditional Logit Analysis of ... , oþ.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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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gL(껴) 
p"= 1- ~::-; ~::;< lo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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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도함수의 값은 0에서 l사이의 값이 므로 그 우도함수는 항상 陰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우도함수의 극대 화는 陰의 큰 수 logL(O) 에 서 부터 가능한 한 0에 가까운 수 logL(ß)를 얻 

는 과정이다. 따라서 p2은 총 로그尤度에 대하여 설명된 로그尤度의 비율을 나타내며 그 값 

은 0에서 l 사이이다. 그러나 식 (62)는 자유도가 고려되지 앓고 있￡묘로， 이플 다음과 같 

이 변형할 수 있다. 식 (63) 에서 J끼은 개인 η1에 있어서 대안의 수를 나타내고， K는 변수의 

총수률 나타낸 다 (35) 

M 
logL(ß) /'5:, (J，껴-I) -K 

p2=1- (63) 
M 

logL (0) /1.:, (J，껴-1) 

第 7 節 需흉흉힘數에서 個別特性의 總量化 方法

개별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이용자 집단의 행태를 예측하는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았 

다. 첫째는 개별함수(disaggregate function)로 부터 총량적 수요함수를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별함수를 직첩 사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시장분할(market segment)의 한 부 

분에 대 한 총량적 수요함수는 그 칩 단의 개 인에 대 한 개 별효용함수로 부터 유도할 수 있다. 

식 (64)는 개인 i의 대안 k에 대한 효용함수이다. 

여커서 

Uik=U(ai , ßi, X k, S;) 

ai， ßi=개언 i의 선호 벡터 

Xk 대안 k의 계수 벡터 

Si =개인 i의 경제사회적 특성 벡터 

(64) 

한펀 총대상인구 N을 부분집단 i로 구분하고， 그 집단에 속한 ni의 구성원은 모두 경제사 

회적 특성과 선호(αi， ßi, S;) 가 통일하다고 가정하자. 만일 대안 k의 서버스 수준 X↓에 대해 

부분집단 i가 k를 선택할 경우 rk ,=l, 선택하지 않을 경우 rki=O이라 한다면， 대안 k에 대 

한 총량적 수요는 부분집단에 대한 總和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총량수요는 서버스 수준 

Vk=1.:，rkiπ， (65) 

X가 변화함에 따라서 rki와 함께 변화하게 될 것이 다. 

이론적￡로 총대상인구에 대한 총량수요는 @ 개별적 효용함수 @ 총대상언구중 개인의 

(특성 및 선호측면에서， 부분집단 단위별) 분포 @ 그들의 선택특성등의 3가지를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제에 있어서 확정적 (deterministic) 또는 확률적 개별함수를 이용하여 

(35) Richards and Ben-Akiva, oþ. cit. ,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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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수요함수를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선 개인특성의 분포에 대해 개별함수를 적분하 

기가 어렵다. 식 (66)에서 P(a;, ßi, Si)는 개인특성의 분포를， Df (ι ， ßi， Xk ， S，)는 rk，를 대신 

하여 개 별 수요함수를 나타낸다. 

R(￡ =F”‘ ffIP(ai, 껴，， 8‘)Df(ai， ß;Xk, S;)d(a, ß, S) (66) 

이상의 적분식은 수요함수가 모든 변수에 대해 선형이거나 또는 확률분포가 퇴화되어 단 

일값을 갖는 특수한 경우를 제의하고는 척분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36) 본 식은 개별수요 

함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인다. P(α， ß， S)로 표시된 개인특성의 분￡를 어 

떤 방법으로 통합할 것이 필요한 것 

독쉽변수의 분포| 이다. 한가지 현실적 방안A로서 〈그 
·서비스 수준 | 
• 경제사회적특성| 럼 -5>는 개별수요모형을 이용하여 총 

- 량행태를 예측하는 방볍을 표시한 것 

이다. 떠7) 여기서는 활통체계의 분포 

와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 보가 아울러 요구된다. 

〈그림 -5> 개별오형에 의한 총량행태의 예측 개별함수를 이용한 총량화의 가장 

단순한 방법은 식 (67) 과 같이 시장분할을 통해 총체적 평균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Vk(X)=NDf(a, ß, 갖，~ ~~ 

여기서 

a, "，=2:::α，n;/N， 

i=시장분할 

다음은 각 시 장분할을 다시 부분집 단으로 세분하여 시 장분할별 평 균값을 이 용하는 것이 다. 

식 (68)에서 각 시장분할 i의 특성과 계수의 평균값을 효과척으로 수용하키 위해서는개별선 

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준￡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컨데 각시장 

Vk(X)=EκDf(ι， ßi， Xk， S;) (68) 

분할에 있어서 승용차소유자와 포로적 통행자로 분류하는 것， 또는 사람통행의 기종점이 

대 중교통역 과 보행 한계내 에 위 치 하는가의 여 부는 중요한 분류요소이 다. 

그러나 각 시장분할에 있어서 (a， ß， X， S)의 분포를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할 수 있다면 명 

(36) A.J, Blackburn, “A Non-linear Model of the Demand for Travel" in R. E. Quandt, The 
Demand for Travel: Theory and Measμ:rement， Lexington: Heath Lexington Books, 1970, 
pp.163-180; F.S. Koppelman and Ben-Akiva, “Aggregate Forecasting with Disaggregate 
Travel Demand," WCRτ 1977-

(37) F.S. Koppelman, Travel Prediction with Disaggregate Choice Model, Ph.D. Dissertation, 
Dept. of Civil Engineering, MIT, 1975; “Guidelines for Aggregate Travel Prediction using 

Disaggregate Choice ModeIs," TRR610,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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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을 이용하는 것 보다 더 정확성이 늪아질 

것이다. 여기에는 매개상수에 의한 영시적 확 

률 밀도함수를 이용하거나 흑은 도수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해 

(sampling) 에 의한 접근방법의 예를 

한다. 

표본추출 

설명코자 

로 

각 시장분할을 인구 M의 크기 

구획 하고 각 집 단으로부터 표본집 단 

〈그림 -6)에서 

zη을 

선정한다. 표본부로 선정된 개인 f의 행태는 

경제사회적 특성 (αi， ßi ， Si)과 서버스 수준 X i 

를 자료로서 개 별수요함수 Df률 이용하여 예 
측한다. 그리고 그 값은 시장분할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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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칭분한이1 의한 M단위의 

개벨수요함수 Df 

표관:1.기 m의 추출 

표본의 각 개인에 대해 

• 특성의 견정 (a , ß, X, S) 

인구와 

• Df를 이용한 행태의 에측 

모정단에 대한 표본예측치의 확대 

〈그립 -6) 예 측을 위 한 표본추출 접 근방법 

값을 위하여 M/m의 배율르 확대하여 적용한다 (38)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여러가지의 방 

볍을(또는 다른 방법과) 혼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표본추출 또는 분포방법을 분 
류방법 과 혼합시 켜 사용하는 것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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