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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derly's preference for ride hailing (car sharing) services that use non-commercial
vehicles and to identify the crucial factors influencing this preference.
METHODS :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 questionnaire was made to explore the preference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for ride
hailing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 rural area in Chungcheongnam-do. A total of 210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A
binary probi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reference choice behavior.

RESULTS : Monthly income, gender, age, and the time it takes to walk to the nearest bus stop wer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the
preference for ride hailing services. The preference for ride hailing is likely to decrease when the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increase,
and increase when the nearest bus stop is far away or as people get older. In addition, women had a stronger preference for ride hailing
than men.
CONCLUSIONS : For the elderly, ride hailing services can help them maintain their mobility and could be one of the countermeasures for
demand-responsive transport from a sustainabl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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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있다. 더욱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기존 버스요금

1.1. 배경 및 목적

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100원 수준)하고 택시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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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평

을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해당 서비스의 공급을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예를 들어, 행복택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운영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며

효도버스 등)를 제공 중에 있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보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

행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응

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답형 교통서비스는 일명 복지교통의 대표 주자가 되고

경우에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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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에 따른 운행손실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 상승

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

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최근, 가장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령자의‘호출형 차량공유 서

진일보한 운영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차량을 활용하여 근

비스’선호모형을 추정한 후 선호도의 중요 영향변수를

접한 이용자에게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개인소유의 자가용을 유상운송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의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시행중에
있다. 이는 차량공유(car sharing) 방식 중에서 이용자
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ride hailing)하는
개념을 의미하며 미국 등 교통선진국에서 제공중인 우
버(Uber)나 리프트(Lyft)와 유사한 서비스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도 차량을 대여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방
식과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카풀(car-pool) 형식
의 차량공유 서비스가 도심 지역의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차랑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차종도 친환경차량으로 대체되고 있어
경제적₩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이다. 이와 같이, 이용자 측면에서나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효용성이 좋은 교통모델인 차량공유 서비스 중에서 수
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발전모델로 여길 수 있는‘호출
형 차량공유 서비스(ride hailing services)’개념을 대
중교통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서 제공중인 수요응
답형 교통서비스의 대안모델로 고려하기 이전에 이용자
의 수용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절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제공중인
농촌지역에 거주중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개
인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의‘호출형 차랑공유 서비
스’
에 대한 선호도와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2.1. 선행연구
김숙희(2014)는 수원시 행정동 39개동 주민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유효표본수 1,921개)와 통계분석을 통해
차량공유(car-sharing)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
출하였으며, 나이별 선호도 차이 분석에 따르면 젊은 층
일수록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0대
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이 없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차량공유에 대한 의사가 높
은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 및 사회
적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고령화로 인한 운전의 어려움
과 차량공유의 이용방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의
사가 높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정건섭
(2015)은 부산지역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주민
276명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차량공유
(car-sharing) 이용성과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는 차량공유 이용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량공유 이용
에 따른 기존 차량의 매각 또는 신차구입 포기 의사가
높은 반면 개인의 자동차 보유조건, 성별조건, 학력조건
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윤대식
(1995)은 개인의 승용차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
자를 밝혀내기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
여 승용차 소유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설

1.2. 범위 및 절차

명변수와 행태적 가설을 설정 후 로짓분석(logit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개인차량을 활용하는 방식의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최도형(2005)은 휘발유를 연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고령자의 선호도 및

로로 사용하는 일반형 승용차의 배기량 등급을 선택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는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영향변수로 소득, 나이, 운전

65세 이상 고령자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경력, 성별 등 소비자의 개인속성 뿐만 아니라 차량가

하였다. 설문항목은 고령자 개인속성(성별, 연령, 거주

격, 운영비용, 자동차세액 등 선택대안(alternatives)의

지역, 차량소유여부 및 소유 특성, 가족구성원 등), 경제

속성변수를 포함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적 속성(월평균수입, 지출비용 등), 통행특성(통행목적,

선행연구는 도심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로이용자를 대

교통수단 등), 거주지 특성(면소재지 주변 여부, 생활기

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도 및 영향요

반 시설, 거주지와 버스정류장과의 이격거리 등), 승용

인을 분석한 것으로 차량공유 서비스의 개념 및 이용대

차유상운송에 대한 선호도,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선호

상의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절차는 차량공유에 대한 기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존 연구고찰을 통해 차량 선호도 관련 영향변수를 도출

제공중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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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교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제시한

의 분포를 위해 어떤 특정한 형식을 추정함으로써

자가용유상운송 개념의‘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로분

주어진 독립변수

석대상도 자가운전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로

하다.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으로 표현된다.

에 대한

가 0보다 큰 경우

의 확률 계산이 가능
이 되며 이는 다음 식

있다. 또한, 선호도 분석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선
(5)

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계비교를 통해 분석적 함
의를 도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소유행태 분
석 등 효용이론과 확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이산선택
모형을 추정하고, 영향변수의 변화에 따른 선호 확률의

여기서,

를

로 치환하면, Eq. (6)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양쪽 변에서

를 빼면 Eq. (7)이 성립된다.

변화까지 분석이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

(6)

시한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된 방법이다.
(7)

2.2. 추정 방법론

정규분포 그리고 로지스틱 분포는 대칭(symmetric)

이항프로빗모형(BPM`:`Binary Probit Model)은 이

이기 때문에 Eq. (7)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용자의 이산선택행태를 반영하는 모형으로 모형식은 아
(8)

래와 같다.
(1)
Eq. (1)에서 잠재변수

는 관측변수

와 선형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잠재변수

는 Eq.

(2)와 같이 규정되는 관측치(이산선택) 와 관련된다.

여기서,

는 프로빗모형을 위한 정규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하며, 주어진

의 어떤 이벤트 관측에 대한 확률은

에 대한 누적밀도를 평가함으로써 계산된다. 즉, 여
러 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이항프로빗모형은 Eq.
(9)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2)

(9)

여기서, 는 이산선택의 경계를 결정짓는 경계치를 의

(10)

미하며,

가 경계치

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여기서,

이 된다.
종속변수

가 관측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최대우도
(ML: Maximum Likelihood)를 통한 추정이 필요하
다. 최대우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의 분포를 가

은 이용자

이 선택한 확률을,

한 요인으로 구성되는 선형함수(즉,
는 파라메타,

은 다양

는 독립변수,

는 상수항을 의미)를 의미하며, 이

선형함수는 이용자의 선택행동(선택 혹은 비선택)에 영
향을 미친다.

정해야 한다.
한편, 종속변수

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오차의

분산도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프로빗모형에서는 오
차항의 분산

을 1로 가정한다. 오차항의 평균

은 0이고 분산은 1인 경우, 확률밀도함수(PDF)와 누적
분포함수(CDF)는 다음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특성
3.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제공중인 농
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차량을 함
께 이용하는 방식의‘호출형 차랑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와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서비스의 이용절차는

(3)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 시간과 장소를 서비스
제공업체(service provider)에게 요청하고, 운행계획

(4)

이 성립되면 이용자 주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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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며,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3.2. 자료의 특성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요금지불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설

이 완료되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

문응답자 210명의 평균 나이는 71.3세로 높으며, 가장

을 진행된다.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84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 수입은 17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적은 가구는 60만원 정도이고 가장 많은 가구는
480만원으로 소득의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
택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접근시간(도보)
은 평균 10.71분이 소요되며, 가장 가까운 곳은 2분 정
도 소요되는 반면 가장 먼 곳은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Variable

Fig. 1 Concept of Ride Hailing (car-sharing)

이러한 서비스 개념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운수사업법
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용유상운송과 직접 관련되는 내
용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개념
이다. 그러나, 버스교통의 운행이 어렵고 대다수의 버스
이용자가 고령자인 낙후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
해 교통복지를 구현하여 교통기본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자체 혹은 운수업체가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
스 보다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직
접적인 이용자인 고령자의 수용성을 검토해 볼 가치는
높다고 판단된다.

Mean

Std.
Minimum Maximum Samples
deviation

Share (dummy)

1.32

.47

1.00

2.00

210

Gender
(dummy)

1.48

.50

1.00

2.00

210

Age (year)

71.30

4.30

65.00

84.00

210

Residence
(dummy)

1.50

.50

1.00

2.00

210

Ownership
(dummy)

1.33

.47

1.00

2.00

210

Income (Ten
170.20
thousand won)

90.71

60.00 480.00

210

Walking
(minute)

10.71

5.82

2.00

30.00

210

3.2.1. 성별 및 연령 특성
210명의 응답자는 남성 고령자 110명(52.4%), 여성
고령자 100명(47.6%)이며,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거주하는 고령자 210명을

경우, 응답자 구성비는 65~69세가 88명으로 41.9%,

대상으로‘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와 영

70~74세가 66명으로 31.4%, 75~79세가 49명으로

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항목이 수

23.3%, 80~84세가 7명으로 3.3%를 점유하고 있는 것

집되었지만, 본 분석에서는‘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선

으로 나타났다.

호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7개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 Gender by Age
Table 1. Survey Questions
Questions

Age
Variable

Do you prefer to share a private vehicle?
(1=Yes, I prefer to share, 2=No, I don’
t)

Share

What is your gender? (1=Male, 2=Female)

Gender

What is your age?

Age

Male

Female

Total

65~69

37 (17.6%)

51 (24.3%)

88 (41.9%)

70~74

39 (18.6%)

27 (12.9%)

66 (31.4%)

75~79

29 (13.8%)

20 (9.5%)

49 (23.3%)

80~84
Total

5 (2.4%)

2 (1.0%)

7 (3.3%)

110 (52.4%)

100 (47.6%)

210 (100.0%)

Where are you living in? (1=downtown, 2=suburban) Residence
Do you have a personal vehicle?
(1=Yes, I have, 2=No, I don’
t have)

Ownership

How much is your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Income

How long it takes time to the nearest bus stop
Walking
by walk?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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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거주지역 특성
자택에서부터 보행으로 면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연령 비율은 65~69세가 74.6%로 가
장 많고, 70~74세 34.3%, 75세 이상이 18.1%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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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심 외곽의 경

3.2.3. 차량소유 특성

우에는 65~69세가 36.2%, 70~74세가 28.6%, 75세

응답자의 67.1%에 해당하는 141명이 차량을 보유하

이상 35.3%로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

고 있고, 32.9%만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70.9%에 해당하는 고령
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여성은 63.0%가 소유하고

Table 4. Residence by Age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ge

Urban

Suburban

Proportion of urban

65~69

50 (74.6%)

38 (36.2%) 56.8% (=50/88×100)

70~74

36 (34.3%)

30 (28.6%) 54.5% (=36/66×100)

75~79

19 (18.1%)

30 (28.6%) 38.8% (=19/49×100)

80~84

0 (0.0%)

Total

7 (6.7%)

0.0% (=n.a)

105 (100.0%) 105 (100.0%) 50.0%(=105/210×100)

Table 7. Vehicle Owned by Gender
Gender

Owned

Non-owned

Total

Male

78 (70.9%)

32 (29.1%)

110 (100.0%)

Female

63 (63.0%)

37 (37.0%)

100 (100.0%)

Total

141 (67.1%)

69 (32.9)

210 (100.0%)

거주지역과 월평균 수입을 비교한 결과, 월평균 수입
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비

응답자의 연령대를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차량소유 현

율이 높은 반면 200만원 이상부터는 도심지역에 거주

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0명의 응답자 중에서 141명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수입

이 차량을 소유하여 차량 소유율은 67.1%에 이르는 것

이 200~300만원인 경우에는 도심에 거주하는 비율이

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1명의 고령자 중에서 약 51.1%에 해당하는 72명의
응답자의 연령이 65~69세에 해당되고, 약 29.1%에 해

Table 5. Residence by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Monthly
income

Urban

Less 100

10 (27.0%)

Suburban
27 (73.0%)

당하는 41명이 70~74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Vehicle Owned by Age

Total
37 (100.0%)

Age

Owned

Non-owned Proportion of owned

100~200

46 (45.1%)

56 (54.9%)

102 (100.0%)

65~69

200~300

36 (75.0%)

12 (25.0%)

48 (100.0%)

70~74

41 (29.1%)

25 (36.2%)

62.1%(=41/66×100)

28 (19.9%)

21 (30.4%)

57.1%(=49/28×100)

0 (0.0%)

7 (10.1%)

300~400

8 (53.3%)

7 (46.7%)

15 (100.0%)

75~79

400 over

5 (62.5%)

3 (37.5%)

8 (100.0%)

80~84

Total

105 (50.0%)

105 (50.0%)

210 (100.0%)

거주지역과 자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

Total

72 (51.1%)

16 (23.2%) 81.8% (=78/88×100)

0.0%

141 (100.0%) 69 (100.0%) 67.1%(=141/210×100)

3.2.4. 월평균 수입 특성

지의 보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도심지역의 경우 보행시

월평균 수입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고령자의 수

간이 최대 20분인 반면 외곽지역은 최대 30분까지 소

입이 남성 고령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택에서 버스정류장까

다. 이는‘2017 고령자 통계’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여

지 보행시간이 10분 미만인 지역은 도심의 비율이 높은

성 고령자의 취업 활동이 남성 고령자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 10분 이상은 외곽지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Residence by Walking Time to the Nearest
Bus Stop (Minute)
Walking time

Urban

Less 5

39 (68.4%)

Suburban
18 (31.6%)

57 (100.0%)

Total

6~10

51 (56.7%)

39 (43.3%)

90 (100.0%)

11~15

11 (40.7%)

16 (59.3%)

27 (100.0%)

16~20

4 (12.9%)

27 (87.1%)

31 (100.0%)

21~25

0 (0.0%)

2 (100.0%)

2 (100.0%)

26~30
Total

0 (0.0%)

3 (100.0%)

3 (100.0%)

105 (50.0%)

105 (50.0%)

210 (100.0%)

Fig. 2 Gender Differences of Monthl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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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put Variables

Table 9. Monthly Income (the thousand won) by Gender
Gender Less 100 100~200 200~300300~400400 Over

Total

Variable

Male 18(8.6%) 59(28.1%) 23(11.0%) 6(2.9%)

4(1.9%) 110(52.4%)

Share

Female 19(9.0%) 43(20.5%) 25(11.9%) 9(4.3%)

4(1.9%) 100(47.6%)

Gender

Total 37(17.6%) 102(48.6%) 48(22.9%) 15(7.1%) 8(3.8%) 210(100.0%)

Age

Coding
1: Yes (I want the ride hailing services) 0: No
1: Male, 0: Female
Continuous value (age)

Residence 1: Urban area, 0: Suburban area

응답자의 연령대를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월평균 수입

Ownership 1: Yes (I have a vehicle), 0: No

분석한 결과, 전체 210명 응답자의 약 66.2%에 해당되

Income

Continuous value (won)

는 139명의 월평균 수입이 약 200만원보다 적고 연령

Walking

Continuous value (minute)

이 증가할수록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추정 결과
Table 10.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by Age
Age

Less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Over

Total

모형 추정은 이항프로빗모형(BPM: Binary Probit
Model)을 활용하였고 총 210개의 샘플(observations)이

65~69 5(2.4%) 34(16.2%) 34(16.2%) 9(4.3%)

6(2.9%) 88(41.9%)

투입되었다.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70~74 10(4.8%) 45(21.4%) 9(4.3%)

1(0.5%)

1(0.5%) 66(31.4%)

Estimate)을 통해 모형변수의 파라메타와 t-통계량을 추

75~79 16(7.6%) 22(10.5%) 5(2.4%)

5(2.4%)

1(0.5%) 49(23.3%)

정하였고, 이항프로빗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LIMDEP

80~84 6(2.9%)

0(2.2%)

0(0.0%)

1(0.5%)

0(0.0%)

Total 37(17.6%) 102(48.6%) 48(22.9%) 15(7.1%)

7(3.3%)

8(3.8%) 210(100.0%)

(Nlogit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q. (10)에 제시된
잠재변수는 설명변수와 선형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추
정된 파라메타의 부호가 (+)인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선

4. 모형설정 및 추정 결과

호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대로 (-)인 경우에는

4.1. 모형 설정

해당 변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는 감소하는 것

본 논문의‘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선호모형을 Eq.

으로 해석한다.

(11)과 같이 설정하였다. 차량공유의 선호도는 고령자의

모형 추정결과, 모형의 적중률이 높지 않아 모형에 투

성별(gender), 연령(age), 거주지역의 특성(residence),

입된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추정된 변수가

차량소유여부(ownership), 월평균 수입(income), 집에

의미하는 바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유의수준 5%에

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보행거리(walking)의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상수(constant)와 월평균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수입(income)으로 나타났다. 상수에 대한 해석은 큰 의
미가 없지만, 월평균 수입 변수는 추정된 계수의 부호가
(11)

(-)인 것으로 볼 때 월평균 수입이 적을수록‘호출형 차
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종속변수 share는 차량공유에 대한 선호 여부로 본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고령자는 택시와

연구에서는 선호(=1) 또는 비선호(=0)의 2개 범주로 구

같은 고급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

분하였다. 성별(gender)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의미

면 수입이 적은 고령자는 이용요금이 저렴한 대중교통

하고, 연령(age)은 조사된 결과대로 사용하였다. 거주

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지역의 특성(residence)은 응답자의 거주지가 면소재

해석할 수 있다. 유의수준 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주변(반경 약 1.0km 정도)인 도심지역인지 아니면

변수는 성별(gender), 연령(age), 보행시간(walking)

외곽지역인지를 의미한다. 차량 소유여부(ownership)

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인

는 응답자 개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호출형 차량공유 서비

다. 월평균 수입(income)은 가구(개인)의 월평균 수입

스’
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을 의미한다. 보행시간(walking)은 자택에서 가장 가

2016년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의 비교 분석

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보행 접근시간(access time)을

결과(2017 고령자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

의미한다.

자 1인 가구 중 여성취업자(73.1%)가 남성(26.9%)보다
2.7배 정도 많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외출 활동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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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호출형

당 이용자가 많지 않은 이유로 수요응답형 서비스에 보

차량공유 서비스’
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

조되는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유사한

다. 연령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인 것으로 볼

방식으로 낙후지역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해 온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차량공유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

일본은 최근 지역주민의 차량을 이용해서 수요응답형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65세 정도의 초기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지속

령자의 경우에는 자가운전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자가운

가능성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일명‘호출형 차량공유 서

전의 의지와 신체적 기능이 중기₩후기 고령자로 전이될

비스’
)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객

수록 퇴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타인의 차량을 의존할 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 운전하는

의 개념(즉, 지역주민의 개인차량을 수요응답형 교통수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농어촌지역의 교통기본권 확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행시간(walking)의 경우, 추

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이 이와

정계수의 부호가 (+)인 것으로 볼 때 버스정류장과 자택

같은‘호출형 차량공유(ride hailing) 서비스’
에 대해

의 거리가 멀수록 주변 지인이 운전하는‘호출형 차량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중요

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요인인가를 분석하였다.

수 있다. 이는 버스정류장과 자택의 거리가 멀수록 대중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운행중인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걷는데 수반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한‘호출형

물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증가하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해 월평균 수입이 많지 않은 고

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택 주변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령자일수록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도가 증

수 있다. 이는 월평균 수입이 적은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입이 많은 고령자에 비해 도심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
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도 멀어 버스교통을 이용하기

Table 12. Estimation Results and Elasticity of Variables
Standard
Variables Coefficient
t-value p-value
error
Constant

-0.288

0.097

-2.954 0.003***

Gender

-0.088

0.066

-1.330

0.183*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지

PROB
(y=1)

인의 차량을 활용하는 차량공유(ride hailing)를 통한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0.067

있다. 또한,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령자에 비해 외출활

Age

0.011

0.008

1.241

0.215*

1.084

동이 많기 때문에 직접 운전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중

Residence

-0.037

0.082

-0.445

0.656

-0.027

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Ownership

0.038

0.076

0.493

0.622

0.048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Walking

0.257

0.172

1.491

0.136*

0.124

이해된다. 따라서, 현재 많은 벽₩오지지역에서 기존 버

Income

-0.009

0.004

-2.111

0.035** -0.130

Number of observations

210

Restricted log likelihood

-131.491

Log likelihood function

-124.821

McFadden pseudo R-squared

0.051

*` Significant at 80% confidence level.
**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 Significant at 99% confidence level.

스교통의 대안으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
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길 수 있
는‘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
하여 초고령화시대 농어촌지역의 교통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호출형 차량공유 서비스’
에 대한 고령자의 선호의식을
조사한 기초연구로 조사의 대상 및 범위가 협소하므로
범용적인 적용을 위한 확장연구가 요구되며,‘호출형

5. 결론
버스교통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
역에서 소형승합차량 또는 택시를 활용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하려는 노력이 최근 대다수의 농어촌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요금이 매우 저렴하고, 차량 운행회

차량공유 서비스’이용에 따른 지불의사액 조사항목과
기초자산을 포함한 개인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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