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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 Rapid Transit (PRT) has emerg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transportation mode for transit-oriented 

sustainable communities by creating compact and walkable environments with competitive construction and 

operational costs. This study seeks to capture the changes in travel mode choice behavior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PRT to travelers who have no previous experience of using it. A critical issue in modeling 

the PRT mode choice is how to capture traveler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unexperienced travel 

mode. The data used come from questionnaire surveys, in which RP (Revealed Preference) and SP (Stated 

Preference) data were collected in relation to travel mode choices with and without PRT system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especially for mitigating the potential bias in favor of or against choosing PRT. In 

addition, an efficient approach was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SP questions by avoiding the complex 

fractional factorial design which tends to make it difficult for respondents to keep their attention throughout 

th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is able to realistically capture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travel mode choice. Discrete choice models are developed to predict travelers’ 

mode choices under different choice scenarios by varying PRT system specification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PRT patronages are projected for two different test sites using the developed PRT mode choice 

models.

국문요약

Personal Rapid Transit(PRT)는 경쟁력 있는 건설비와 운영비로 보행중심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교통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T 도입시 PRT 이용경

험이 없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선택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PRT 선택행태 분석의 핵심 이슈는 경험해보지 

못한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와 평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가이다. PRT 도입전후의 교통

수단 선택에 대한 RP와 SP 자료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PRT 선호에 대한 bias를 최소

화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방해하는 수많은 SP 설문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도록, 복잡한 fractional factorial 설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교통

수단선택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PRT 시스템 특성과 운영방식하에서의 교통수단선택을 추정하였으며, 2개의 대상도시에 대해 PRT 이용수요

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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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도 이러한 요

구를 충족시키기 해 친환경 인 신교통수단 도입에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의 

경우에는 hybrid car와 기자동차로 표되는 green car, 자 거로 표되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에 한 연구개발과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통수단 시스템 측면에서는 LRT(Light Rapid 

Transit), BRT(Bus Rapid Transit), PRT(Personal Rapid Transit)등과 같이 상 으로 높은 근성

과 수요변화에 능동 으로 응이 가능한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PRT 도입을 해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요구하는 경제  타당

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경제  타당성 평가의 근간이 되는 PRT 이용수요분석에 있어서 행 타당

성평가에서 사용하는 통  교통수요분석 방법론은 명백한 한계 이 존재한다. 일반 으로는 SP조사

(Stated Preference)를 통해 교통수단분담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교통수단별 이용분담

율을 측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PRT의 경우에는 SP 설문조사 응답자의 부분이 

과거에 PRT를 탑승 는 실제로 본 경험이 없고, 심지어는 PRT의 성격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하철, 버스, LRT 등 이용 경험이 있는 교통수단을 상으로 하는 

SP조사와는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 설계를 진행하고 모형을 구축할 경우 미경험 교통수단에 한 이

용선호 추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경험수단에 한 이용자 선호조사의 bias를 최소화하는 설문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선택모형을 개발하 다. 여기서 개발된 수단선택모형을 PRT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시범지역에 용하여 PRT 도입시 수단분담율을 측하고, 이에 한 정성

을 분석하 다.

1.2 련 연구 고찰

  PRT와 련된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1970년  활발한 연구를 통해 미국 Los Angeles를 포함한 

몇 개의 도시들을 상으로 PRT 네트워크가 설계되었으나 PRT의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교통체계의 변화에 해 부정 이었던 인식들로 인해 PRT를 화하는데 실패하 다[1]. 이러한 실

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해 ATA(Advanced Transit Association)[2]에서는 PRT를 짧은 운  시격을 

유지하고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 무정차로 운 자 없이 자동 운행하며 고정된 스 보다는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공 함으로써 1인 는 소그룹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PRT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PRT 도입의 기술 ·정책  타당

성에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기술  타당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등[3]은 PRT 시스템의 기본 특징을 신속하고 편리한 

도심 내 이동수단, 경제 인 이동수단, 친환경 인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기존 열차운행제어 방식과 

PRT 차량운행제어 방식의 차이  국내외 기술개발 황을 분석하여 PRT 도입의 기본개념  방향

을 제시하 고, Song 등 [4]은 PRT 시스템의 주요 기술을 PRT 탑승인원, 시, 추진장치, 제동장치, 

분기장치로 구분하여 각 요소에서 선택 가능한 안들에 해 비교 분석하고, 기술 인 검토를 통해 

PRT 차량의 최  제원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타당성을 분석하 다. Lee와 Kim [5]은 교통체계

에서의 PRT 기능  역할을 철도역, 공항, 업무복합지구, 락시설  쇼핑시설 등에서 교통상황

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지선교통체계로 정의하고 PRT 시스템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PRT 시스템 

도입의 정 지역 선정을 한 정책  검토 사항을 모색하 으며, 지속 인 기술의 발 을 통해 PRT

가 교통시스템 내에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망하 다.

  수단분담모형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도권 교통본부의 수도권 장래교통수요 측  응방안 

연구에서는 효용이론을 근거로 한 확률선택모형인 nested logit 모형을 용하 고, 수단선택의 모형 

변수를 결정할 때 개별 통행자의 독특한 수단선택 행태를 반 하기 해 개별 통행자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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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dummy 변수  도착지  종사자 수를 고려하 다[6].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는 수단분담모형 구축에 있어 근통행을 분리하고 모형의 변수를 안특정변수(Alternative Specific 

Variables)로 설정하여 제시하 고, 수단은 승용차, 버스, 고속철도, 철도의 4개 수단으로 구분하 으

며, 변수는 통행비용, 근시간, 차내시간을 설정하 다[7]. 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수정 보완 연구에서는 모형의 변수를 안동일변수(Alternative Abstract 

Variables)로 설정하고 이용 가능한 수단은 국지역간의 경우 승용차, 버스, 철도로 구분하 고 수도

권  역권의 경우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로 구분하 다. 특히, 국지역간, 수도권, 역권 별 모

형을 구축하 다[8].

  국외에서는 2000년  들어 단순한 수단분담모형이 아닌 인간의 행태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수단

분담모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 Li 등[9]은 기존의 logit 모형에서 한 단계 발 된 mixed 

logit 모형의 계수추정방법과 용사례를 제시하 고, Matthew 등[10]은 차량처리, 이용자의 행태 스

링, 수단선택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모형을 개발하 다. Jung 등[11]은 PRT에 한 경제  타당성 

평가할 수 있는 교통수요 분석방법론을 단계별로 나 어 기존 존 세분화 방법의 PRT 용가능성, 역

세권의 개념  버스 노선을 고려한 PRT 구축 상지역의 선정방법을 도출하 고 특히 수단분담모형

의 경우 축 분석법과 환율법을 활용한 구축 방법론을 고안하 다. Lee와 Kim[12]은 4단계 교통수요 

추정기법이 아닌 축 분석법을 활용하여 난곡지역의 PRT 도입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과정에 한 방법

론  결과에 해 제시하 다. 하지만 의 연구 모두 PRT 수단분담모형 구축에 있어 기존의 4단계 

기법과는 다른 개략 인 분석방법론을 용하여 행 타당성 평가제도에 쓰이는 방법론과는 차이가 

존재하고, 활용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연구 방법

2.1 설문 조사

  교통수단선택 행태를 악하기 한 이용자 설문조사는 재의 이용행태를 묻는 시선호조사(RP: 

Revealed Preference)와 특정 상황 하에서의 선택을 악하는 진술선호조사(SP: Stated Preference)로 

구분된다. PRT와 같이 미경험 교통수단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수단선택행태를 악하기 해서는 RP

조사를 수행하여야만 SP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경험수단에 한 선호 bias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설문 설계시 응답자 진술의 일 성을 확보하고, 응답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최

소화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이용자의 교통수단선택행태를 정 하게 악하기 해서는 다양한 선택상

황하에서 이용자 선호를 질문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응답자의 집

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왜곡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설문 항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수단선택행태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악할 수 있는 설문지 설계가 매우 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PRT 도입 상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천 역시의 송도신도시와 서울시 상

암 DMC 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을 시행하 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항목의 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

기 한 pilot survey, 본조사  본조사에서 도출된 문제 을 보완하기 한 보완조사로 구성되어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표본 설정은 구를 조사 상으로 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가의 두 문제로 변할 수 있다. RP조사의 표본은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신뢰도를 기반

으로 한 일반 인 표본수 산정방식과 동일하며, SP 조사의 경우는 한 응답자로부터 다수의 응답자료

가 획득 가능하다는 과 가상 인 상황이 제시되는 측면이 RP 조사와 다른 이며 이러한 측면이 

표본 수  표본 선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SP 조사의 정 표본 수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각 표

본 segment 별로 최소 75~100명 정도가 하다고 알려져 있다. 각각의 상지역은 PRT 운  검토 

노선을 기반으로 하여 조사 상지역의 경계를 정하고, 원활한 조사를 해 토지이용, 주요 건물, 인구

활동패턴 등을 고려하여 그림 1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지역별로 동일한 표본 수를 

조사하여 표본들의 공간  bias를 최소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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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설문지역 구분

  설문 항목의 경우 도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묻는 응답자 특성 

항목과 재 이용하는 수단, 각 수단별 통행시간, 비용 등을 묻는 통행특성 항목, PRT 도입 시의 진

술선호 항목으로 나 어 설계하 다. 설문 본조사는 주간 12시간씩 이틀에 걸쳐 송도신도시와 상암 

DMC 지역별로 각각 450명씩 조사하 고, 환경  bias를 최소화하기 하여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하여 

실시하 다. 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사자들의 교육 부족과 응답자들의 비일 인 응답으로 

인해 내부통행특성 설문항목에 한 미응답 인원이 과다한 문제 이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조

사자 교육을 재실시하고,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수정하여 보완조사를 동

일지역에 해 주간 12시간에 걸쳐 실시하 고 설문인원은 두 지역 모두 100명으로 하 다.

도표 1. 설문 항목

구분 해당항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본인사용차량 유무, 직업, 자동차보유 수, 월평균 가구소득

통행특성
내부통행 통행목 , 출발/도착지, 선택교통수단, 수단별 통행시간/통행비용

외부통행 통행목 , 출발/도착지, 선택교통수단, 환승여부, 환승 치

PRT 진술선호 PRT 이용여부, 이용이유, 정요 , PRT경쟁수단. 최 지불가능요

버스노선 폐지가정
(송도만 해당)

버스노선 폐지를 가정한 후 PRT 이용여부 질문

  일반 으로 설문응답자가 질문 상에 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응답에 오류 는 bias가 

발생하게 된다. PRT의 경우도 표 으로 응답자가 질문 상에 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SP 

응답시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용자 수단선택특성을 악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설문 문항수를 최소화하여 응답자의 집 력을 유지하여 최 한 답변의 일 성을 

확보하고 오류를 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행수단선택의 핵심변수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며, 

일반 으로 통행비용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비교  정확하게 인지하지만 통행시간은 교통수단별 실제 

통행시간과 이용자가 인지하는 통행시간(Perceived Travel Time)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설문의 RP 부분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인지하는 수단별 통행시간과 비용을 수집하 고, SP 

부분에서는 PRT에 한 사항만을 질문하 다. 그러므로, 수단선택모형 추정시 PRT를 제외한 재 

이용가능한 수단에 해서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모형추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경험수단인 PRT의 통행시간의 경우에는 설문지에 

제시된 운행속도에 따라 응답자가 추정하는 값을 PRT에 한 인지 통행시간으로 가정하 다. 한, 

1733



PRT 통행요 의 경우에는 기존의 SP 조사에서 사용하는 fractional factorial 설계를 용하지 않았다. 

Fractional factorial 설계에서는 모형의 추정력을 높이기 해 설명변수들에 한 다양한 수 의 값을 

제시하고 이에 한 응답자의 선택을 수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문항수가 

속도로 증가하여 설문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방해하여 설문 응답의 신뢰도 하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직  인지하는 PRT 통행요 을 질문하고, 이러한 PRT 

통행요  하에서의 수단선택을 악하 다. 이를 통해 인 으로 선정한 요 수  하에서의 

수단선택자료 보다 더욱 실감 있는 수단선택행태 특성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PRT를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PRT 요  수 을 추가로 질문하여 요 수 변화에 따른 PRT 선택 민감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2.3 수단분담모형

  본 연구에서는 PRT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분담 추정을 해 다항로짓모형(MNL: 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 다[13]. MNL은 응답변수가 계와 순서를 가지지 않고 동일한 level에서 선택이 이

루어질 때 사용하는 모형으로 종속변수간의 상 계에 해 큰 가정이 필요치 않으며, 선택확률은 

다음 식 1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exp

exp 
                                                                 (1)

여기서,    = 교통수단 를 선택할 확률

         는 교통수단 의 효용

MNL 사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특성은 비 련 IIA(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문제이

다. IIA는 개인이 선택하는 두 가지 안에 한 선택확률 비율이 다른 안들의 존재와 속성에 독립

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제는 다른 안들이 하나의 으로 구성된 두 안 간의 선택결정과 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선택 안들로부터 하나의 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모형

의 구조  parameter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IA 특성은 실 으로 추

가되는  다른 안이 기존 한 의 안들 간의 확률의 비율에 련됨에도 불구하고 안 그룹간의 

행태 인 계를 하게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

법으로 nested-structure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 악된 PRT 도입 후시 

수단선택행태에서 IIA 특성이 유지되어 여기서는 단일계층의 MNL을 사용하 다.

3. 모형 용

3.1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  자동차 보유 등 기본 인 응답자 특성에 있어서는 수

도권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주지와 직장의 근 성

을 묻는 질문에 상암DMC 지역의 경우 유효 응답자 436명  75%에 해당하는 332명이 조사 상지역

내에 거주지와 직장이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주근 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악되었다. 

이는 송도신도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측되어 응답자의 79% 정도가 거주지와 직장이 가까이 치

하고 있었다. 통행특성에 한 조사결과에서는 출근통행이 상암과 송도의 경우 각각 70.5%와 60.0%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 내부통행에 한 교통수단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수단 분담률이 가장 높은 것은 버스로 상암DMC와 송도지역이 각각 45%와 60%로 측되었다. 상암 

DMC의 경우 도보가 22%로 송도 8% 비해 높은 값을 보이는 데, 이는 조사 상지역으로 설정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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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도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RT 도입에 해 설명한 후 조사 상 지역 내부통행에 해서 PRT 수단의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

을 했을 때, 상암 DMC 지역 응답자  86%가 PRT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송도 지역의 응

답자 에서는 72%가 정 으로 답하 다. 외부통행에 해서는 상암DMC와 송도 응답자들  각각

72%와 60%가 PRT를 이용할 것이라고 진술하 다. 송도의 경우 PRT 이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재 

송도지역 내부를 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PRT를 이용하겠다고 응

답한 인원에 해 이용 이유에 해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암DMC의 경우 “새로운 교통수단이

기 때문에”, “차량의 쾌 함”, “정체가 없고 운행속도가 빨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송도에서는 

“ 근의 용이성”,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 정체가 없고 운행속도가 빨라서” 이라는 응답이 상

권을 차지했다. PRT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두 지역 모두 “ 재 이용 교통수단에 

만족해서”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되었다.

  상암DMC에서는 PRT 도입을 가정한 후, 내부통행에 해 PRT로 환할 것으로 상되는 인원들

의 재 이용수단을 분석하면, 버스, 도보, 승용차가 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버스가 

48%, 승용차가 18%로 도로교통에서 PRT로의 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환 

이유  “차량 정체가 없고 운행속도가 빨라서”라는 답과 논리  일치하며, 버스의 이용 환이 높은 

것은 “정류장의 근이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답과도 일 성이 존재한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에도 버스가 61%로 가장 높고, 승용차, 도보, 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암과 거의 동일한 행

태를 보여주고 있다. PRT로 환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살펴보면 상암에서는 승용차 이용이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도보와 버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PRT로의 미

환 이유로는 “ 재 이용 교통수단에 만족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승용차 이용자의 높은 만족

도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재 일반 으로 측되는 상과 일치한다, 송도지역의 경우에는 버스노

선의 폐지되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의 PRT로의 이용 환율도 조사하 으며, 이때 내부통행에 해

서는 PRT를 이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버스노선이 존재할 경우의 72%에서 폐지시 91%로 격히 증가

하 으며, 외부통행의 경우에도 60%에서 90%로 증가하 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의 폐지가 PRT 이용

으로의 환에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PRT의 정요 에 해서는 두 지역 모두에서 부분 응답자가 PRT의 정 기본요 을 

1,000~1500원 사이로 제시하 고, 도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요 에 한 선호도의 편차가 매

우 높게 나왔다. 이는 PRT 이용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교통수단들의 요 을 기 으로 단

하 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PRT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  지불가능 요 에 해서는 상암 

DMC는 2,000원~2,500원, 송도에서는 1,000원~1500원 사이가 가장 높게 측되었다. PRT의 경쟁 교통수

단에 한 답변은 상암DMC의 경우에 택시라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송도의 경우에는 버스

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거리 내부통행의 경우 기존 교통수단  택시가 이용편리

성과 가격 면에서 PRT의 체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구분 표본 수 최소값 최 값 평균 표 편차

상암DMC 452 500원 5,000원 1,500.6 694.8

송도신도시 445 100원 15,000원 1,200.3 826.2

도표 2. PRT 정요 에 한 기술통계량

3.2 수단선택모형 구축

  수단선택모형은 상지의 사회경제   물리  특성을 반 하기 해 우선 상암과 송도를 구분하

여 개발하 다. 한 모형설명변수에 따라서 통행시간을 차내통행시간(In-vehicle Travel Time)과 차

외통행시간(Out-of-vehicle Travel Time)으로 구분한 모형과 이를 구분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 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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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한 SP 모형의 정성을 검증하기 해 PRT 도입 인 재 상황에 한 RP 자료를 이용

한 황 수단선택모형과 PRT 도입후 선호를 나타내는 SP자료를 이용한 수단선택모형을 별개로 구축

하 다. 다만 송도신도시의 경우에는 PRT 도입시 버스노선 운 을 폐지하는 상황에 해서도 분리하

여 모형을 추정하 다. 를 들어, 송도신도시에 한 SP자료를 이용한 PRT 수단선택 모형의 경우에

는 선택 가능 교통수단이 7가지(auto, taxi, bus, rail, walk, bike, PRT)이며 효용함수는 다음 식들과 

같이 정의된다.

    
   ∙

 ∙
 ∙

  
                              (2)

     
   ∙

 ∙
 ∙

  


    
   ∙

 ∙
 ∙

  


    
   ∙

 ∙
 ∙

  


    
   ∙

  


    
   ∙

  


    
  ∙

 ∙
 ∙

  


여기서, 
= 교통수단 를 이용하여, 교통존 와 교통존 를 통행할 때의 효용

       
= 교통수단 를 이용하여, 교통존 와 교통존 를 통행할 때의 효용의 random 요소

       
  = 교통수단 를 이용하여, 교통존 와 교통존 를 통행할 때의 통행시간 (분)

        
  = 교통수단 를 이용하여, 교통존 와 교통존 를 통행할 때의 통행비용 (원)

       
  = 교통수단 를 이용하여, 교통존 와 교통존 를 통행할 때의 근/ 기시간 (분)

         = 교통수단에 한 alternative-specific constant

        ,  ,   = 매개변수

 모형의 경우 모형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도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차내통행시간의 계수는 

-0.36442, 통행비용의 계수는 -0.00315, 차외통행시간의 계수는 –0.62204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변수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값이 커질수록 이용자에게 부의 효용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값이 차외통행시간 계수, 차내통행시간 계수, 통행비용 계수 순인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은 비용

의 변화보다 통행시간 변화, 특히 차외통행시간 변화에 민감하다고 단된다. 한, 각 계수의 P-value 

0.01보다 낮으므로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log likelihood 

function 값은 –165.2931으로 모형 체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Coefficient Std.Err. t-ratio P-value

A1 -2.90013 0.387743 -7.47951 7.46E-14

T -0.36442 0.05511 -6.61257 3.78E-11

C -0.00315 0.000362 -8.70627 2.89E-15

A2 -97.6858 14887.2 -0.00656 0.994765

W -0.62204 0.097865 -6.3561 2.07E-10

A3 1.06332 0.53659 1.98163 0.047521

A4 1.33981 0.819932 1.63405 0.102248

A5 -2.43153 0.731853 -3.32243 0.000892

A6 -108.21 14887.2 -0.00727 0.994201

Log likelihood function -165.2931

도표 3. PRT 수단분담모형 추정결과 (송도, 버스노선 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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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의 정성 검증을 요한 방법 의 하나는 한계 체율법을 사용하여 시간가치를 산출한 후, 이

를 재 국내에서 통상 으로 용되는 시간가치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서 핵심 요소가 통행시간과 통행비용간의 trade-off 이므로, 시간가치 분석은 수단선택모형 검증의 핵

심요소라도 할 수 있다. 시간가치를 산출하기 한 한계 체율법은 앞서 추정된 모형 계수를 이용하

여 통행시간과 통행비용간의 계를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아래 식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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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체율법을 용한 결과, 시간가치는 차내통행시간과 차외통행시간이 각각 시간당 6,940원과 

11,847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차내통행시간보다 차외통행시간에 더 민감하다는 일반 인 

통행행태 분석 결과와 논리 으로 일치한다. 도표 4는 모형추정결과와 이에 따른 시간가치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재 국내의 모든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철도부문사업의 

비타당성 조사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 )』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단분담모형과 이를 이용해 산출된 

시간가치와 비슷한 수 이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단선택모형의 정성을 검증해 주고 있다.

구분
통행시간 Coefficient 통행비용

Coefficient

시간가치(원/시)

차내시간 차외시간 차내시간 차외시간

송도

신도시

모형 1

황 -0.33369 -0.62081 -0.00318 6,302 11,725

버스운 -0.36442 -0.62204 -0.00315 6,940 11,847 

버스폐지 -0.27538 -0.53202 -0.00282 5,857 11,315 

모형 2

황 -0.37167 -0.00309 7,224 

버스운 -0.4325 -0.00305 8,496 

버스폐지 -0.30586 -0.00255 7,199 

상암

DMC

모형 1
황 -1.21668 -0.99577 -0.00579 12,613 10,323 

PRT -0.80776 -0.19369 -0.0025 19,381 4,647 

모형 2
황 -1.12078 -0.00532 12,652

PRT -0.51196 -0.00225 13,627

도표 4. 모형추정 결과  시간가치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합한 환경친화 인 신교통수단인 PRT 도입 타당성 분석의 핵

심내용인 PRT 이용선호를 분석하 다. PRT 도입 타당성 검토지역  2개 지역에 해서 이용자 교

통수단선택 행태에 한 RP/SP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을 설명변수로 하는 교통수단분담 모형을 개발하 다. PRT 상지역인 상암DMC와 송도신도시에 

한 매우 구체 인 이용자 통행행태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한 기 와 이용편

의성으로 인해 PRT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분담모형은 내부통행에 하여 구축하

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단분담구조를 실험하고, RP와 SP자료를 결합하여 실제 용성을 향상시킨 모

형을 구축하 다. 모형개발에 사용된 자료들은 입력 error와 일 성이 없는 응답 등은 filtering 처리를 

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높 다. 추정 모형에 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매개변수들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며, alternative-specific 상수항의 경우에도 주요 교통수단에 해 통계 으로 신뢰성 있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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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하 다. 특히 한계 체율법에 의해 추정된 시간가치가 기존 련연구에서 도출된 시간가치

와 일 성이 있는 것으로 악되어 모형 용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도신도시와 상암 DMC는 사회경제   지리  특성에 의해 다른 수단선택행태를 보 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각기 다른 PRT 모형이 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PRT와 같은 이용경험이 거

의 없는 신교통수단의 경우에는 특히 모든 지역에 일반 으로 용 가능한 범용  모형(Abstra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하지 않고, 지역  특수성이 반 된 모형(Site-specific Model)의 용이 

보다 하다는 것을 보여 다. 향후 연구에서는 운행노선, 교통환경  통행특성 등과 같은 

site-specific한 요소들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도록 simulation 기반 interactive 설문방식을 통

한 통행특성자료를 추가로 보완하고, 수단선택 구조를 좀 더 세 하게 묘사할 수 있는 이산선택모형

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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