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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operating the bus information terminal (hereinafter, ‘BIT’) to use by building 

it at a major bus s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traffic congestion. Busan Metropolitan City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BIT’ since 2003.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on the factor to use and satisfaction 

survey on ‘B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This study, in an effort to inquire into the ‘BIT’ utilization factor 

and its vitalization plan, conducted a face to face survey of 172 citizens who had the experience in the ‘BIT’. The 

result of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usability, convenience, and availability were the critical factors for a BIT use. 

In addition, the general intention to use ‘BIT’ was found to be very high as much as 90.7%.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cademic contributions is that it proved the relationship between usability, convenience and 

the intention to use suggested by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s supported even in case of ‘BIT.’ 

For the practitioners this study provides ground data for a local government to make a plan of a BIT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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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교통 서

비스를 향상시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

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

tem)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

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달하는 첨단

교통시스템으로[14], 경기도 부천시가 2000년 12월

에 최 로 도입하 고[17], 부산 역시(이하 부산시)

는 지난 2003년 교통의 활성화를 해 버스정

보안내기를 구축한 이후 매년 사업을 확  추진하

고 있다[14]. 부산시는 2012년 재 2,800여 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  510여 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

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기하면서 버스도착 정

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6].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시민들이 버스를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범 를 

차 확 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정보안내기의 

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인 확  설치를 계획 임

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기존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

자 심의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련 정책

마련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버스정

보안내기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 요인을 도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버스정보안내기의 활성화를 

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버스정보안내기의 개념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의 버스시스템에 첨단의 

정보통신, 자, 제어, SI 등의 기술을 목시켜 교

통체계의 이용효율을 제고시키는 지능형 교통시스

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한 분

야이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의 운행과 련된 각

종 정보를 정류장 기 승객, 차내 승객, 버스운

자 등에게 버스정보안내기, 인터넷, 휴 폰 등을 

통해 제공한다[3].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성은 버스정보안내기, 차량 

내 단말기, 노변장치, ADSL 망  버스정보센터 

서버 등이다. 버스 운행시 버스 고유 신호를 인식하

는 노변장치에 의해 버스의 치정보 등을 무선기

지국을 통해 보내오면 버스정보센터에서 수집된 정

보를 가공하여 정류장 등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

기와 휴 폰, 인터넷, 스마트폰, 음성정보안내(ARS) 

등으로 정보가 제공된다[9]. 이때 차량 내 단말기

는 버스 도착 정 시간, 버스 재 치 등을 

이나 음성안내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

며, 운 자에게는 앞 뒤차 간의 간격  배차 간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 버스정보안내기는 버

스 재 치, 도착 정 시간, 기시간 등을 실시

간으로 제공하며, 부가 으로 날씨, 시정뉴스, 지

연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출화면 세부 내용

1. 버스도착 정시간
2. 버스 재 치
3. 버스노선
4. 기시간
5. 종착지 
6. 시정뉴스
7. 교통정보
 -돌발상황 
 -도착지연시간/사유 
 -노선변경정보 외
8. 날씨정보 외

 출처：부산 역시(2012).

 [그림 1] 버스정보시스템 구성  버스정보안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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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스정보안내기의 구축 황

버스정보안내기는 국내외 여러 지자체에서 극 

구축 운 되고 있으며 주로 GPS를 이용한 버스 

치추 장치(AVL：Automatic Vehicle Location) 

와 RF(Radio Frequency)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5]. 버스정보안내기는 일본 동경의 170개 정류

소에 1,800 , 요코하마의 54개 정류소에 129 가 

설치되었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는 816 , 볼티

모어에는 900 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12]. 

국내의 경우 부천시는 2001년 최 로 버스정보

안내기를 도입하여 서울이나 인천에서 부천까지 모

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도착정보를 한 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9, 17]. 재는 서

울, 부산 등 국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버스정보

안내기를 구축․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버스

운행 리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부산시는 2003년에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을 시

작하여 재는 510여 개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정류

장 일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교통상황실에서 

교통정보 수집과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정보를 리

하고 있다[7] 

2.3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만족도에 한 

연구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만족도에 한 연구는 주

로 주된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박한 , 김경석[6]은 이용자의 개별 특성

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선호하는 교통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한 이

용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안하고, 차내 장

치, 버스정보안내기, 모바일의 3가지 매체와 서비

스에 한 개발 연구를 진행하 다. , 부산시 버

스정보안내기 이용자를 상으로 각 매체  종합

인 만족도를 측정하 다. 

이원규[14]는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체 만족

도, 버스정보필요성에 한 평가를 해 버스정보 

내용, 버스정보 이용 속성, 버스이용 형태 변수들

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신동우[10]는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제공되는 정보

의 정확도를 버스도착 정 정보, 버스 치 정보, 

버스노선 정보 등으로 평가한 결과, 버스도착 정 

정보는 45%, 버스 치 정보는 41%, 버스노선 정

보는 68%가 정확하다고 보았다.

Ridho and Sumi[30]는 버스 이용자들이 휴

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정보에 근함

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 다. 그들에 의하

면 이용자들이 휴 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정보시스템에 근해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실제로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버

스 도착정보를 알 수 있어, 평균 버스 기시간의 

44%, 총여행시간의 19%를 이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정근, 최석우, 황병옥[16]은 버스정보시스템의 

각 방식별로 표 시스템을 선정하고, 버스도착

정 정보의 신뢰도, 무선통신의 성공률 등을 효과

척도로 해당 시스템들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평가

함으로써,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평가 방안을 제시하 다.

Dahalgren and Morris[23]는 버스 이용객의 요

구와 선호, 유효한 기술, 이용자들에게 최상으로 평

가되도록 개선하는 기술들의 결합에 을 두고, 

이용자들은 최신의 기술 이용이나,  쉘터의 

제공보다는 정확한 스  정보의 지속  제공 등

을 더욱 요구한다고 보았다. 

Mishalani et al.[28]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의 만

족도 평가를 한 평가기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의 평가 기

을 상 도착시간과 버스의 실제 도착시간과의 

차이로 두고, 이를 변수로 하는 승객효용함수(Pa-

ssenger Utility Function)를 최 화시키는 방송시

간을 최  도착시간 안내 정보로 정의하 다. 



4 김순자․홍순구․차윤숙․김종원

2.4 지자체의 버스정보안내기 이용 만족도 

평가 사례

부분의 지자체들은 주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정

보안내기를 운용 이며, 추가 설치  기존 시스

템의 업그 이드를 실시하면서, 버스정보안내기의 

도입 성과 측면에서 이용 정도, 이용 만족도 등을 

측정한 바 있다. 이원규[14]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버스 이용자와 타 수단 이용자를 상으로 버스정

보안내기에서 제공되는 버스도착 정보의 이용정도 

 확  설치 필요성에 해 조사하 다. 그에 의

하면 응답자의 60.5%는 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하

지만 39.5%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버스정보안내기의 추가 설치에 한 필요

성은 91.6%가  견해를 보이며 필요하다고 

답하 다.

김헌수[4]는 인천시의 버스정보안내기 이용자와 

버스 내 설치되어 운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

말기 이용자를 상으로 종합 인 성능평가, 이용 만

족도, 불만 사항 등을 조사하 다. 그에 의하면 버스 

도착 정 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을 1차, 2차로 조

사하니 오차가 모두 ±2분 이내로 정확도가 95% 정

도로 양호하며, 체 인 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김재문[3]은 부산시의 버스 이용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버스도착 정보에 한 만족

도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버스이

용자의 71.9%가 버스정보안내기 제공 정보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정연탁[15]은 부산시의 버스 이용자  비

이용자를 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인식 측

정결과, 응답자의 79.1%가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되는 버스도착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는 57.5%로 평가되었다.

조정형, 오 태[19]는 부천시 버스 정류소의 버스

정보안내기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평

가한 결과 응답자의 73.8%가 버스정보안내기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 태 외[12]는 구시의 BMS를 상으로 

버스운행 리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 고, 남두희 

외[5]는 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첨단교통

모델 도시건설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 다. 이러한 

지자체별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 만족도 평

가 사례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자체별 버스정보안내기 이용 만족도 평가 
사례

구 분 항 목 평가결과 참고문헌

부산시

이용정도 이용한다(84%)

[3, 14, 15]확 설치필요성 필요하다(93.7%)

이용만족도 만족한다(71.9%) 

시
이용만족도 만족한다(44.9%)

[5]
확 설치필요성 필요하다(75.5%)

구시

정보의 정확성 정확하다(37%)

[12] 이용 정도 이용한다(67%)

이용만족도 만족한다(90%)

인천시 이용만족도 만족한다(72.8%) [4]

부천시 이용만족도 만족한다(73.8%) [19]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의 설정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요인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버스

정보안내기의 이용 요인으로 여겨지는 유용성, 편

의성, 가용성과 이용 만족도와의 계를 [그림 2]

와 같이 설정하 다.

 유용성

 편의성

 가용성

 이용 만족도

H1

H2

H3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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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 설정 

3.2.1 버스정보안내기의 유용성에 한 가설

유용성은 정보기술수용 모형에서 정보기술의 이

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20, 

22, 32]. 유용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서 유용성

은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

[22]. , 사용자에게 달해 주는 가치가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우수하다고 인지되는 정도로 

볼 수 있다[32].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유용성에 한 연구로, 신

동우[10]는 버스도착 정 정보의 신뢰도 평가 지표 

 기 을 제시하 다. 이정근, 최석우, 황병옥[16]

은 버스도착 정 정보의 신뢰도를 토 로 버스정

보안내기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평가하 다. 이원

규, 정연탁[15]은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되는 

버스도착 정 정보의 정확도와 이용정도를 분석하

다. 빈미 , 김효빈[9]은 버스정보안내기 제공 정

보의 정확도와 이용 만족도를 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 다. 이들의 연구를 토 로 버스정보안내기

의 유용성에 한 정 인 인식은 버스정보시스

템의 이용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H1：버스정보안내기의 유용성에 한 정

 인식은 이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버스정보안내기의 편의성에 한 가설

편의성은 경 정보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정보기술의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시되어 왔다[20-22, 25]. 편의성은 무선인터

넷서비스의 이용요인이며[2], 모바일 환경에서도 정

보기술의 이용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

[27, 29]. 이러한 편이성은 특정한 시스템을 이용하

는 것이 신체 , 정신  노력이 게 들 것이라고 개

인이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22]. 이에, 본 연구는 버

스정보안내기에서도 편의성에 한 정 인 인식

은 이용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H2：버스정보안내기의 편의성에 한 정

 인식은 이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버스정보안내기의 가용성에 한 가설

가용성은 컴퓨터 시스템 등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가용성은 시스템이 가용한 시간을 경과시간으로 

나  값으로 정의된다[18]. 이때, 가용성은 불안정

한 운 , 조악한 스크린 디자인과 이아웃, 부

합한 피드백, 일 성의 결여로 야기되는 질이 좋

지 않은 성능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26]. 인천시에

서는 버스정보안내기가 노후화  회선장애, 제어

기 고장, VPN 오류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을 일

으켜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11]. 이원

규[14]는 이용자들을 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설

치 확 의 필요성, 이용 만족도 등을 분석하 다. 

김헌수[4]도 버스정보안내기 확  설치의 필요성, 

이용 만족도 등에 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

를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 로 버스정보

안내기의 가용성에 한 정 인 인식은 이용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H3：버스정보안내기의 가용성에 한 정

 인식은 이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제시된 변수의 측정을 한 각 변수에 한 조

작  정의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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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본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성별

남자 57 33.1

여자 115 66.9

계 172 100.0

연령

10 17 9.9

20 55 32.0

30 21 12.2

40 25 14.5

50  이상 54 31.4

계 172 100.0

통행
목

출․퇴근 43 25.0

통학 54 31.4

쇼핑 12 7.0

업무 27 15.7

친교․사회활동 36 20.9

계 172 100.0

<표 2> 변수의 측정 항목 

변수 측정 항목
설문
문항

선행 
연구

유용성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 
되는 버스 도착 정 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의 일치성

1-1

[9, 10, 
15, 16, 
20, 22, 
32]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 
되는 정보의 상세성

1-2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 
되는 버스도착 정보, 버스 치 
정보 등 주된 정보의 충분성

1-3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 
되는 날씨, 시정 홍보, 교통정보 
등 부가정보의 충분성

1-4

편의성 

버스정보안내기의 표출 화면 
크기, 색상, 밝기의 정성

1-5 [2, 20, 
21, 22, 
25, 27, 
29]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화면의 
시인성

1-6

가용성

버스정보안내기가 필요한 장소 
에 설치되어 있다는 인식 정도

1-7
[4, 11, 
14, 18, 
26]

버스정보안내기를 미작동이나 
작동오류없이 사용가능하다는 
인식 정도

1-8

이용 
만족도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만족도 

1-9
[20, 22, 
32]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 

의도
1-10

버스정보안내기의 유용성은 버스정보안내기를 통

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인지되

는 정도로 정의하고, 버스도착 정 시간과 실제 도

착시간과의 일치성, 제공되는 정보의 상세성, 주된 

정보의 충분성, 부가정보의 충분성 등을 측정항목

으로 설정하 다. 

버스정보안내기의 편의성은 버스정보안내기 표

출화면을 통해 제공되는 사용 편의성으로 정의하

고, 부산시의 “시내버스 안내  설치사업의 제

안서 평가항목  기 ”을 토 로[7], 버스정보안

내기의 표출 화면 크기, 색상, 밝기의 정성과 표

출 화면의 시인성을 측정항목으로 정하 다. 

버스정보안내기의 가용성은 버스정보안내기를 장

애없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

고, 버스정보안내기의 설치 정도, 미작동이나 작동

오류 없이 이용 가능한 정도를 측정항목으로 하

다. 마지막으로 이용 만족도는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반 인 만족도로 정의하고, 제공 정보의 만

족도  이용 의도를 측정항목으로 하 다.

3.4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자료수집  분석을 해 부산시에 설치된 버스

정보안내기 이용 경험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설문지는 버스정보안내기의 유용성, 편

의성, 가용성, 이용 만족도 련 문항, 버스정보안

내기 이용불편  개선 요구사항 련 문항, 인구

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한 나이, 성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작성된 설문지를 연령 별 비조사를 통해 불

분명한 설문항목을 수정한 후 2012년 3월 한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면 면 조사 방식으로 진

행된 본 조사를 통해 총 172부의 설문지가 배포되

어 량 회수되었다. 확보된 설문지를 토 로 SPSS 

20.0과 AMOS 20.0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이용자의 

인식분석을 해 기술통계량 분석, 빈도분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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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 다. 한, 연구모

형의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여러 변수들 간의 계를 

나타내는 이론  모형에 해 확인  검증을 행하

는 통계방법으로 이론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

는데 매우 합하다[8]. 이에,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유용성, 편의성, 가용성이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이 분석법

을 사용하 다. 한편, 수집된 표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4. 실증 분석

4.1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자의 인식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되는 버스도착 정 시간과 실제 도착시간과의 

일치성에 한 인식은 평균이 3.79(5  만 )이며, 

응답자의 72%가 매우 그 다 혹은 그 다 등의 

정  답변을 하 다.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

공되는 정보의 상세성은 평균이 3.46이며, 응답자

의 52%가 정  답변을 하 다. 주된 정보의 충

분성은 응답자의 51%가 충분 혹은 매우 충분하다 

등의 정  답변을 하 고, 부가정보의 충분성은 

응답자의 32%는 정  답변을 하 지만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도 30%에 달했다. 

버스정보안내기의 표출화면의 크기, 밝기는 응

답자의 69%가 정  의견을 보 고, 표출화면 문

자크기는 62%가 정 으로 답했지만, 부정 인 

의사를 밝힌 응답자도 11%에 달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된 정도는 

85.1%가 그 지 않다 혹은 매우 그 지 않다 등의 

부정  답변을 하 고, 작동 오류  고장 없는 사

용 가능성에 한 질문에서도 54.6%가 부정  의

견을 보 다.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한 

반 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13.4%이고 

만족한다가 59.3%이며, 이용 의도는 매우 그 다

가 36.6%이고 그 다가 54.1%로 정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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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간일치

정보의 상세성

주된 정보의 충분성

부가정보의충분성

표출화면 크기 , 밝기

표출화면 문자크기

필요한 곳에 설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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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이용자의 인식

한편,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불편 사항에 한 

설문결과, 고장  작동오류로 인한 불편함을 57

명이 호소하 고, 햇빛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

지 않아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37명, 화면의 변환

속도가 빨라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가 34명에 달했다. 

, 버스정보안내기의 개선 요구사항에 한 설

문결과,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의 환승정보 제공, 

버스 앞․뒤차 도착시간 간격 표시, 마을버스에도 

확  용, 구형 안내기를 신형으로 교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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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을 한 음성 안내기 추가 설치, 부가정보

의 다양화, 터치스크린 기능 추가 등의 다양한 의

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용불편 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버스정보안내기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고장  작동 오류로 
인한 불편함

∘햇빛으로 인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음

∘표출 화면의 변환 속도가 
빠름

∘정류소 부착형 안내기의 
부착 치가 높음

∘환승정보의 제공
∘부가정보의 다양화
∘마을버스로 용 확
∘구형 안내기의 교체
∘터치스크린 기능 추가
∘노인, 장애인을 한 음성 
안내기 추가 설치

∘버스 앞․뒤차 도착시간 
간격 표시

∘이용자의 키를 고려한 
안내기 부착

4.2 타당성  신뢰도 분석

설문항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탐

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요인추출 

모델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

lysis)을 사용하 고,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서 Varimax 회 방식을 택하 다. 요인의 수는 미

리 지정하지 않고, Chi-square 값, 고유값이 1.0 이

상, 스크리 테스트(Scree test) 분석 등을 추출 기

을 용하여 요인을 추출하 다. 추출결과, <표 5>

와 같이 독립변수는 3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67.65%

의 설명력을 가지며, 종속변수는 1개 요인으로 구분

되어 77.3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명명시에는 요인 재량이 큰 것이 가장 그 요인

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33], 각 요인

마다 가장 크게 부하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유용

성, 편의성, 가용성, 이용 만족도로 명명하 다.

신뢰도를 구하기 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 일 성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

때, Cronbach’s alpha 계수는 어도 0.6은 넘어야 

신뢰도가 만족할 수 이라고 본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는 0.6 이상으로 향후 분석을 한 최소한의 

기 을 만족하 다.

<표 5>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요인 재치 Chron

bach’s 
Alpha유용성 편의성 가용성 만족도

독립
변수

U1 .804 -.141  

.782
U2 .841  

U3 .824 .177  

U4 .646  

C5 .173 .825  
.637

C6 .848 -.101  

A7 .839  
.627

A8 .844  

종속 
변수

S9 .879
.707

S10 .879

고유치 2.642 1.587 1.183 1.547  

분산(%) 33.019 19.836 14.792 77.340  

(%) 33.019 52.855 67.647 77.340  

4.3 확인  요인 분석

구분된 요인들이 원래의 모집단을 표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

은 이론 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계를 미

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방

안이다. 따라서 확인  요인분석은 연구자의 지식

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차원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13]. 

확인  요인분석은 단일차원성을 해하는 항목

을 제거하는데 목 이 있으며, 각 요인별 구성개념

의 최  상태는 다음의 합도 지수를 통해서 평가하

다. 먼 , Chi-square 값은 을수록 바람직하나 

표본의 크기와 련이 깊으며 표본이 커질수록 값은 

커지므로, Chi-square에 한 p값(≥ 0.05)로 하고, 

GFI(Goodness-of-Fit Index; 0.90 이상), A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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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d Goodnessof-Fit Index; 0.90 이상), RMR 

(Root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NFI(Nor-

med Fit Index：0.90 이상) 등을 이용하 다[28].

[그림 4]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구축된 구조방정식 
모형

4.4 연구모형 검증

4.4.1 모형 합도

제시된 연구모형의 체 인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합지수를 나

타내는 GFI, AGFI, RMR, NFI, NNFI, CFI, RM 

SEA가 <표 6>과 같이 나타나 연구모형의 합도

는 기 을 만족하 다[8, 24].

<표 6> 연구모형의 합도

합지수 기 연구모형

CMIN/DF 3.0 이하(P ≥ 0.05) .728(p = .16)

GFI 0.9 이상 .998

AGFI 0.9 이상 .979

RMR 0.05 이하 .014

RASEA 0.05 이하 .000

NFI 0.9 이상 .990

NNFI 0.9 이상 .998

CFI 0.9 이상 .997

4.4.2 가설검증  가설검증 결과 

각 요인들 간의 계를 나타낸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그림 5]에 정리하 다. <표 7>

에서 Estimate는 표 화된 회귀계수, S.E.는 표

오차(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은 회귀

분석의 t값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6을 기 으로 유

의성을 단할 수 있다. 앞에서 설정한 가설 H1, 

H2, H3은 t값인 C.R.(Critical Ratio)의 유의성 

단기 인 1.96을 모두 통과하여 α = 0.05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버스

정보안내기의 유용성, 편의성, 가용성에 한 정

인 인식은 이용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유용성과 

편의성은 C.R 값이 2.58을 과하여 α = 0.01에서

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유의성을 보 다.

<표 7> 경로계수 추정 결과

가설 주요경로
Estimate
(표 화된 
인과계수)

S.E.
(표  
오차)

C.R
(검정
통계
량)

P값
(유의
확률)

가설
채택
여부

H1
유용성 → 
이용만족도

.532 .140 3.800 .000*** 채택

H2
편의성 → 
이용만족도

.538 .140 3.841 .000*** 채택

H3
가용성 → 
이용만족도

.153 .073 2.088 .037** 채택

가용성

유용성

편의성 이용 만족도

0.31

0.37

0.15

[그림 5] 분석 결과

경로모형에서의 인과 계를 나타내는 인과효과

를 보면 <표 8>에서 버스정보안내기의 유용성에 

한 정  인식은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만족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경로의 

경우, 버스정보시스템의 유용성 변수가 1단  증

가할 때 이용만족도 변수가 0.309만큼씩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제시된 3개의 가설경로 에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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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정보안내기의 편의성에서 이용 만족도로 이어지

는 가설경로(H2)는 0.374로 가장 높은 표 화된 

인과효과를 보이며, 다음은 유용성에서 이용 만족

도로 이어지는 가설경로(H1)로 인과효과가 0.309, 

가용성에서 이용 만족도로 이어지는 가설경로(H3)

는 인과효과가 0.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화된 인과효과 분석

가설 주요 경로 인과효과

H1 유용성 → 이용 만족도 .309

H2 편의성 → 이용 만족도 .374

H3 가용성 → 이용 만족도 .148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버스정보안내기 이용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 부산시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이용한 경

험이 있는 시민들을 상으로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이용

자 인식조사 결과에 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정보안내기의 만족도는 70.4%, 재이용

의도는 90.7%의 정  의견을 보 다. 한, 버스

정보안내기 제공정보에 해 정확성은 72.7%, 상

세성은 52%, 주된 정보의 충분성은 51%의 정  

의견을 보여 체 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반

면, 부가정보의 충분성은 부정  의견이 30%에 달

해 추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한 다양한 부가

정보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버스정보안내기의 설치정도는 85.1%, 장애 

없는 사용정도는 54.6%가 부정  의견을 보여, 이

용자들은 재는 주요 정류소 주로 설치되어 있

고, 잦은 작동 오류  고장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버스정보안내기 표출화면의 크기, 색상은 

69%가 정  의견인 반면, 표출화면의 문자크기

에 해서는 부정  의견(11%)이 있었다. 이는 

교통수단인 버스정보안내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인, 장애인 등의 근성 향상을 해 문자크기

의 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모형 검증결과에 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용성은 본 연구에 의해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기술수용모형에

서 제안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와의 계가 버스정

보안내기에서도 지지됨을 나타낸다[20, 22, 32]. 따

라서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 제공되는 버스 도착

정 시간과 실제 버스도착 시간과의 일치성, 제공

정보의 상세성, 주된 정보  부가정보의 충분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용만족도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편의성은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수용 모형의 편의성과 이용의

도와의 계가 버스정보안내기에서도 지지됨을 나

타낸다[16, 22, 25]. 특히, 편의성은 버스정보안내

기의 이용에 가장 큰 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버

스정보안내기 표출화면의 크기, 색상, 문자크기의 

조  등을 통해 버스정보안내기의 편의성을 개선

함으로써 이용 만족도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가용성은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요인으로 

밝 졌다. 즉, 버스정보안내기를 확  설치하고, 지

속 인 리 활동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

도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애없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버스정보안내

기에 한 이용 만족도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 만족도에 한 

향력은 편의성, 유용성, 가용성 순으로 나타났다. 

재 가용성 수 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편의성이 

상 으로 높은 향력을 보인 것은, 단순히 버

스정보안내기의 설치 수가 늘거나 작동오류나 

고장없이 이용가능한 상황보다는 버스정보안내기 

표출화면의 크기, 밝기, 문자크기 등에 한 실제

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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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이용 만족도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5.2 버스정보안내기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에 의한 버스정보안내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스정보안내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을 

검하고 개선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한 지속

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해 우선, 이용자들의 

인식을 주기 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버스 정보안내기의 화면에 환승 

정보 표시, 버스 앞․뒤차 간격 표시, 구형 버스정

보안내기의 교체, 장애인  노인을 한 음성안내

기 보충, 터치스크린 기능 추가 등에 한 개선 방

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각 지자체의 버스정보안내기 확  설치 계

획을 극 추진하고, 기기의 작동 오류  고장에 

비한 리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재 버스정

보안내기의 가용성에 한 이용자의 인식은 미흡

한 수 으로, 버스정보안내기의 미설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버스

정보안내기를 확  설치  설치된 기기의 체계

인 리를 통해 가용성에 한 인식 환이 필요

하다. 

한, 버스정보시스템에 근가능한 모바일 어

 개발  개발된 어 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

류소에 와이 이존을 설치하여 통신비 부담없이 

어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용성에 한 인

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버스정보안내기 표출화면의 문자크기, 화

면 환속도 등의 편의성 요인에 한 이용자 인

식 조사와 조사결과를 반 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

다. 편의성은 버스정보안내기에 큰 향력을 갖는 

이용요인으로, 노인, 시각 장애인의 근성 향상을 

해 표출화면의 문자크기 조정 등이 요구되며, 

화면 환속도, 햇빛으로 인한 시인성 하 등의 

개선요구 사항들에 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버스정보시스템은 지자체 역의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정

책수립 과정에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마

을버스, 시외버스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선요구사항으로 제시된 교통 간

의 환승정보 제공, 마을버스로의 기능 확장에 

한 정책을 보완하고, 나아가 지자체 역의 지능

형교통시스템과의 연계  인  지자체들 간의 연

계를 한 력 체계 구축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5.3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버스정보안내기 이용 경험자를 상

으로 한 실증연구이나 부산시에 설치된 버스정보

안내기 이용 경험자로 연구 상을 한정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 이용자 

심의 버스정보안내기에 한 기존 연구의 부족으

로 다루지 못한 다양하고 포 인 변수에 해 

추후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버스정보

안내기 이용자의 특성을 반 한 선행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 만족도, 재이용의도 등에 미치는 직

간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용자 

측면에서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요인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측면에서 유

용성, 편이성, 가용성이 버스정보안내기의 이용요

인임을 밝혔고, 정보기술수용 모형에서 제시된 유

용성, 편이성과 이용의도와의 계가 버스정보안

내기에서도 지지됨을 증명하 다. , 실용  측면

에서는 부분의 지자체에서 버스정보안내기의 설

치 확 를 계획 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에게 양

질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버스정보안내

기에 한 이용자 심의 연구가 필수 이다. 본 

연구는 버스정보안내기를 확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버스정보안내기 련 정책 마련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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