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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railway usage behavior.

Author would locate this research on position of basic survey to promote railway use according to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in Korea. In this research, we would perform descriptive analysis using data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rail-

way use in 2008, Daegu, and describe its relationship. In addition, we would suggest some idea about policy which can pro-

mote railway use. The order of railway choice behavior noticed in clustering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was cooperative

behavior type, middle type and non-cooperative behavior type. It suggests tha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effect on trans-

portation choice behavior. Specially, railway improvement isn't enough to promote railway use. And, it is advisable to carry out

the improvement in such a way that it may encourage the nation to move from the current environmental consciousness stage

to cooperative behavior. Moreover, we assumed Binary Probit(BP) model using SP data of time or condition of transportation

expense compared with passenger car and bus. As the results, modified likelihood ratio of two BP models is favorable vari-

ables. And it occurred that mode was transferred from passenger car to railway when it showed higher social environment con-

sciousness and low selfish environment consciousness, because t-statistic which represents selfish environment consciousness

showed significance in 95% confidence level. That is, it can be described that environment consciousness affect on the inten-

tion of railwa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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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환경의식이 철도이용 촉진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위상은 2008년 대구광역권 철도이용실태조사의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데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이용교통수단별 4개 인자의 환경의식이 각각 다르다

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이것은 환경의식이 교통수단선택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사

회적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철도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자동차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

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철도이용촉진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의식지표를 고려해 철도와 승용차와 철도와 버스에 대한

이항프로빗 모형으로부터는 사회적인 환경의식지표가 철도이용의향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기적인 환경의식지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고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낮을수록 승용차로부터 철도

로의 수단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철도이용촉진은 철도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환경의식

의 계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교통수단선택행동, 환경의식, 군집분석, 이항 프로빗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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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에 직면해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쿄토 의정서의 기후협약

에 근거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산업투자와

정책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설정하였다. 이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 범위인 BAU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수송부문의 감축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동차에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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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수단전환(modal shift)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

다.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폭우 등 기상이변 경험

은 점진적으로 환경의식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이

라는 사회적 동기의식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Ohtomo et al., 2003). 반면 서울시의 경우

는 아무리 많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더라도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Shon and Yun, 2009). 이는 일

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철도로의 전환은 운임과 시간 이외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면 철도의 경우 안전성, 정시성, 역

까지의 접근 및 환승의 저항, 그리고 운행 빈도 등 서비스

요인이 있고, 또한 개인 및 통행속성, 교통수단의 선호도,

환경의식, 태도와 습관 등의 잠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의 교

통수단 선택모형에 관한 지침에서는 요금과 소요시간만을 고

려하고 있다. 전술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범세계적 환경의식

이 철도이용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자동차에서 철

도로의 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하에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과

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환경의식이 철도이용의 활성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환경의식과 교통이용수

단의 관련성 분석의 접근방법은 그림 1에 제시하고 있다. 1

단계는 환경의식 특성자료에 따른 인자분석과 클러스터

(Cluster)분석 결과와 이용교통수단의 실적자료(RP: Reveled

Preference)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으로 관련성을 분석한다

(제4절). 2단계에서는 환경의식지표와 철도이용수단전환 의향

(SP: Stated Preference)자료에 근거하여 수단전환 의향모형

을 구축하여 환경의식이 철도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 파악

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분석한다(제5절).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해 고찰하며, 제3절에 대구광역권의 철도이용실태

와 환경의식에 관한 조사에 대해 기술한다.

2. 선행연구의 고찰

2.1 환경의식 조사에 관한 연구

기존 연구는 환경의식 조사와 교통수단선택에 미치는 환경

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전자의 경우 Fujii et al.(2003) 연구

에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

는다」~「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까지 9단계 척도를 사용해

각각을 모두 합하여 환경의식의 척도로 분석하고 있다.

Garling et al.(2003)연구에서도 아래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환경의식을 측정하고 있지만, Fujii et al.(2001)의 연구에서

는 환경의식을 하나의 심리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규범생활

화 이론에 의해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구조화는 6

개 잠재변수로 설정해 환경의식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Fujii

and Taniguchi(2003)과 Fujii(2003)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

조사를 간편화 하기 위해 표 1의 질문 중에서 아래 4개 질

문을 이용해 환경의식의 척도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설문항

목은「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정말 그렇게 생각

한다」에 대해 5단계로 측정해 각 합계를 환경의식으로 사용

하고 있다.

문1.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2. 보통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문3. 모든 사람이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4. 현재 환경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2.2 환경적 요인과 교통수단선택에 관한 연구

Maria Vredin J. et al.(2005)는 교통수단선택행동을 묘사

하는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구축하는 데

있어 행동지표(환경의식과 안전성)와 태도지표(쾌적성, 편리

성, 유연성)를 고려한 모형이 기존의 상황적 변수(비용, 시

간)만을 반영한 모형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수단선택모형에 대해 잠재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McFadden, 1986; Morikawa

and Sasaki, 1998; Ben-Akiva et al., 1999; Pendleton and

Shonkwiler, 2001; Morikawa et al., 2002; Ashok et al.,

2002). 예를 들어 Morikawa and Sasaki(1998)와 Morikawa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편안성과 편리성, 환경의식 등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

고 있다. 또한 Steg and Silvers(2000)는 ‘자동차 사용을 줄

임으로써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진 그

그림 1. 접근방법과 절차도

표 1. 환경의식 측정을 위한 설문

잠재변수 설문내용

사회적
중요성 인지

환경오염은 생각이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
친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세계 인류 건강
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기적
중요성 인지

환경보호 법률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
환경보호는 고용창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적
중요성 인지

자연의 조화는 간단하게 깨지지 않는다.
향후 10년간 수천 종의 생물의 종이 사라질 것이다.

일반적
중요성 인지

현재 환경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환경문제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책임감

사회 전원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사람이 아닌 정부와 국가가 환경에 대한 책
임을 가져야 한다.

도덕의식

도덕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느끼
고 있다.

자료: Fujii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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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각통제 믿음이 환경적 믿음

들과 친환경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조정하여 환경의식의 믿음들과 교통수단선택행동의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환경친화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환경배려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계

량적 행동이론과 이를 발전시킨 Fujii(2003) 모형의 의사결

정 프로세스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의식과 실제 행동의 괴리

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태도의

요인이 행동결과의 인지적 평가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친

환경적인 행동을 하자는 일반적인 환경배려의 태도를 대상

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한 연구로

서는 환경배려 행동의 2단계 모형이 있다. 목표의도를 규정

하는 환경인지도는 환경배려의 태도형성에 관계하는 요인,

행동의도를 규정하는 목표의도와 행동평가는 환경배려행동을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으로 위치해 의사결정 절차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모형의 타당성은 자원재활용행동

과 쓰레기 감량행동에 대해 확인되었다.

Otomo et al.(2003)는 환경배려행동의 2단계 모형을 이용해

서 교통수단선택행동을 규정 요인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환경배려형 교통이용의식이 대

중교통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중

교통선택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논문의 위상

본 논문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환경의식에 관한

설문항목에 대해 인자분석과 군집분석에 따라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그림 1 중

1단계)는 점에 있다. 이는 RP(Revealed Preference)자료를

이용하여 승용차, 버스, 철도 등의 이용교통수단에 따라 환

경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과, 반대로 환경의식 수준의 그

룹에 따라 이용교통수단이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에 해당된다. 기존연구들은 행동이론에 대한 접근이지만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 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는 환

경의식 지표를 고려한 교통수단선택의향모형을 통해 수단전

환의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상

황적 요인에 추가적으로 심리학적 요인 중 긍정적 또는 부

정적 환경의식과 그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조

사 및 모형을 확장시키는 기초연구에 그 위상이 있다.

3.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에 관한 조사

본 조사는 대구광역권 통행자 대상으로 교통수단 이용실태

와 새로운 광역철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자료, 환경의식

그리고 개인속성(성별·연령·직업·자동차 보유유무·통

행수단·통행거리 등)을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지

역은 지역간 철도 서비스 이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

후, 기존 경부선 여유선로 용량을 활용하여 광역철도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철도서비스 개선은 기존

모든 역에 정차하는 운영에서 급행열차운영이 제시되어 있

다(한국교통연구원, 2008). 또한 급행열차 도입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속도 향상방안은 간선형 전동차 TEC(Trunk

line Electric Car, 150km/h) 도입으로 표정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철도역과 시외ㆍ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면접조사

를 실시하였다. 단, 대구~서울, 대구~부산, 구미~대전 등 지

역간통행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시기는 2008년 10

월이며, 대구광역권 조사개요는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전체

설문지 배포부수 820매 중 유효표본은 777매(94.8%)에 해

당한다.

자료 프로파일 특성은 여성이 60%, 남성이 40%이고, 연

령분포는 20대(60%), 30대(15%), 40대(14%), 50대(8%) 순

이고, 거주지는 대구(39.4%), 구미(20%), 김천(11%), 경산

(9%) 순이며, 근무지는 대구(33.6%), 구미(25%), 경산(16.3),

청도(7%), 김천(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조사자료가 대구권의 광역 통행자 중심의 자료 특성에 대해

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이용에 따라 승용차, 철도, 버스의 3종류로 분류

하여 개인속성을 살펴보면 승용차 이용자는 남성이면서 회

사원 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자동차를 보유

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버스와 철도 이용자

는 여성과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동차 보유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대구권 광역철도 서비스 범위

표 2. 조사표본

구분

조사 대상 지역 조사부수

인구 구성비 배포부수
회수유효
부수

대구 2,493,261 70.75% 350 305

김천 139,084 3.95% 90 86

구미 391,897 11.12% 170 154

영천 105,819 3.00% 20 5

경산 236,881 6.72% 90 71

청도 45,515 1.29% 50 44

밀양 111,473 3.16% 50 33

기타 - - - 79

합계 3,523,930 100.0% 820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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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의식과 교통수단선택의 관련성 분석

4.1 인자분석

환경의식에 대한 설문내용은 표 3과 같이 9개 항목으로 5

단계로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환경의식 평가에 앞서 각 설문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성분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배리맥스법(Varimx method)으로

인자를 회전하여 4종류의 성분을 얻어내었다. 각 성분의 인

자적재량과 인자는 표 3에 제시하고 있다.

표 3의 인자분석 결과에 따른 각 성분은 통계적으로 그

특징을 구분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제1인자

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식으로 정의되지만 ‘⑧ 환경에 대한

책임감은 사회 일원 일원이 가져야 한다.’의 경우 직감적으

로 환경에 관한 책임의식에 해당되므로 제1인자로 포함하는

것 보다 일부의 인자를 재배치하여 제1인자는 ②, ③, ⑤로

구성하고 이를 사회적 환경의식으로 정의한다. 반면 제2인자

는 ④, ⑥, ⑦로 사회적 환경의식과 구분할 수 있는 이기적

환경의식으로 정의한다.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사회적 환경

의식을 고려하면 철도이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지

만 철도의 접근저항과 환승저항 등의 마이너스 유틸리티 때

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Fujii(2002)가 지적한 사회적 딜레마로, 이는 또한 교

통수단선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인자는

환경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항목 ⑧, ⑨로 재배치 한다. 제4

인자는 승용차 이용의 선호의식을 하나의 인자로 정의한다.

이는 교통수단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는 것

으로 행동론에서 다루고 있다.

이상의 인자분석결과는 명확하게 4종류의 환경의식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지닌 잠재적 환경의식에

대해 4개의 통계적 인자로 구분한 것으로 대구권 통행자의

교통수단인 승용차, 철도, 버스 이용과의 통계적 상관성 분

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4.2 교통수단선택행동과 환경의식의 특성

여기서는 전술한 각 개인이 지닌 환경의식의 인자에 대해

교통수단행동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

구광역권 통행자는 교통수단선택행동이 환경의식에 따라 다

르다.’는 가설에 대해 χ2검정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환경의식

(제1인자), 이기적 환경의식(제2인자), 환경의 책임의식(제3

인자), 승용차 선호의식(제4인자) 등과 수단선택행동과의 검

정 통계량은 인자 ⑧과 ⑨의 경우 각각 7.52와 18.2로 통계

적(p<0.05)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환경의식수준이 교통

수단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제3인자)만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즉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만으로는 승용차, 버스, 철도의 선택행

동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환

경의식 인자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점과 그 특성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환경의식과 교통수단선택행동의 관련성을 보

면 승용차 이용자보다 버스나 철도이용자의 사회적 환경의

표 3. 설문항목과 확인적 인자분석

질 문
주성분

1 2 3 4

① 승용차 이용이 즐겁다. 0.294 0.129 -0.629 0.412 

② 승용차는 사회문제(주차, 사고, 환경오염 등)에 영향을 미친다 0.746 -0.065 0.017 0.139 

③ 승용차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0.732 0.151 0.271 0.006 

④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0.235 0.097 0.813 0.211 

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은 우리 인간과 도시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0.640 -0.044 0.074 -0.394 

⑥ 환경정책은 승용차이용의 자유를 구속한다 0.027 0.839 -0.015 0.131 

⑦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의 보호정책은 고용창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0.074 0.768 0.033 -0.213 

⑧ 환경에 대한 책임감은 사회 일원 일원이 가져야 한다 0.690 0.148 -0.230 0.035 

⑨ 환경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0.007 -0.082 0.051 0.822 

주: ①~⑨설문항목에 대해「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까지 5단계 척도로 평가

그림 3. 이용교통수단과 사회적 환경의식의 관계

그림 4. 이용교통수단과 자동차 선호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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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높게 형성되어있다(그림 3 참조). 둘째, 이기적 환경의

식과 이용교통수단은 그림 5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항목의 검정통계량이 각각 ④=44.7, ⑥=27.5, ⑦=34.3, p<

0.05로 그 통계적 차이가 인정된다. 승용차 이용자는「④ 지

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⑥ 환경정책은 승용차이용의 자

유를 제한다」는 의식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

와 버스 이용자는 승용차 이용자와 반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승용차 이용자의 경우 지구온난화 예방정책으로 승용

차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되며, 이 경우 교통수요관리와 같은 구조적 정책이 직접적으

로 승용차 이용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승용차 이용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사회적 환경의식보다는 이기적

환경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이용의 선

호의식은 승용차, 버스, 철도 이용자의 순으로 철도 이용자

의 경우 승용차 이용의 선호도가 타 수단에 비해 낮다는 점

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는 승용차 선호도가 높을수

록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즉 Shon and Yun(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승용차의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환경의식에 따른 그룹별 교통수단선택행동의 특성

그룹분류는 환경의식 설문의 각 변수에 따른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부터 3개

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4.1에 기술한 제1인자부터 4인자까지

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을 정의해 표 4에 제시하고 있다.

그룹1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서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고,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낮다. 따라서 이 그

룹은 사적인 이익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공공이익 증진에 기

여하는 협력적 행동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룹 2는 승

용차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서 사회적 환경의식과 이

기적 환경의식이 둘 다 높아 사회적 딜레마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룹은 사회적 장기적 관점에서 승용차이용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 단기적 관점에서는

승용차이용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협력적 행동

을 하는 그룹에 해당된다. 그룹3은 사회적 환경의식, 이기적

환경의식, 승용차 이용의 선호의식이 모두 낮다는 점에 근거

하면 이 그룹은 홍보와 교육 등을 이용해 철도이용촉진이

가능한 방향으로 환경의식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의

식계도 가능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 그룹별 개인속성에 대한 기초집계분석은 표 5에 제시

하고 있다. 각 그룹의 개인속성에 대한 χ2검정을 실시한 결

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는 환경의식 수준에 성별, 연령, 자동차 보유의 유무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각 그룹에 대한

개인속성의 가장 큰 차이는 연령으로 비협력적 행동형(그룹

2)의 경우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낮

다. 즉 사회적 딜레마형은 연령이 낮은 층에서 형성되고 있

다. 이는 환경의식의 계도가 연령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

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의식의 그룹별 교통수단선택행동의 특성 차이가 있다

는 가설은 그룹별 모비율차 검정통계량에 근거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의식 그룹에 따라 이

용교통수단이 다르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표 5를 보면

철도이용은 그룹 1(협력적 행동형)과 그룹 3가 56%, 그룹

2(비협력적 행동형 또는 사회적 딜레마형)가 48%이며, 승용

차의 이용은 그룹2가 25%, 그룹1과 그룹3은 각각 14%,

16%를 보이고 있다.

4.4 철도서비스 개선후 그룹별 교통수단의 선호의식

대구광역권 통행자에 대해 통행시간에 따라 단거리, 중·

장거리로 구분하여 새롭게 도입할 철도 서비스까지 포함하

여 수단선택에 관한 선호의식(SP) 자료를 이용하여 제1인자

부터 제4인자에 대한 유의성에 대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장거리는 χ2(95) 통계량이 30.77(p＜0.05)로, 그

그림 5. 이용교통수단과 이기적 환경의식의 관계

표 4. 환경의식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구분
그룹 1

(협력행동형)
그룹 2

(사회적 딜레마형)
그룹 3

(의식계도 가능형)

제1인자  높음 높음 낮음

제2인자 낮음 높음 낮음

제3인자
사회 모두의
책임의식이 중요

사회와 국가의 책임
의식이 모두 중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의식이 보통

제4인자 높음 높음 낮음



− 702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룹별 교통수단 선호의향에 비율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

각된다. 그러므로 환경의식 차이에 따른 그룹 간에 교통수단

선호의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이용의향은 그룹 1(69.8%), 그룹

3(59.6%), 그룹 2(58.7%) 순으로 그룹 1과 같이 협력적 행

동형의 환경의식이 형성될수록 철도이용의향이 높다(그림 6

참조). 따라서 장래 대구광역권의 철도이용촉진은 철도서비

스 개선과 함께 그룹2(비협력적 행동형)와 그룹3(환경의식

계도 가능형)에 대해 그룹1과 같은 협력적 행동으로 계도하

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단거리통행의 경우, χ2(95)=6.75(p>0.05)로 나타나 각 그룹

의 교통수단 선호의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거리 통행자에게 대구광역권 철도서비스

개선은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식과는 관계없이 편

리성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5. 환경의식지표를 이용한 철도이용의 선호의향(SC)

모형 분석

5.1 환경변수와 선호의향(SC : Stated Choice) 모형

대구광역권의 철도이용실태와 환경의식조사에서는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적인 환경의식, 이기적인 환경의식, 환

경에 대한 책임의식, 승용차 이용의 선호의식에 대해 4개

인자를 획득하였다. 또한 환경의식에 근거한 군집(그룹)에 대

해 교통수단선택행동과 장래 서비스가 예상되는 광역철도를

포함한 교통수단의 이용의향에 대한 특징을 분석한 결과, 환

경의식이 교통수단선택행동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환경의식 지표를

반영한 SC(Stated Choice)모형을 구축하여 그 관련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행동심리학에 있어 환경의식과 같은 태도는 어떤 교통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태도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어

떤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보고 있다.

마케팅 연구분야에서는 태도가 소비자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

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교통수단선택으로

확장하면 환경의식의 태도가 교통수단선택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 또는 어떨 때 환경의식의 태도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Eagly and Chaken, 1993). 이

러한 태도를 이용한 고전적 행동모형으로서는 다속성 태도

모형과 Reasoned Action 모형이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한

많은 발전적 가설과 그 대응모형이 개발되어있다(Ajen and

Fishbein, 1980).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 태도지표를 통계적 모형추정의 자

료로서 가상조건하의 철도선택의향 자료와 통합을 고려한 모

형이다. 교통계획분야에서는 태도에 관한 연구가 오래 전부

터 수행되어 왔고, 이산선택모형과 태도변수를 동시에 이용

하는 방법론이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MacFadden(1986)이

제안한 확률효용(Random Utility) 최대화 이론과 태도변수의

동시 사용에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태

도지표와 이산선택의 통계적 유의성과 통합가능성이 있었지

만, 심리학 의 분야에서는 교통계획연구들에 대해 다음과 같

은 비판이 있다. 태도는 행동을 규정하는 변수이고 효용은

그 행동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근본적 모순

이 존재하므로 MacFadden(1986)이 제안한 의식지표 자료와

확률효용최대화 동시 사용은 무리한 방법론이라는 지적이 있

다(Fujii,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학적 비

판의 문제 극복을 위해 환경의식의 태도지표와 철도선택행

동을 Probit모형의 틀로서 분석한다. 즉 이 분석은 환경의식

과 교통수단선택 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5.2 모형 및 추정방법

모형의 틀은 그림 7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MI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형태의 구조를 하

표 5. 환경의식 군집별 개인속성과 이용교통수단 비율

그룹 1(협력적
행동형)

그룹 2(비협력
적 행동형)

그룹 3(의식계
도 가능형)

308 224 236

성별
남자 125(40.6%) 88(39.3%) 94(40.2%)

여자 183(59.4%) 136(60.7%) 140(59.8%)

연령

20대 이상 181(59.0%) 138(61.9%) 139(59.1%)

30대 45(14.7%) 43(19.3%) 31(13.2%)

40대 43(14.0%) 28(12.6%) 39(16.6%)

50대 32(10.4%) 11(4.9%) 20(8.5%)

60대 이상 5(1.6%) 3(1.3%) 6(2.6%)

자동차
보유

유 104(34.1%) 78(35.0%) 62(26.5%)

무 201(65.9%) 145(65.0%) 172(73.5%)

교통
수단

승용차 44(14.5%) 55(24.6%) 38(16.1%)

버스 68(22.4%) 49(21.9%) 52(21.9%)

철도 172(56.8%) 109(48.7%) 134(56.8%)

기타 19(6.3%) 11(4.9%) 12(5.1%)

그림 6. 그룹별 이용교통수단 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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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환경의식 지표와 같은 잠재변수들이 선택행동

모형과 통합되어 있다. Y속성과 측정한 선택결과는 잠재변

수의 지표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w*와 효

용(Utility)의 잠재적 지표에 해당된다. 그림 7은 아래와 같

이 구조방정식과 측정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1)

(2)

여기서 u* : 선택지의 효용

x : 측정 가능한 설명변수의 벡터

w* : 잠재 설명변수의 벡터(여기서는 사회적 환경의

식과 이기적 환경의식)

s : w*의 측정변수의 벡터 

a, c, B : 미지의 파라메터 행렬

v : 효용의 확률항으로 v~N(0, 1)

ζ : 확률항의 벡터로 ζ~MVN(0, Ψ)

측정방정식

(3)

(4)

여기서, d : 철도선택 여부

Y : w*의 측정변수의 벡터

Λ : 미지 파라메터 행렬

ε : 확률항의 벡터로 ε~MVN(0, Θ)

이 모형의 시스템은 2개 서브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식 (1)

과 식 (3)은 이항프로빗 모형(Binary Probit Model)이고 식

(2)외 식 (4)는 구조방정식이다. 모형 추정방법은 Morigawa

and Sasaki(2002)가 제안한 동시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단계 :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식 (2)외 식 (4)는 LISEL8

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측 자료 값(w*)과 추정 값( )가

같아지는 파라메터를 추정한다.

(5)

(6)

2단계 : w*과 w을 고려해 식 (7)의 확률을 구하는 Probit

모형의 a'와 c' 파라메터를 정산한다.

(7)

5.3 모형의 정식화

실증사례분석은 대구광역권 통행에 대해 철도와 승용차 또

는 철도와 버스의 이항선택에 관한 것으로 먼저 사회적 환

경의식과 이기적 환경의식의 태도지표는 식 (8), 식 (9), 식

(10)으로 표현된다. 또한 철도와 승용차(모형1), 철도와 버스

(모형2)의 효용함수는 식 (11)로 표현된다.

사회적 환경의식 지표 추정 모형

구조방정식

(8)

(9)

(10)

여기서, y1 : 사회적 환경의식 지표

y2 : 이기적 환경의식 지표

y3 : 승용차 이용 선호의식 지표

aged : 연령 

male : 남성=1, 여성=0

Car : 승용차 보유=1, 미보유=0

Fre. of trip : 통행빈도

측정방정식

(11)

여기서, yj : 환경의식 항목 j의 주관적 평가 값

yj
* : yj를 규정하는 주관적 평가 지표 (잠재변수)

αj1~αj4 : 환경의식지표 측정항목 j에 대한 임계값

효용함수

(12)

여기서, a0 : 철도상수

a1, a2, c1, c2, c3 : 파라메터

Cost : 교통비용, 

time : 통행시간,

y1 : 사회적 환경의식 지표

y2 : 이기적 환경의식 지표

y3 : 승용차 이용 선호의식 지표

v : 오차항

u* a'x c'x* v+ +=

w* Bs ζ+=

d 1 : if u*= 0≥
1–  : if u*= 0<⎩

⎨
⎧

=

Y Λw
*

ε+=

ŵ

w
*

Bs ΨΛ ΛΨΛ Θ+( ) 1– Y ΛBs–( )+=

ŵ Ψ̂ Ψ̂Λ̂' Λ̂Ψ̂Λ̂' Θ̂+( )
1–

Λ̂Ψ̂–=

Pr d x Y s, ,( ) Φ d
a'x c'ŵ*+

1 c'ŵc+
----------------------

⎝ ⎠
⎛ ⎞=

y
1
* β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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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le β

3
Cardummy ς

1
+ + +=

y
2
* β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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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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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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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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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yj

1  if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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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u
*

a
0

a
1
Cost a

2
time c

1
y
1
* c

2
y
2
* c

3
y
3
* v+ + + + + +=

그림 7. 환경의식지표를 이용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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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추정결과

이 모형은 환경의식지표가 교통수단 선택행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승용차와 버스를

비교하여 4가지 경우 시간이나 교통비용조건(Jung and Kim,

2009)에 대한 SP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2개

이항 프로빗 모형의 설명력인 수정 우도비(ρ2)가 각각 0.29

와 0.39로 양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형1의 경우 에

서는 설명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어 환경의

식이 교통수단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인 환경의식과 이기적인 환경의식을 나

타내는 지표변수의 t 통계량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고 이기적인 환

경의식이 낮을수록 승용차로부터 철도로의 수단 전환(Mode

Shift)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승용차 이용자의

경우 환경의식이 철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향에 긍정적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술한 것과 같이 협력

적 행동형의 환경의식을 가진 경우, 철도이용의향이 높았다

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모형2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식과 이기적 환경의식 지

표 등의 환경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버스

에서 철도로의 전환은 환경의식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시

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형2는 해당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라는 점에 초점보다 환경의식변수가 동일한 대

중교통수단 즉 버스에서 철도의 전환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식과 철도이용행동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2008년 대구광역권의 철도이용 실태조사자료

에 기초해 환경의식과 교통수단선택행동간의 통계분석, 환경

의식의 그룹별 교통수단선택행동의 특성, 그리고 환경의식지

표를 고려한 철도이용의향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의식 설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의식, 이

기적인 환경의식,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승용차 이용의 선

호의식 등의 4개 인자를 추출할 수 있었고, 이용교통수단별

4개 인자의 환경의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통계적 검정 결

과, 환경의식이 교통수단선택행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환경의식의 각 변수를 고려한 군집분석 결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룹 1의 경우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

고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낮은 협력적 행동형에 해당되고, 그

룹2는 사회적인 환경의식과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모두 높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형 또는 사회적으로는 비협력적 행동

형에 해당된다. 그룹 3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식, 이기적 환

경의식, 승용차 이용의 선호의식이 모두 낮다는 점에 근거해

철도이용촉진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의식계도 가능형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 새로운 철도서비스에 따른

철도이용의향 분석결과 중장거리통행의 경우 그룹1과 그룹3

이 철도이용의향이 높고 승용차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철도이용행동을 한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그룹2의 특성은 Fujii(2002)의 사회

적 딜레마의 응용적 정의와는 동일하고 환경의식에 기초한

구조적 전략과 심리적 전략은 그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으

로 들 수 있다. 즉, 환경문제에 대한 자동차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써 한국에서의 저탄소 녹

색성장정책에 기초한 철도이용촉진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환경의식지표를 고려해 철도와 승용차와 철도와 버

스에 대한 이항프로빗 모형으로부터는 철도이용행동에 사회

적 환경의식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이기적인 환경의식지

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의식이 높고 이기적인 환경의식이 낮을수록 승

용차로부터 철도로의 수단 전환 가능성이 높다 것이다. 이

결과에 근거하면 철도이용촉진은 철도서비스 개선뿐만 아니

라 환경의식의 계도도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사항으로 첫째, 표본구성

이 대중교통이용자 중심이므로 본 결과가 대구광역권의 결

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점이며, 둘째 승용차 선호의식과

장래 교통수단선택행동 의향의 통계적 결과와 SC모형은 SP

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수단선택행동과는 다

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

계는 표본추출과 SP자료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계

획법 설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의식 변화에 따

른 철도교통으로의 수단전환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지 못해

환경의식 계도를 통한 철도이용촉진의 실행 가능성까지 도

출하지 못한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환경의식변수 이외 사회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서

환경의식지표와 교통행동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 연구과제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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