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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S의 대표적인 교통정보 표출 수단인 VMS가 국가 기간 고속도로망 뿐만 아니라 도심간선도로에서 설치·운영되어 불특정 다수
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가 제공
됨에 따라 공공재인 VMS의 효율성이나 활용성이 도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부산광역시에 거주
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Nested Logit Model을 활용
한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택 확률(1단계)과 개별 매체 선호 운전자들의 경로 변경 확률 모형(2단계)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VMS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써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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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MS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전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비해 부족한 교통시설의 공급은 지속적
인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으로 최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
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수집·가공·제공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에 대한 관심이 전
국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ITS의 정보 제공 매체 중 하나인 VMS
는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 기상 및 교통의 상황이나 그에 따른
교통규제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이다. ITS사업이 도입되면서 각 지자

단계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3
년 8월에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의 선호도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운전자들의
개인 정보(성별, 나이, 소득, 연령, 학력수준, 운전경력)와 교통
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선호도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해
서 Nested Logit Model을 활용한 운전자 경로 선택 모형을 개
발하였다. 운전자 경로 선택 모형은 총 2단계로 구성하였으며 1
단계는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모형의 개발이며 2단계는 선택
된 매체에 따른 경로 변경 모형의 개발로써 각 단계별 한계효과
및 선택 확률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VMS 이용 활성
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VM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고가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의 설치·운영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낮게 분
석되고 있는 반면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힘
입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교통정보 제공 수
단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1.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비교
운전 중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VMS와

다시 말해 VMS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동시에 무상으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표 1에서 알 수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교통정보 제공의 공간

있는 바와 같이 VMS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

적인 제약과 고가의 설치 및 운영비 그리고 주로 문자식의 정보

문에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만 교통정보의 제공이

제공으로 인하여 교통정보 인지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반면 스마

가능한 반면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통신 서비스

트폰 내비게이션은 장소에 제한 없이 실시간 교통정보 뿐 아니라

가 가능한 구역은 제한 없이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길 찾기 등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음성 및 그래픽 형식으로 제공

또한 VMS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고가의 설치비와 운영비

하여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이해도 및 전달력이 높은 장점을 가지

를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교통정보

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운

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인 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통
신 서비스 가입비와 데이터 사용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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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VMS는 설치

마트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진행 중에 있다.

구간 하류부에 대한 실시간 교통상황이나 안전 운전 관련 공익

문병섭과 박범진(2011)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의 수

문구 등을 주로 문자식 혹은 도형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는 반면

집과 제공은 고정식 검지기와 VMS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다양한 정보들을 주로 그래픽 형식으로

장점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참여시켜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하는 기법인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기법과 다양한 교
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함과 동시에 크라우드 소싱의 시대

표 1.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비교
VMS
장소

제한적

비용

무료

사용자

불특정 다수

내용

실시간 교통상황 등

형식

문자식, 도형식

요구에 반하는 기존 ITS기법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제한 없음

Caitlin(2013)은 싱가포르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여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통신서비스 가입비와

를 처리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데이터 사용 비용

Chen-Fu(2013)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

서비스 가입자

의 보행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을 목표로 실제 18

실시간 교통상황,

명의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호교차로에서의 필드 실험을 수

길 찾기 정보 등

행하였다. 실험 결과 참가자의 59%가 시스템의 추천 형상 정보

그래픽 형식

를 우호적으로 수용하였다.
관련 문헌 고찰 결과, 교통정보 제공 매체 간의 효과나 성능

2. VMS 관련 연구

평가에 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이용

VMS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효과척도를 이용한 VMS의 평
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경순(2004)는 VMS 설치 전·후의 교통량을 비교하고 정보

행태 분석을 통해 어떤 교통정보 제공 매체가 더 선호되고 있는
지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모형과 개
별 선호 매체를 중심으로 경로 변경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상도로의 진입 교통량의 증가와 감소를 분
석하였다. 교통량 변화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ANOVA분석과
각 지체 유형별 메시지표출 전·후의 15분 교통량을 쌍체비교
(paired-comparison) t-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VMS
설치 후 이용자의 15~30% 정도가 우회하여 교통량 감소 및 정
체가 감소하는 효과를 목격하였다.

Ⅲ. 설문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매체 이용 행태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위
하여 2013년 8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금요일까지 5일

Mariette(1999)는 네덜란드 VMS 네트워크 전체의 효과

동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주례검사소에서 차량정

평가를 위해 암스테르담 순환고속도로에 새로 설치된 14개의

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일반 운전자 240명을

VMS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VMS 사용으로 인

대상으로 1:1 직접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 교통 혼잡이 감소하여 VMS는 암스테르담 고속도로 시스템

이 중 207부의 유효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성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VM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의 적용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7명 중 남성 응답자가
73%, 여성 응답자가 27%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세
배 정도 많았으며 연령 비율은 30, 40, 50대 응답자가 고르게

정헌영 외 2명(2011)은 VMS 교통정보 이용 형태 및 이용

분포되었고 설문 응답자의 직업군으로는 회사원과 자영업이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VMS 정보에서 통행시간이 수치적

72%로 다수를 형성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은 200

으로 표현되었을 때 어떻게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만원에 400만원 미만에서 52%를 차지하고 100만원 미만을 제

경로 전환 예측 모형을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외하고 나머지 소득 수준에서는 10% 안팎으로 비교적 고른 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포를 형성하였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임준범 외 3명(2011)은 도시부 도로 VMS 이용자들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항목들을 정리하여 그 항목들에 대해서 현
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의 수준 차이를 통해 평가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변수로 선정한 후 VMS를 각 기준
별 점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발하였다.

3. 스마트폰 관련 연구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정보는 대부분 민간기업 중심으로 수
집·가공·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활동은 현재까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반면 새로운 교통정보 수집 수단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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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설문 응답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운
전경력을 보유한 설문 응답자가 67%를 차지하였다.

표 2. 설문 응답자의 기초 통계값
성별

나이

직업
소득
(만원)

학력

운전
경력

남
여
151명
56명
(73%)
(27%)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
0명
19명
59명
58명
55명
16명
(0%)
(9%)
(29%)
(28%)
(27%)
(8%)
회사원
자영업
주부
학생
기타
90명
59명
27명
5명
26명
(43%)
(29%)
(13%)
(2%)
(13%)
~100
~200
~300
~400
~500
~600
0
7명
21명
66명
41명
25명
18명
20명
(3%)
(10%) (32%) (20%) (12%)
(9%)
(14%)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1명
10명
98명
89명
9명
(0%)
(5%)
(47%)
(43%)
(4%)
1년 이내
1~5년
5~10년
10년 이상
10명
26명
33명
138명
(5%)
(13%)
(16%)
(67%)

그림 3. 연령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그림 4에서는 직업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선호도를 나
타내고 있다. VMS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대체로 균형 잡힌 선호
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 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경우 응답
자의 과반수이상인 51%가 회사원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관심 있는 교통정보를 VMS와 스마트폰 내비
게이션에서 동시에 제공할 경우 어떠한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문하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설문응답자 60.4%는 VMS를, 39.6%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그림 4. 직업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을 선택하여 VMS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두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소득별 선호도를 나
타내고 있다. VMS는 모든 소득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고른 선호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유료서비스이
므로 특정 소득계층인 200~300만원 미만의 젊은 계층이 주도
그림 1.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서는 개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VMS를 선호하는 남성비율(79%)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호하는 남성비율(6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소득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그림 6은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른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
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선호도는 고등학
그림 2. 성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교 졸업 학력과 대학 졸업 학력의 운전자를 합하면 95%를 차지
한다. VMS의 경우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학력 수준 구성비라

그림 3은 개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를 살

고 여겨지지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경우 학력 수준과 직업군

펴보고 있는데, 30, 40대 연령층이 거의 같은 비율로 VMS를 주

혹은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때 고학력 운전자일수

로 선호하는 반면(69%)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경우 30대 연

록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령층이 48%로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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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모형의 개발은 통계패키지 SPSS Statistics 18을 활용
하였다. 교통정보 제공 매체와 경로 선택의 위계(hierarchy)관
계를 고려하여 Nested Logit Model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SPSS Statistics 18에서는 이에 대한 프로시저는 제공하고 있
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Binary Logit Model을 위계적으로 반
복하는 형태로 Nested Logit Model을 구현하였다.
그림 6. 학력수준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마지막으로 그림 7은 두 교통정보 제공 매체에 대한 운전경력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선정
변수 명

별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VMS를 선호하는 설문응답자의

연령

78%가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인 반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독립
변수

0 = 회사원 / 1 = 자영업 / 2 = 주부 /
3 = 학생 / 4 = 기타

소득
(만원)

0 = 100 미만 / 1 = 100∼200 /
2 = 200∼300 / 3 = 300∼400 /
4 = 400∼500 / 5 = 500 이상 / 6 = 없음

학력

0 = 초졸 / 1 = 중졸 / 2 = 고졸 /
3 = 대졸 / 4 = 석사 이상

운전
경력
1단계
2단계

0 = 1년 이내 / 1 = 1∼5년 /
2 = 5∼10년 / 3 = 10년 이상
0 = VMS / 1 = Smartphone Navigation
0 = 경로변경 / 1 = 경로변경Ｘ

다.

종속
변수

0 = 남자 / 1 = 여자
0 = 10대 / 1 = 20대 / 2 = 30대 /
3 = 40대 / 4 = 50대 / 5 = 60대 이상

직업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50%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들은 주로 통행하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굳

변수 내용(코딩)

성별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분석의 틀을 토대로 Nested
그림 7. 운전경력별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호도

Ⅳ.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모형의 개발
1.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모형의 개발 과정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모형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는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단계로서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
이션 중 선호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2단계는 선택한 매
체를 이용하여 경로 변경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
Case는 표 3과 같으며 의사결정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표 3. 선택 Case의 구성
Case
Case
Case
Case

1
2
3
4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모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분
석 모형별 변수들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우수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의성이 우수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재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체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한 ‘1차 분석’ 수행 후,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만
족하는 변수를 선별하여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단계의 1차 분석 결과는 표 5
와 같다. 1차 분석 결과 유의수준 90%를 만족하는 변수는 ‘연
령’, ‘직업’, ‘학력’의 세 가지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 5.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단계 모형의 1차 분석 결과
유의확률

VMS →
VMS →
스마트폰
스마트폰

경로변경
경로변경X
내비게이션 → 경로변경
내비게이션 → 경로변경X

성별
.340

연령
.000

직업
.078

소득
.766

학력
.006

운전경력
.987

1단계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단계의 2차 분석 결과는 표 6
과 같다.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구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선택
확률은 35.8%로 설문 결과인 39.6%보다 적은 반면 VMS의
평균조건확률은 64.2%로서 설문 결과인 60.4%보다는 높게 추
정되었다. 다음으로 효용함수의 계수 ‘B’값과 ‘Exp(B)’값을 통해
‘학력’ 변수는 정관계 그리고 ‘연령’과 ‘직업’은 부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연령’ 변수가 ‘직업’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VMS
를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VMS보다는 스

그림 8. 운전자의 의사결경 구조

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
일수록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확률이 주부 또는 학생일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표 4의 변수들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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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단계 모형의 2차 분석 결과
B
연령
직업
학력
상수항

-.835
-.230
.744
.311

평균값
2.95
1.12
2.46
.31

유의
확률
.000
.070
.004
.719

Exp(B)
.434
.795
2.104
1.365

평균조건
확률
0.358

앞서 분석한 단계별 선택 확률을 토대로 각 Case별 선택 확
률을 추정하면 표 9와 같다.
교통정보를 통해 경로를 변경할 확률(Case1과 Case3)이
77.2%로 교통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교통정보 제공 매체로 VMS를 선호하는 확률(Case
1과 Case 2)이 64.2%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로를 변경할 경우
개별 교통정보 매체에 대한 의존 정도를 살펴보면 VMS를 선호
하는 운전자들이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약

다음은 2단계 경로 변경 여부 선택 단계 분석 결과이다. 2단

2.8배(Case1과 Case2 비교)인 반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

계 분석은 1단계에서 선택된 교통정보 제공 매체 별로 응답자를

호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약 5.2배(Case 3과 Case 4 비교)로 분

나누어 개별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다. 선택 Case는 두 가지

석되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한 경로 변경 의사가 더 강한 것

모두 ‘경로 변경’과 ‘경로 변경 하지 않음(경로 변경X)’으로 구성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마

된다.

트폰의 기능과 성능의 신속한 향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내비게

먼저 VMS를 선택한 125명의 경로 변경 여부 선택 모형의 1

이션의 급속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차 분석 결과에서 유의수준 90%를 만족하는 설명변수는 ‘소득’

주도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VMS의 실용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과 ‘학력’의 두 가지 변수로 분석되어 두 개 변수를 설명변수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VMS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적용하는 2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값을 모형에 대입해서 구해진 ‘경로 변경
X’의 확률은 26.5%로 설문 결과인 30.4%보다 적게 나타났으

표 9. Case별 선택 확률

며 동시에 ‘경로 변경’ 확률은 73.5%로 설문 결과 69.6%보

구분

선택 확률

다는 높게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효용함수 계수 ‘B’값과

Case1 : VMS → 경로변경

64.2% × 73.5% = 47.2%

‘Exp(B)’값을 통해 ‘소득’ 변수는 정관계를 ‘학력’ 변수는 부관계

Case2 : VMS → 경로변경X

64.2% × 26.5% = 17.0%

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Case3 : SPN → 경로변경
Case4 : SPN → 경로변경X

35.8% × 83.7% = 30.0%
35.8% × 16.3% = 5.8%

VMS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에 의존해서 경로를 변경하는 확률
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표 7. VMS 응답자의 경로변경 여부 선택 단계 모형의 2차 분석 결과

소득
학력
상수항

B

평균값

.322
-1.588
1.612

3.192
2.304
1.612

유의
확률
.014
.000
.067

Exp(B)
1.380
.204
5.013

끊임없이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인한 다양한 도시 교통문제의

평균조건
확률

해결을 위해 수많은 연구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첨단

0.358

신 기술에 힘입어 새로운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기법을 이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통
특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매체인 VMS는 하류부 교
통정보를 상류부 운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로 선택에 도움

이어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택한 82명의 경로 변경 여

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부 선택모형의 1차 분석 결과 유의수준 90%를 만족하는 설명변

으로 이동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

수는 ‘소득’ 변수로 분석되어 이 변수를 설명변수로 적용하는 2차

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VMS의 효용성과 활용도가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

경로를 변경하지 않을 확률은 16.3%로 설문 결과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MS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전 연구

30.4%보다는 낮은 반면 경로를 변경할 확률은 83.7%로서

단계로서 2013년 8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

설문 결과 69.6%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소득’ 변수는

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VMS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종속변수와 정관계를 가져 소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선호도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7명의 유효 설

교통정보에 의존해서 경로를 변경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문 응답자 중 약 60.4%에 해당하는 125명이 VMS를 선호하였

었다.

고 나머지 39.6% 즉 82명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선호하였
다.

표 8. SPN 응답자의 경로변경 여부 선택 단계 모형의 2차 분석 결과

소득
상수항

B

평균값

.551
-3.256

2.939
-3.256

유의
확률
.003
.000

Exp(B)

평균조건
확률

1.735
.039

0.163

설문을 통해 수집된 주요 인적 정보(성별, 연령, 직업, 소득,
학력, 운전경력)와 교통정보 제공 매체와 경로 변경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통정보 제공 매체의 선택 모형(1단계)과 개별
매체 선호자에 대한 경로 변경 모형(2단계)을 확률 선택 모형인
Nested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Nested Logit
Model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인 SPSS Statistics 18을 활용하

3. Case별 선택 확률

여 Binary Logit Model을 위계적으로 반복한 형태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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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 1689, pp. 60-67.

1단계 분석(교통정보 제공 매체 선택 모형)에서는 유의수준

Caitlin D. Cottrill, Francisco C. Pereira, Fang Zhao, Ines F.

90%를 만족하는 ‘연령’, ‘직업’, ‘학력’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2단

Dias, Hock B. Lim, Moshe E. Ben-Akiva, P. C. Zegras

계 분석에서는 VMS 선호자의 경로 변경 모형에 대해 ‘소득’, ‘학

(2013), “The Future Mobility Survey : Experiences in

력’ 변수를 그리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선호자의 모형에 대해

Developing

‘소득’ 변수를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선정

Singapore”,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No. 2354, pp.

하였다.

59-67.

a

Smartphone-Based

Travel

Survey

in

도출된 Nested Logit Model을 바탕으로 단계별 선택 확률

Chen-Fu Liao (2013), “Using Smartphone App to Support

을 추정한 결과 Case1(VMS→경로변경)의 경우 47.2%,

Visually Impaired Pedestrians at Signalized Intersection

Case2(VMS→경로변경X)의 경우 17.0%, Case3(스마트폰

Crossings”. TRB 2013 Annual Meeting.

내비게이션→경로변경)의 경우 30.0%, Case4(스마트폰 내비
게이션→경로변경X)의 경우 5.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
면 현 시점에서 VMS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
로를 변경할 경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
임으로써 향후 급속한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공공재인 VMS의 선호도가 줄어들어 그 효
율성이 문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교통정보 제공 매
체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기존의 매체인 VMS를 비교·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VMS의 활용
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혹은 실무 노력을 위한 기
초 자료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숙희 (2005), “도로교통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적 VMS
메시지 셋 최적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박범진, 문병섭 (2010), “Open API를 이용한 자유로운 교통정보
의 공유와 확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 기술과 정책,
제7권, 제1호, pp. 63-68.
빈미영 (2012), “스마트 모빌리티 세상”, 경기개발연구원, 이슈&
진단.
손승녀 (2003), “VMS표출방식별 운전자 인지특성 유의성 검증
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복모 (2010), “VMS 교통정보 제공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가
치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이경순 (2004), “도로전광표지(VMS) 교통정보제공에 따른 교통
량 변화 분석 : 서울시 남산1호 터널 교통정보시스템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준범, 신소영, 김태희, 박범진 (2011), “도시부도로 VMS 이용
자 효용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ITS학회논문지, 제
10권, 제3호, pp. 36-46.
정헌영, 손수란, 이정호 (2011), “VMS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
운전자의 운행경로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토목학
회지, 제31권, 제2D호, pp. 193-201.
Mariette Kraaan, Nanne Van Der Zijpp, Bas Tutert, Tania
Vonk, Dorry Van Megen (1999), “Evaluating Networkwide
Effects of Variable Message Signs in the Netherlands”,

308 교통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