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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행은 경제적인 목적과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통행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을 위주로 유발되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 비경
제적 목적의 흐름, 특히 여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통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들어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가문화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바, 여가활동을 위한 교통수요
가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교통수요가 다양
해지고, 이로 인해 교통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여가활용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개념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여가활용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단순한 휴식이나 TV시청 등의 소극적 여가
활동에서 벗어나 레저스포츠, 여행, 문화 및 축제활동
에의 참여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통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통근통행(work trip)의 비중은 줄어
들고, 여가활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통근통행
(non-work trip)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도

시민(대구, 포항 시민)의 여가활동 참여행태와 그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가활동 유형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도시민
의 여가활동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를 기술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여가활
동 참여행태를 네스티드 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참여요일과 참여시간대
에 대한 선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통수
요분석에서 교통수단 및 노선선택에 대한 분석은 많
이 이루어졌으나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 선택에 대
한 분석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교통수요
분석에서 요일별․시간대별 교통량의 분석이 하나의
중요한 분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통수요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한 배경은 지
금까지 통근통행이 전체 통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
고, 이들 통근통행의 경우 요일 및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어 모형정립(modeling)이 용이하였던 것과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통혼잡의 시간대별 분산이 교
통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 선택의 분석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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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분석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Mannering and Hamed(1990), 노
정현․정하욱․이한우(1994), De Palma, Khattak, and
Gupta(1997), Bhat(1998), 윤대식(2001) 등의 연구가
있다. Mannering and Hamed(1990)는 시애틀 지역 통
근통행자의 퇴근 통행시간대 선택행태를 다항 로짓모
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노정현․정하욱․이한우
(1994)는 여가활동의 주축이 되는 가정을 거느린 도시
근로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주말의 여가통행특성을 수
량화Ⅱ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ePalma, Khattak,
and Gupta(1997)는 브뤼셀의 통근통행자의 출근 및 퇴근 통
행시간대의 선택행태를 회귀모형과 토빗(tobit)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Bhat(1998)는 샌프란시스코지역 쇼
핑통행자의 교통수단과 통행시간대 선택행태를 다항 로짓
모형과 OGEV(ordered generalized extreme value)모형
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윤대식(2001)은 대학생의 등
교통행 교통수단과 통행시간대 선택행태를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의 경우 그 유형별로 시간대의 선택 폭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시간
대 선택행태 분석이 갖는 의의를 알 수 있다. 직장인
의 통근통행의 경우 통행시간대의 선택이 사실상 고
정되어 있음에 반해, 여가활동의 경우 여러 요인에 의
해 시간대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시간대 선택이 중요한
분석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민의 여가유형
별 시간대 선택은 요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바로 이
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요일 선택을 높은 단계로 하고, 그에 따른 시
간대 선택을 하위단계로 하는 2단계 ‘나무가지 구조
(tree structure)'로 표현되는 네스티드 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을 추정하고, 모형의 추정결과를 논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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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도시민의 여가유
형별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 선택행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6개의 범주로 구분
하였으며, <표 1>은 6개의 범주들에 대한 각 대안들
의 선택빈도를 나타낸다. 또한 주간은 06-18시, 야간
은 18-06시로 정의하여 선택빈도를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의한 통
행이 주말의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레저스포츠, 여행, 테마/놀이공원, 자연생태공원
등을 위한 통행이 주말의 주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중의 야간에는 영화관람, 레저
스포츠 등을 위한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 대안들의 선택빈도
(단위: 통행, %)
영화관람
주간

야간

69(100.0)

14(36.8)

24(63.2)

주말 139(54.9) 114(45.1) 253(100.0)

88(78.6)

24(21.4) 112(100.0)

168(52.2) 154(47.8) 322(100.0) 102(68.0)

48(32.0) 150(100.0)

주중

계

주간

야간

29(42.0)

40(58.0)

계

여행

계
38(100.0)

테마/놀이공원 활동

구분

주중

주간

야간

17(48.6)

18(51.4)

계
35(100.0)

주간

야간

23(82.1)

5(17.9)

계
28(100.0)

주말 126(90.6)

13(9.4) 139(100.0) 116(82.9)

24(17.1) 140(100.0)

143(82.2)

31(17.8) 174(100.0) 139(82.7)

29(17.3) 168(100.0)

계

자연/생태공원 활동

축제 참여활동

구분
주간

야간
6(27.3)

계

주간

야간

계

22(100.0)

21(50.0)

21(50.0)

42(100.0)
88(100.0)

주중

16(72.7)

주말

90(90.0)

10(10.0) 100(100.0)

52(59.1)

36(40.9)

계

106(86.9)

16(13.1) 122(100.0)

73(56.2)

57(43.8) 130(100.0)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03년 4월에 실시한 대구․경북 여가활
동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 대구시 및 포항시민의 설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500명의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표본을
제외한 후 경험적 모형의 추정을 위해 322명의 도시민
(대구: 198명, 포항: 124명)을 표본(sample)으로 포함
하였다.

레저스포츠

구분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빈도
분포를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
구를 위한 표본집단은 전반적으로 도시민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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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명변수들의 빈도분포
설명변수
성별
나이

소득

평일 여가시간
(1일)
휴일 여가시간
(1일)
여가활동 소요시간
(1주일)
주5일 시행후 증가예상
여가시간

1회 평균 소요시간

구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49세
50세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3시간
3시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5시간
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6시간
6시간 이상
영화관람
레저스포츠
여행
테마/놀이공원 활동
자연/생태공원 활동
축제 참여활동

조’에 의해 표현되는 네스티드 로짓모형에서 선택확률
P n (ij)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빈도(%)
166(51.6)
156(18.4)
124(38.5)
113(35.1)
85(26.4)
104(32.3)
133(41.3)
56(17.4)
29(9.0)
140(43.5)
116(36.0)
66(20.5)
54(16.8)
144(44.7)
124(38.5)
75(23.3)
150(46.6)
97(30.1)
143(44.4)
111(34.5)
68(21.1)
2.4시간
2.7시간
14.5시간
4.4시간
4.3시간
4.3시간

(1)

P n (ij) = P n (j ∣i)⋅P n (i)

여기서 P n (j ∣i) 는 i 가 결정된 상황에서 j 를 선
택할 조건부확률이다. P n ( i) 는 i 가 선택될 한계확률
이다. 여기서 선택된 j 와 선택되지 않은 j 에 관한 표
본관측치의 자료를 이용해서 조건부확률함수 P n (j ∣i)
의 파라메터(parameters)를 추정한다. P n (j ∣i) 는 미
지의 모수의 벡터 β 를 포함한다.

e

P n (j ∣i) =

βX i

j

(2)

n

∑e

βX im

m= 1

단, X ij = 대안 ( i,j) 를 위한 설명변수의 벡터

β = 파라메터
위의 식에서 파라메터의 벡터 β 가 추정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i 에 대하여 inclusive value I i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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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다.

1. 분석모형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참여요
일 선택과 참여시간대 선택의 분석을 위해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도시민 여가활동의 참여요일
과 참여시간대 선택의 상호관련성을 네스티드 로짓모
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두 가지 선택
측면이 상호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따른 참여요일과 참여시간
대 선택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분석은 참여하는 요일
에 따라 참여시간대, 즉 통행시간대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가설에 입각한다.
네스티드 로짓모형 구조의 기본착상은 하나의 선택
측면이 다른 선택측면과 분리되어 결정될 수 있는 계
층적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비록 실제로
는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
더라도 네스티드 로짓모형에서는 모형구조만을 단순
히 계층화시켜 표현할 뿐이며, 의사결정의 순서가 꼭
계층화되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윤대식, 윤
성순, 1998, p. 321)
네스티드 로짓의 선택확률은 한계선택확률(marginal
choice probability)과 조건부선택확률(conditional choice
probability)의 곱으로 표현된다. 2단계의 ‘나무가지 구

n

I i = log ∑ e

βX i

(3)

m

m= 1

inclusive value I i 는 어떤 하나의 주어진 대안 i 에
속하는 대안 j 의 최대효용의 기대값이다.
다음에 어떤 하나의 대안 i 를 선택할 한계확률함수

P n (i) 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P n (i) =

e

αY i + ( 1 - σ )I i

k

∑e

(4)
αY k

+ ( 1 - σ)I

k

k= 1

단, Y i =대안 i 를 위한 설명변수의 벡터
α,( 1 - σ) =파라메터
설명변수들의 벡터 Y i 의 파라메터 α 와 inclusive
value I i 의 파라메터인 ( 1 - σ) 가 추정된다. ( 1 -σ)
는 하나의 ‘네스트(nest)'로 묶여 있는 대안들의 유사
성(즉 대안간 상호대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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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 1 -σ) 의 값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면 네스티
드 로짓모형 구조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개인에 대한 대안의 선택확률이 관찰되지 않으
므로 종속변수는 선택된 대안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대안의 경우 0의 값을 취하게 된다. 모형의 설명변수
는 결정적 효용함수에 포함될 변수를 나타내며, 본 연
구에서 결정적 효용함수는 ‘파라메터에 대해 선형
(linear in parameters)'이라는 가정 아래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참여요일과 참
여시간대 선택의 행태를 2단계 나무가지 구조에 의해
표현된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참여요일의 선택을
높은 단계, 도시민의 참여시간대 선택을 낮은 단계의
선택으로 하는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가정한다. 참여요
일의 선택대안은 주중과 주말의 두 가지이다. 한편 참
여시간, 즉 통행시간대의 선택을 위한 대안은 주간활
동(06시-18시)과 야간활동(18시-06시)의 두 가지이다.
2단계에 의해 표현되는 네스티드 로짓모형구조는 선
택을 위한 조건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이용된 네스티드 로짓모형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모형구조를 이
용하여 경험적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표 3>에 나타
낸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요일에 따른
참여시간대 선택 네스티드 로짓모형 구조

주중
주간

주말
야간

주간

야간

<그림 1>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구조
<표 3> 설명변수들의 정의
변수명

변수의 정의

AGE1

29세 이하(1), 그렇지 않으면(0)

AGE2

30-49세이면(1), 그렇지 않으면(0)

AGE3

50세 이상이면(1), 그렇지 않으면(0)

SEX

남성: 1, 여성: 0

INCOME

개인의 월평균 소득

LE-TIME

평일의 여가시간

DU-TIME

여가 유형별 1회 평균 소요시간

DU-LE-TIME

여가활동 소요시간(1주일)

5-DAY LE-TIME

주5일 근무제 시행후 증가예상 여가시간

CONST

1 (대안 특유의 더미 상수)

2. 경험적 모형의 추정: 여가유형별 참여요일
과 참여시간대 선택의 분석
모형의 경험적 추정을 위해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이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Greene(1991)에 의해 개발된 LIMDEP 7.0을 이용하였다.
적절한 모형을 찾기 위한 경험적 탐색은 먼저 모든
가능한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경험적 모형을 추정한
후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생하는 일부 설명변수를 제외한 후 다시 경험적 모형
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추정은 ‘나무가지 구조’에서
낮은 단계의 네스트로부터 높은 단계의 네스트로 순
차적인 추정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여
가활동 유형별로 모형의 낮은 단계를 위한 추정결과
를 살펴보고, 다음에 높은 단계의 추정결과를 살펴보
기로 한다.
1) 여가유형별 참여시간대 선택모형(조건부 모형)
<표 4>는 모형의 낮은 단계, 즉 도시민의 여가유형
별 참여시간대 선택모형(조건부 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가 많을수록(특히 50세 이상) 모든 여가
활동을 주간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50세 이
상의 변수에서 추정계수가 (+)의 부호를 가지고, t-통
계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성별에 있어서 레저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남성일수록 주간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고, 그 외의 여
가활동의 경우에는 남성일수록 야간에 참여하는 경향
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t-통계치의 값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이 많을수록 영화관람이나 여행 활동에
있어서 야간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여가활
동의 경우에는 소득이 참여시간대 선택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여가유형별 1회 평균 소요시간이 길수록 영화
관람, 레저스포츠, 여행, 테마/놀이공원 활동은 주간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추정계수가 (+)의 부호를 가지고, t-통계
치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 소요시간이 많을수록 레저스포츠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주간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레저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소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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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안 특유의 더미상
수는 각 대안의 표현되지 않는 특성들이 개인의 선택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특성들이 대체로 주간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의 영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가유형별 참여시간대 선택모형(조건부 모

<표 4> 참여시간대 선택모형(조건부 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
AGE1
AGE2
AGE3
SEX
INCOME
DU-TIME
DU-LE-TIME
5-DAY LE-TIME
CONST
Sample

설명변수
AGE1
AGE2
AGE3
SEX
INCOME
DU-TIME
DU-LE-TIME
5-DAY LE-TIME
CONST
Sample

영화관람
Coeffcient
-3.8301(-4.368)
-3.6827(-4.431)
2.1204(3.001)
-1.5276(-2.119)
-0.0090(-2.637)
1.1111(3.573)
0.1432(6.996)
-0.2399(-3.239)
0.2335(1.846)
322

레저스포츠
Coeffcient
-1.5604(-1.750)
-1.4626(-2.165)
0.5240(2.329)
0.5157(2.604)
0.0013(1.591)
1.2993(5.642)
150

0.193

0.220

여행
Coeffcient
-1.4267(-1.444)
-1.4511(-1.428)
2.8429(2.628)
-4.4689(-2.664)
-0.0069(-2.093)
0.0128(2.674)
0.1077(1.615)
2.1367(7.835)
174

테마/놀이공원 활동
Coeffcient
0.6001(1.387)
-3.3705(-1.738)
1.0888(2.007)
-2.3133(-2.039)
0.0029(2.250)
0.2082(1.754)
-0.2050(-2.244)
1.5793(7.053)
168

0.491
자연/생태공원 활동
설명변수
Coeffcient
AGE1
AGE2
AGE3
1.8998(2.064)
SEX
-7.0268(-1.958)
INCOME
DU-TIME
DU-LE-TIME
0.6753(1.940)
5-DAY LE-TIME
-1.1880(-1.811)
CONST
2.1975(6.592)
Sample
122
0.323

형) 전체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ρ 2 의 값은 0.178∼
0.491로 계산되었다. 일반적으로 likelihood ratio index
의 값은 0.2 이상의 값만 가지더라도 아주 좋은 적합
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모
형의 경험적 추정결과는 적합도의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64
축제 참여활동
Coeffcient
-4.3520(-1.829)
-2.9460(-2.424)
0.23033(1.907)
-0.2215(-1.864)
0.3677(1.696)
130
0.178

주 1) 대안 1: 주간, 대안 2: 야간
2) 괄호안의 값은 t-통계치임.

여섯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증가예상 여가시
간의 경우 증가예상 시간이 많을수록 영화관람, 테마/
놀이공원, 자연생태공원, 축제 참여활동에 있어서 야
간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가 야간
활동의 많은 제약조건을 흡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대안 특유의 더미상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의 부호를 가지고 t-통계치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

2) 여가유형별 참여요일 선택모형(한계 모형)
<표 5>는 모형의 높은 단계, 즉 도시민의 여가유형
별 여가활동 참여요일 선택모형(한계 모형)의 추정결
과를 나타낸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가 많을수록(특히 50세 이상) 여가활동을
주중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
으로 주중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있고, 반면에
50세 이상의 개인들은 주중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별
다른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50세 이하는 추정계수가 (-),
50세 이상은 추정계수가 (+)의 부호를 가지고, t-통계
치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있어서 남성일수록 주말에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직장 등의 이유로 평일에 시간
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기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추정계수가 (-)의 부호를 가지고, t-통계치의 값이 통
계적으로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테마/놀이공원 활동에는 성별이 참여요일 선택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소득이 많을수록 영화관람이나 테마/놀이공
원, 자연/생태공원 등의 활동에 있어서 주말에 활동하
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레저스포츠 활동의 경우 주중
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에 따른 경제적인 여유가 주중에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여가 유형별 1회 평균 소요시간이 길수록 여
행, 테마/놀이공원, 자연/생태공원, 축제 참여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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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가활동들이 영화관람, 레저스포츠 활동과는
달리 비교적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
간적 여유가 있는 주말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참여요일 선택모형(한계 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
AGE1
AGE2
AGE3
SEX
INCOME
DU-TIME
LE-TIME
CONST
LOGSUM
Sample

설명변수
AGE1
AGE2
AGE3
SEX
INCOME
DU-TIME
LE-TIME
CONST
LOGSUM
Sample

설명변수
AGE1
AGE2
AGE3
SEX
INCOME
DU-TIME
LE-TIME
CONST
LOGSUM
Sample

영화관람
Coeffcient
-5.8928(-9.306)
-4.7144(-6.671)
1.9806(2.638)
-1.9970(-3.148)
-0.0019(-5.439)
0.5618(6.219)
-1.5553(-6.817)
0.7235(1.757)
322

레저스포츠
Coeffcient
-2.2509(-1.336)
-2.8604(-1.751)
1.7839(1.836)
-0.5445(-1.820)
0.0008(1.835)
0.1591(2.277)
-4.3309(-2.863)
0.7878(2.924)
150

0.199

0.365

여행
Coeffcient
-0.4636(-0.846)
-0.6563(-1.426)
1.9514(3.234)
-0.8250(-2.276)
-0.1254(2.113)
-1.7370(-2.973)
0.6693(2.952)
174

테마/놀이공원 활동
Coeffcient
0.3275(1.733)
-0.7088(-2.236)
0.3890(1.489)
-0.0011(-2.194)
-0.9546(3.102)
-2.0221(-3.887)
0.6176(2.265)
168

0.519

0.473

자연/생태공원 활동
Coeffcient
-1.2067(-2.684)
0.2014(2.102)
-0.4746(-2.688)
--0.0012(-1.755)
-0.1588(-1.892)
-1.5855(-1.034)
0.6467(1.323)
122

축제 참여활동
Coeffcient
-2.2623(-2.320)
-1.1210(-1.943)
0.3012(1.965)-1.6406(-2.290)
-0.0359(-2.553)
0.1900(1.646)
-0.8928(-2.236)
0.7548(2.038)
130

0.331

0.215

여섯째, 대안 특유의 더미상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의 부호를 가지고 t-통계치의 값이 통계적 유의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변수로 포함되지 않는 특성들이 대체로 주중에
여가활동을 하는데 (-)의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준다.
일곱째, inclusive value를 나타내는 LOGSUM의 추
정계수값은 모두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아울러
LOGSUM 변수의 t-통계치가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형의 경험적 추정결과
는 본 연구에서 가설화된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타당
성을 입증케 한다. 즉 여가활동 참여요일의 선택은 참
여시간대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가유형별 참여요일 선택모형(한계 모형) 전
체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ρ 2 의 값은 0.199∼0.519로 계

주 1) 대안 1: 주중, 대안 2: 주말
2) 괄호안의 값은 t-통계치임.

다섯째, 평일의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영화관람, 레
저스포츠, 축제 참여활동 등의 경우 주중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및
테마/놀이공원,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등은 평일의 여
가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되어 모형의 경험적 추정결과는 적합도의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가활동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비통근통행에 대한 연구가 통근통행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극히 부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민의 여가활동 통행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민
의 여가활동 통행의 여러 가지 행태적 측면 가운데 본
연구는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참여요일과 참여시간대
에 대한 선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통수
요분석에서 많이 다루었던 교통수단 선택에 대한 분
석 외에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 선택에 대하여 분석
을 시도한 이유는 여가활동에 따른 통행의 경우 통근
통행에 비해 참여요일 및 참여시간대의 선택이 상대
적으로 자유롭고, 최근 들어 교통혼잡의 시간대별 분
산이 교통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일 및 시간대 선택행태의 분석이 교
통수요분석의 새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참여요일과 참여시
간대 선택을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모형의 경험적 추정을 위해 대구 및 포
항시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자료(2003년)를 이
용하였으며, 추정된 경험적 모형을 바탕으로 의미 있
는 결과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도시민의 여가유형별 참여요일
과 참여시간대 선택의 네스티드 로짓모형은 통계적
측면이나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타당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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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준다. 참여시간대 선택모형(조건부 모형)
의 추정결과를 보면 나이, 성별, 소득, 여가 유형별 1
회 평균 소요시간, 여가활동 소요시간(1주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가 도시민의 여
가활동 참여시간대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여요일 선택모형(한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평일에 여
가시간이 많을수록, 주중에, 남성일수록, 소득이 많을
수록(레저스포츠 활동은 제외), 여가 유형별 1회 평균
소요시간이 많을수록, 주말에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
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로부터의 중요한 발견은 추정된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inclusive value를 나타내는 LOGSUM의
추정계수 값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LOGSUM의 계수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
면서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로짓모
형을 사용할 경우 편의된(biased) 추정계수값을 가지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모형의 경험적 추
정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설화된 네스티드 로짓모형구
조의 타당성을 입증시켜주며, 도시민의 여가활동 참여
시간대 선택은 참여요일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지금까
지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의 부진은 전체 도시교통에
서 통근교통에 대해 여가활동에 따른 통행비중이 상
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하는데, 향후에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여가활동 통행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도시민의 여가활동 통행행태에 관한 다양
한 측면의 분석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도시민의 여가
활동 요일 및 시간대에 대한 분석 외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통근통행과 여가통행의 연계행
태, 1일 활동패턴 등에 대한 분석이 요망된다.
둘째, 통행시간대 선택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속한다. 지금까지
교통수요분석에서 통행시간대 선택에 대한 분석이 극
히 부진하였으나, 사실은 통행을 발생시키는 시간대의
선택도 중요한 교통선택의 대상이다. 통행시간대 선택
은 특히 통행목적별로 다른 선택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양한 통행목적별 통행시간대 선택에
대한 분석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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