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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장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수도권에는 다양한 대중교

통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공급이 특정 교통축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과잉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이

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공급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대중

교통 서비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과 현재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이 낮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

는 이상점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실적 자료인 교통카드자

료를 이용하여 통행요금과 통행시간을 동시에 고려한 일반화 비용을 산

정하고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 관계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

다. 대중교통 수단은 마을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로 구분하였으

며 통행거리가 가장 긴 수단을 주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서울시에서 관할

하는 버스노선과 지하철 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 중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을 도착지로 하는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통행시간대

는 오전첨두시간대(오전 07시∼오전09시). 오후첨두시간대(17시∼20시)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대로 구분하였다.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 추정 시 마을버스와 광역버스는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로그-선형모형을 적

용하였고, 지하철과 일반버스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결과 마을버스의 경우 약 3km 이내에서 비교

우위가 나타났으며, 일반버스의 경우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오전



첨두시간대의 경우 약 3∼4km에서 비교우위가 나타났으며, 비첨두시간

대의 경우 약 13km까지 비교우위가 나타났다. 이는 교통혼잡의 영향으

로 인하여 오전첨두시간대에 도로의 통행속도가 낮기 떄문이다. 지하철

의 경우 오전첨두시간대에 4∼23km까지 비교우위가 나타났고, 비첨두시

간대의 경우 13∼15km까지 비교우위가 나타났다. 광역버스는 오전첨두

시간대는 약 23km 이상, 비첨두시간대는 15km 이상의 통행거리에서 비

교우위가 나타났다. 오전첨두시간대의 경우 교통혼잡의 영향으로 지하철

의 비교우위가 나타나는 통행거리 구간이 매우 넓게 나타났다.

각 수단 별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으로부터 이격된 표본을

이상점 표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

다. 버스전용차로, 급행노선 등의 통행속도를 개선하는 서비스나 시설이

공급되는 교통축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점이 나타났다. 반면,

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점은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음(-)의 효과를 일으키는 요

인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접근통행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점이 존재하지만 주로 지역 간 통행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수단 간 통

행거리별 비교우위분석을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였고, 이상점 분석을 수

행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공급과 취약지역 파악을 위한 분석틀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수도권, 서울, 대중교통, 비교우위, 이상점, 일반화비용

학 번 : 2016-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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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이용자의 개별이용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이상점 표본의 특성분석을 통

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행요금

및 통행시간을 모두 고려한 일반화비용과 통행거리의 관계식을 추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용자는 동

일한 통행거리에 대하여 일반화비용이 가장 낮은 수단을 이용한다는 합

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가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하여 합리적인 선택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수단의 통

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으로부터 이격되어있는 이상점 표본의 출

발지, 대중교통 공급특성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중교통 계획의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효

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상점 표

본의 분석을 통하여 각 수단별 서비스 취약 지역/요인 등의 분석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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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이용

가능한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0월 19일이다. 마을버스, 일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를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설정하였고, 분

석 대상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목적

통행이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영업일 기준 2016년 10월 19일 수집된

교통카드거래내역 원시자료이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일반화비용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각 수단에 대하여 두 요인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통행거리 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개별통행이력

자료인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화비용은 각 수단의 시간가치

를 이용하여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각

수단의 통행거리-일반화비용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점 표본에 대하

여 출발지특성, 대중교통 공급특성 등의 왜곡요인을 분석하였다.



- 3 -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개요

⇩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

∘시사점 도출

⇩

연구방법론의 정립

∘기본가정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

∘이상점 표본 분석

⇩

자료

∘표본추출 기준설정 및 표본추출

∘연구 대상자료 구축

∘일반화비용 산정

⇩

분석결과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이상점 표본 분석

⇩

결론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제언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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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고찰

1. 선행연구의 고찰 및 시사점

이상조 외(2013)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교통수단별 속도-

거리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의 각 수단별 수단분담율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통행행태

인 수단분담율 변화의 분석과 속도-거리 비교우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틀을 준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통행시간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

뿐만 아니라 통행요금을 고려한 일반화비용을 이용한 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황재민 외(2016)은 교통카드자료의 수단분담율을 검토하여

통행 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행거리별 수단선

택 특성을 환승을 고려하여 수단선택의 순서에 따라 통행거리별 수단의

선택우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경우 수단분담율에 기반한 분석으로,

본 연구의 통행거리-일반화비용 기반의 수단별 비교우위 분석과는 차이

가 있다.

황순연 외(2011)는 교통카드 이용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이용자

통행특성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환승하지 않는 승객은 69.81%로 환승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

이 복합수단간 통행보다는 단일통행이 높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의 목적통행 단위의 구축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황순연 외(2011)은 평균 환승시간을 추정한 결과 4분-8분이다.

환승을 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의 83.4%이상이 1회 환승 시 복합 환승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복합 환승 수단은 연구의 복

잡성을 야기하기에 본 연구에서의 목적통행구축이 연구를 단순화하는데

적합하다. 박준환 외(2007)은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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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할하는 대중교통 통행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분석한 결과, 평일은 7시-9시, 18시-20시의 출퇴근 첨두시간대의 통

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대의 첨두시를 적

용하였다. 또한 박준환 외(2007)은 대중교통 통행수요의 공간적 분석에서

종로구 일대와 강남구 일대에서 가장 높은 이용승객의 출발양이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 종로구 일대를 즉, 사대문 안 도심을 연구 대상지 설정에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노진아 외(2010)는 도시 간 통근통행 데이터를 기반으

로 수도권 지역의 통근통행 수단 및 수단분담율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도권은 서울, 업무지구인 강남구 및 중구 일대

의 중심성 지수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중심성 지수 분석결

과가 본 연구의 표본추출 기준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Beesley(1965) 시간과 비용이 대체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Wardman(1998)은 첨두와 비첨두 그리고 도심과 비도심의 업무통행을

관측을 통하여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Lam(2001) 은 통행자의 임금 및

수단선택에 따른 시간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시간가치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Hadas (2012) 는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에서 고려할 요소인 대기시간과 환승시간을 연구하였다. 환승의 질

적인 측면인 보행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였다. 환승의 질적인 측면이

증가하면 시간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승의

질적인 요소인 걷는시간과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가치를 측정하는데 환승의 질적인 요소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다.

De Borger(2008)은 비용과 통행시간이 대체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

행자는 같은 통행 시간에 대하여 적은 비용을 선호한다. 그리고 비용과

통행시간의 대안관계를 통하여 양적으로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이라는 저항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손상훈 외(2007)은 대중교통 통행배정을 위한 수단 기준으로 대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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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내 시간, 환승시간, 요금 및 요소별로 가중치로 일반화비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내간, 서울 경기간 일반화비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치 일반화비용을 이용하였다. 박보라 외(2013) 업무,

비업무간 가중치를 이용하여 통행자도보의 일반화비용에 차이를 두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업무 비업무간의 대중교통의 가중평균비용을 이용한

것과 같다. 또한 김현 외(2013)은 목적통행이 같더라도 수단별로 통행시

간가치가 다르다는 가정을 입증하였다. 이희연 외(2006)은 교통수단의

선택가능성을 통행거리, 통행시간, 경비 등을 고려한 일반화비용을 산출

하는 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수단별로 가중평균한 시간가치

를 이용하였다.

이외에 Calfee (2001)은 지불능력과 시간절감의 대안관계를 통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는 본연구의 시간가치와 통행시간의 관계

로 도출한 일반화비용을 이용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Brueckner

(2005)는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간-비용, 거리를 고려한 통근

비용, 그리고 업무중심지역과 비업무중심지역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

는 본 연구의 대상지를 도심 선정기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Litman

(2009)는 비용 설정 기준의 한계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단결정을 측

정하기 위한 영향요소들은 운영비용, 통행시간절감, 사회적, 환경적, 장단

기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일반화비용의

설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웅 외(2009)은 지역간 기종점통행실

태조사자료와 설문조사, 소비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용하여, 사전, 사

후 비교법으로 수단선택 형태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단은 승용차, 버

스, 철도로 구분하여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이용하여 수단분단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각 수단별 수단분담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요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속

도, 운임, 안정성, 습관적 이용, 근접성, 정시도착등 정석적 요인 예측분

석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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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에 수행된 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은 주로 지역

간 통행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도시의 대중교통을 대

상으로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석에서

는 통행거리-통행시간 분석을 통하여 비교우위를 분석하거나, 단순히 통

행거리 별 수단분담율을 분석하여 수단선택의 우위를 분석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이라는 저항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통행거리-일반화비용 분석과 통행거리별 수단분담율 분석을 수행하여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행거리-일반화비용의 관계식에서 이격되어

있는 이상점 표본을 분석하여 각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취약 지역/요

인 등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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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정립

1. 개요

통행거리별 대중교통 수단의 비교우위 분석을 위하여 개별 통행이력

자료로부터 각 수단별 통행거리와 통행비용, 통행시간 등을 추출하고 통

행요금과 통행시간을 모두 고려한 일반화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각 수단의 통행거리 별 일반화비용의 추세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추

정하여 통행거리 별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표본의 통행거리 별

수단분담율과 비교우위 분석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 수단의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추세선과

이격되어있는 이상점 표본을 대상으로 출발지와 이용수단의 특성 등 비

교우위의 왜곡요인을 분석하였다.

2. 기본가정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

하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 및 분석의 복잡도 문제로 인하여 다음의 기본

가정을 설정하였다.

1) 이용자의 주수단에 대한 가정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환

승할인을 비롯한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수단의 이용에 대한 저항이 적기 때문에 복합수단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통행을 기본분석단위로 설

정하였고, 수단분담율 분석 및 비교우위 분석을 위하여 1회 이상의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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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주수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통행

에 1회 이상의 환승이 있는 경우 통행거리가 가장 긴 수단을 주수단으로

가정하였다.

2)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보 통행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보로 정류장 또는 역으로 접근하고 최초 이용수단의 대기를 경

험하게 된다. 또한 최종 이용수단으로부터 목적지까지 도보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행이력자료는 최초 이용수단의 승차

시각에 처음 수집되는 자료이므로 개별이용자에 대한 도보통행시간과 통

행거리, 그리고 최초 이용수단의 대기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최

초, 최종 수단의 도보를 이용한 접근 통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통행시간대 구분

통행시간대에 따라 통행속도와 대중교통 공급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통행시간대를 구분하여 통행수단별 비교우위를 분석해야한다. 비

록 도착시각이 동일하더라도 이용자의 통행거리에 따라 통행개시 시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통행시간대를 구분하였다. 또한 서울의 도심인 서울 사

대문 안 지역으로 도착하는 통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통행시

간대는 오전첨두시간대(7시∼9시)와 비첨두 시간대(0시∼7시, 9시∼17시,

20시∼24시)로 구분하였으며, 비첨두시간대의 경우 오후첨두시간대인 17

시∼20시는 제외하였다. 이는 오후첨두시간대의 대중교통 공급과 도로혼

잡이 통행특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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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론

1)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는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

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개별 이용자의 일반화비용은 식(1)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지불한 통행요금과 시간가치를 이용하여 환산한 통행시간비용

의 합으로 산정한다. 이는 실제 이용자가 지불한 통행요금 이외에도 통

행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가치

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을 화폐가치화 하여 일반화비용을 산정하였다.


  

 ×
 식(1)

여기서,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 의 일반화비용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 의 통행요금

  = 수단의 시간가치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 의 통행시간

개별이용자의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을 산정하여 각 수단에 대하여

식(2)의 형태로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를 추정한다.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는 선형을 가정하고,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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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2)

여기서,

  = 수단 의 일반화비용

(:마을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 통행거리

<그림 2>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 개념도

각 수단별 표본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추정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통행거리에 대

하여 통행비용이 최소로 나타나는 수단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해당 거리를 통행하는데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최소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

반화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통행거리구간의 경우 경합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각 수단에 대한 접근성, 계량화 하지 못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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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에 의하여 수단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통행거리별로 비교우위가 높은 수단의 경우 동일한 통행거리

에 대하여 수단분담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동일한 통행거리에

대하여 일반화비용이 높아 비교우위가 높지 않은 수단은 해당 통행거리

에 대한 수단분담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통행거리별 수단분담

율 분석을 통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그 추세를 파악하여 분석한 통

행거리 비교우위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2) 이상점 표본 분석

비교우위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과

상당히 이격된 표본을 이상점 표본으로 정의한다. 이는 해당 표본의 이

용자가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수단의 비교우위와 다른 요인에 의하여

해당 수단을 선택한 결과이다. 이는 해당 이용자의 출발지의 특성, 대중

교통의 공급특성, 개인의 선호 등에서 기인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

의 비교우위가 나타나는 통행거리를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하철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수단을 이용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비교우위가 높은 수단의 이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존재할 것이다. 이는 각 수단

에 대한 도보접근성과 대기시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특정 수단에 대한 선호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단의 관찰점과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관계식의

표준화 잔차 분석을 통하여 이상점 표본을 분류하였다. 비교우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일반화

비용과 실제 관찰점의 일반화비용의 차이인 잔차를 잔차의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화 잔차의 극단값을 이상점 표본으로 정의하였다.



- 13 -

<그림 3> 이상점 표본 개념도


  


 식(3)


   




식(4)


∼ 

 → 
∼

여기서,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관찰점) 의 잔차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관찰점) 의 일반화비용 추정치


 =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관찰점) 의 표준화 잔차

각 수단의 통행거리에 따른 일반화비용 관계식을 통하여 추정된 일

반화비용과 관찰점의 일반화비용의 차이로 잔차를 산정한다. 잔차를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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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 잔차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잔차가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이 표준화 잔차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림 4> 표준화 잔차의 확률밀도함수와 이상점 표본의 범위

   
 

 


   
 

 
 식(5)

여기서,

  = 양(+)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 

  = 음(-)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 


± = 표준화 잔차의 외측 한계


± = 표준화 잔차의 내측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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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점 표본은 <그림 4>와 같이 표준화 잔차가 내측 한계와 외측

한계의 사이에 존재하는 표본이다. 표준화 잔차의 부호가 음(-)을 나타

내는 표본은 실제 소요된 일반화비용이 관계식을 기준으로 추정한 일반

화비용보다 작은 표본으로 양(+)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내측 한계는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에서

일정 거리 이격된 표본을 선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개별이용자료의 수

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원인불명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포함될 수

있는 양 극단의 비현실적인 표본을 제외할 수 있도록 외측 한계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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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1. 교통카드자료의 특성

1) 자료의 수집 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자료는 영업일 기준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1일의 개별거래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자정 이후의 익일 새벽까

지의 자료를 포함한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버스노선과 지

하철 노선이 위치한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수집된 개별거래내역 건수

는 10,793,556건이다.

2) 자료의 구성

개별거래 자료는 <그림 5>와 같이 이용자정보와 통행이력자료로 구

성된다. 이용자정보는 카드번호, 거래번호, 사용자구분 코드로 구성된다.

카드번호는 고유 값을 가지는 암호화 된 교통카드번호자료이며, 거래번

호는 해당 카드를 이용한 거래의 순번, 사용자구분 코드는 할인여부를

나타내는 코드이다. 통행이력자료는 교통수단코드, 환승횟수, 이용객수,

승/하차 정류장, 승/하차 시각, 통행거리, 통행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구분

1 2 3 4 5 6

카드번호 거래번호 교통수단코드 환승횟수 사용자구분 이용객수

7 8 9 10 11 12

승차일시 승차정류장ID 하차일시 하차정류장ID 통행거리 통행시간

<그림 5> 교통카드자료 형태



- 17 -

2. 분석자료 구축

1) 목적이용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자료는 이용자의 개별 거래단위로 수

집된 자료로 수단통행 자료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 분석단위는 목

적통행이므로 이용자의 고유항목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수단통행 자료

를 병합하여 8,474,799개의 목적통행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림 6> 목적이용자료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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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추출

(1) 표본추출 기준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은 이용자는 동일한 통행거리에 대하여 일

반화비용이 가장 낮은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통행목적이 이질적인 경우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는 표

본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통행목적이

동질적이고, 합리적 선택 가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근통행의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추출 기준을 설정하였다.

도착지를 서울도심인 서울사대문 안으로 하고, 도착시각이 아침 출

근시간인 오전 첨두시간대(7시∼9시)인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통행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어린이, 청소년, 무임 등의 표본은 제외하였

다. 이외에도 통행거리가 0인 표본과 심야버스를 이용한 표본은 제외하

였다. 기준에 따라 추출된 표본은 160,250건으로 전체 목적통행의 1.89%

이다. 비교를 위하여 오후첨두시간대(17시∼20시)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

대의 표본은 305,890건(3.61%)으로 두 표본은 총 466,140건으로 전체 목

적통행 자료의 5.50%이다.

(2) 표본의 특성 분석

추출한 표본의 통행지표와 수단분담율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자료

의 통행거리는 오전첨두시에 10.70km, 비첨두 시에는 8.56km로 나타났

다. 도착지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오전첨두시의 표본은 대다수가 통

근통행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각 수단 별 통

행거리는 광역버스, 지하철, 일반버스, 마을버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각 수단의 통행속도와 노선의 운행거리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수단분담율 분석결과 오전첨두시의 경우 1.5km까지 일반버스의 수단

분담율이 높게 나타났고, 27.5km까지 지하철의 수단분담율이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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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이후 광역버스의 분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첨

두시의 경우 500m까지 일반버스의 수단분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5km까지 지하철의 수단분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광역버

스의 분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단분담율의 경우 두 표본에서 나

타나는 차이는 미미했다.

<그림 7> 표본의 통행거리 분포도

구분 오전첨두 비첨두 전체

마을버스
평균 통행거리(km) 2.08 2.02 2.04
평균 통행시간(초) 720 708 710

일반버스
평균 통행거리(km) 7.34 6.73 6.88
평균 통행시간(초) 1,762 1,545 1,599

광역버스
평균 통행거리(km) 23.63 23.31 23.42
평균 통행시간(초) 3,418 2,917 3,087

지하철
평균 통행거리(km) 11.51 9.41 10.21
평균 통행시간(초) 1,932 1,875 1,897

총 수단
평균 통행거리(km) 10.70 8.56 9.30
평균 통행시간(초) 1,902 1,762 1,810

<표 1> 표본의 평균 통행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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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전첨두 표본의 통행거리별 수단분담율



- 21 -

<그림 9> 비첨두 표본의 통행거리별 수단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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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체 표본의 통행거리별 수단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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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행거리 표본수
수단분담율

마을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오전

첨두

0km 초과5km 미만 27,643 3.28% 41.44% 0.18% 55.10%

5km 초과10km 미만 46,467 0.08% 28.42% 0.27% 71.23%

10km 초과15km 미만 51,789 0.00% 11.77% 0.19% 88.03%

15km 초과20km 미만 27,526 0.00% 5.28% 0.42% 94.30%

20km 초과25km 미만 5,190 0.00% 6.55% 2.35% 91.10%

25km 초과30km 미만 1,265 0.00% 10.20% 35.42% 54.39%

30km 초과35km 미만 338 0.00% 5.62% 92.31% 2.07%

35km 초과 32 0.00% 21.88% 68.75% 9.38%

비첨두

0km 초과5km 미만 102,622 3.56% 40.78% 0.10% 55.56%

5km 초과10km 미만 87,573 0.12% 41.49% 0.26% 58.12%

10km 초과15km 미만 75,006 0.01% 20.95% 0.21% 78.83%

15km 초과20km 미만 31,374 0.00% 11.85% 0.56% 87.59%

20km 초과25km 미만 6,310 0.00% 15.47% 6.05% 78.48%

25km 초과30km 미만 2,299 0.00% 14.31% 46.06% 39.63%

30km 초과35km 미만 552 0.00% 15.94% 67.39% 16.67%

35km 초과 153 0.00% 47.06% 32.68% 20.26%

전체

표본

0km 초과5km 미만 130,265 3.50% 40.92% 0.11% 55.46%

5km 초과10km 미만 134,040 0.11% 36.96% 0.26% 62.67%

10km 초과15km 미만 126,795 0.01% 17.20% 0.20% 82.59%

15km 초과20km 미만 58,900 0.00% 8.78% 0.49% 90.72%

20km 초과25km 미만 11,500 0.00% 11.44% 4.38% 84.17%

25km 초과30km 미만 3,564 0.00% 12.85% 42.28% 44.87%

30km 초과35km 미만 890 0.00% 12.02% 76.85% 11.12%

35km 초과 185 0.00% 42.70% 38.92% 18.38%

<표 2> 통행거리별 수단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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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화비용 산정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통행수단과 통행거리를 이용하여 통행요금을

산정하였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통합거리비례요금제에 따라 <표

3>의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중 일반버스의 경우 교통카드자료의 수단코

드를 이용하여 버스의 종류에 따른 기본요금을 각각 적용하였다.

구분 기본요금 거리비례요금 비고

마을버스 900원 환승 시
거리비례요금
지하철과 동일

광역버스는 30km까지
기본요금

단독통행 시
기본요금만
부과

일반버스 1,100원∼1,200원

광역버스 2,300원

지하철 1,250원
100원(5km당, 40km

초과시 10km당)

10km까지
기본요금

<표 3> 대중교통 통행요금

통행시간 비용은 이용자의 통행시간과 2017년 제1회 예비타당성 조

사 착수회의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17)에서 제시한 <표 4>의 2016년

평균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버스의 운전자 1인의 시간

가치는 제외하였다.

구분
버스 지하철

업무 비업무 업무 비업무

2013년
기준

재차인원(인) 0.23 13.26 0.05 0.95

시간가치(원) 22,775 5,011 22,775 5,033

시간가치
(원/대(인)・시)

5,238
(=0.23*22,775)

66,446
(=13.26*5,011)

1,139
(=0.05*22,775)

4,781
(=0.95*5,033)

2013년 기준 평균
시간가치(원/대, 원/인)

71,684
(=0.23*22,775+13.26*5,011)

5,920
(=0.05*22,775+0.95*5,033)

2016년 기준 평균
시간가치(원/대, 원/인)

73,864
(=71,684*103%)

6,100
(=5,920*103%)

2016년 평균 1인당
시간가치(원/인・시) 5,475

(=73,864/(0.23+13.26))

6,100
(=6,100/(0.05+0.95))

※ 2013년 기준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 103%

<표 4> 수단별 1인당 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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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을 위하여

각 수단의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을 이용하여 식(2)의 계수를 추정하였

다. 마을버스와 광역버스 수단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자연로그

(ln)를 취하여 변환하였고, 일반버스와 지하철 수단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를 변환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추정되었다. 계수 중

은 기본요금 수준에 의존하며, 은 해당 수단의 평균 통행속도에 의

존하게 된다. 계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요금 수준과 이 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 평균 통행속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계수는 직관과 일치하며 적절하게 추정되었다. 각 계수의 검정통계

량인 t-통계량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화비용의 구성요소 중

통행요금이 통행 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결정계수( )의 경우 오전

첨두 표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첨두 표본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전 첨두시의 통행이 다른 표본에

비하여 비교적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첨두 표본의 경우 다양한

통행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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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버스

(log-log)

일반버스

(선형)

광역버스

(log-log)

지하철

(선형)

오전첨두


계수 4.10 1574.26 5.38 1880.48

t-통계량 62.00 259.48 79.00 501.02


계수 0.47 0.32 0.35 0.25

t-통계량 52.68 461.94 51.93 843.93

  0.75 0.87 0.68 0.85

표본수 944 32,709 1,291 125,306

비첨두


계수 4.19 1495.21 5.63 2273.11

t-통계량 110.46 427.09 99.61 553.98


계수 0.45 0.31 0.32 0.25

t-통계량 88.91 739.89 56.24 672.69

  0.68 0.85 0.56 0.69

표본수 3,774 99,089 2,523 200,504

전체표본


계수 4.17 1511.45 5.54 2188.71

t-통계량 126.31 495.91 121.10 712.68


계수 0.46 0.32 0.33 0.25

t-통계량 102.96 868.90 72.04 927.38

  0.69 0.85 0.58 0.73

표본수 4,718 131,798 3,814 325,810

<표 5> 수단별 관계식의 계수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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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마을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오전첨두 표본)

<그림 12> 일반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오전첨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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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광역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오전첨두 표본)

<그림 14> 지하철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오전첨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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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마을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비첨두 표본)

<그림 16> 일반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비첨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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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광역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비첨두 표본)

<그림 18> 지하철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비첨두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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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마을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전체표본)

<그림 20> 일반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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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광역버스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전체표본)

<그림 22> 지하철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결과(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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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각 수단의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을 추정하여 대중교통수

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오전첨두

표본에서는 통행거리 0.00km∼3.05km 구간에서 마을버스, 통행거리

3.05km∼4.34km 구간에서 일반버스, 4.34km∼22.73km 구간에서 지하철,

통행거리 22.73km이후 광역버스의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첨두 표본에서는 통행거리 0.00km∼2.50km 구간에서 마을버스, 통행거

리 2.50km∼12.58km 구간에서 일반버스, 통행거리 12.58km∼14.55km 구

간에서 지하철, 통행거리 14.55km이후 광역버스의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표본에서는 통행거리 0.00km∼2.63km 구간에서 마을

버스, 통행거리 2.63km∼9.52km 구간에서 일반버스, 통행거리 9.52km∼

17.70km 구간에서 지하철, 통행거리 17.70km이후 광역버스의 비교우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6km 미만의 통행거리에서 마을버스와 일

반버스 간 비교우위가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는 두 수단이 매우

근소한 일반화비용의 차이로 경합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마을버스의

경우 일반버스에 비하여 요금이 저렴한 반면, 정류장 간 거리가 짧아 통

행속도가 낮아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단거리 통행에 있어 두

수단의 일반화비용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우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단의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오전첨두

표본에서 지하철의 비교우위가 매우 짧은 통행거리에서부터 넓은 구간에

서 대하여 나타났으며, 비첨두 표본에서는 광역버스의 비교우위가 높게

나타나는 통행거리가 첨두시간대에 비하여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두시간대에는 도로의 혼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철의 통행속

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반대로 비첨두시에는 도로

의 혼잡이 줄어들어 광역버스의 통행속도가 개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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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 있다.

각 수단의 통행거리별 일반화비용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각 수단의 접근성을 고려하

지 못하였고, 주수단 통행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행시간과 운임

외의 요인에 의한 효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광역버스나 지

하철의 경우 다른 수단에 비하여 정차하는 정류장이나 역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접근수단에 의한 접근통행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수단에서 기인한 지체 등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경합이

발생한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경우도 두 수단의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실제로 이용자가 두 수단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

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일반적

으로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수단 간 비

교우위 관계가 나타났으며, 시간대별 비교우위 관계 역시 직관과 일치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분 오전첨두 비첨두 전체

구간1
통행수단 마을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

통행거리(km) 0.00∼3.05 0.00∼2.50 0.00∼2.63

구간2
통행수단 일반버스 일반버스 일반버스

통행거리(km) 3.05∼4.34 2.50∼12.58 2.63∼9.52

구간3
통행수단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통행거리(km) 4.34∼22.73 12.58∼14.55 9.52∼17.70

구간4
통행수단 광역버스 광역버스 광역버스

통행거리(km) 22.73∼ 14.55∼ 17.70∼

<표 6>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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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결과(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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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결과(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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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결과(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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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단의 통행거리 별 수단분담율과 비교우위 분석결과를 비

교해보면 오전첨두 표본에서는 통행거리 별 비교우위가 나타나는 통행거

리 구간에서 해당 수단의 수단분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비첨두 표본과 전체표본의 경우 중・단거리에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

는 수단의 수단분담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장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수단

분담율과 비교우위가 다소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수단선택에 있어 운임과 통행시간의 요소 외의 환승 편의

성, 환승횟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도보 접근성 등의 요소에 의한 영향

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비첨두 시간대와 전체표본

의 경우 오전첨두 표본에 비해 통행목적이 다양하므로 운임과 통행시간

의 합으로 계산되는 일반화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선택이 이질적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오전첨두 시간

대의 경우 의무통행이자 일상적 통행인 통근통행의 비율이 매우 높은 표

본이므로 동일한 통행거리에 대하여 일반화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와 수

단을 선택하는 행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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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통행거리별 비교우위와 수단분담율 분석결과(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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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통행거리별 비교우위와 수단분담율 분석결과(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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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통행거리별 비교우위와 수단분담율 분석결과(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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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점 표본 분석

이상점 표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단의 공급특성 차이, 개별

이용자의 수단별 접근성 차이, 특정수단에 대한 개인의 선호 등의 다양

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상점 표본 분석은 대중교통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왜곡요인을 구명하고 대중교통 공급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대중교통 통행이력자료로 교통

카드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도보통행시간, 최초대기시간 그리고 개인의

특정수단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상점 표본의 공잔적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을 수

행하였다.

1) 수단별 잔차 분석

비교우위 분석을 위하여 앞 절에서 추정한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의 추정치와 표본의 관측값을 이용하여 잔차를 산정하였다. 잔차

의 히스토그램을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여 각 수단별 잔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분 마을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오전

첨두

표준편차( ) 388.84 587.00 1191.32 532.66

표본수() 944 32,709 1,291 125,306

비첨두
표준편차( ) 522.37 635.89 1386.52 938.33

표본수() 3,774 99,089 2,523 200,504

전체

표본

표준편차( ) 498.39 627.27 1368.05 828.53

표본수() 4,718 131,798 3,814 325,810

<표 7> 시간대별, 수단별 잔차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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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의 분포와 잔차도를 살펴보면 마을버스와 광역버스의 경우 시간

대와 무관하게 분산이 크며 잔차의 분포가 정규분포와는 약간 상이했다.

반면, 일반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잔차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며, 잔차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첨두시

의 지하철의 잔차는 비첨두시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오전첨두시

교통혼잡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오전첨두시의

지하철의 수단분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을

버스의 경우 대중교통 통행의 끝단에서 이용되는 수단으로 접근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주수단으로 분류된 마을버스 통행의 경우

마을버스 단독통행으로 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이다. 마을버스를

이용한 단거리 통행시 국지적인 교통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광역버스는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긴 거리를 주수단으로 이용하고, 정

류소의 개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접근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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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각 표본 별 잔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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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점 표본 추출결과

이상점 표본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내측 한계(
±)는

2.0, 외측 한계(
±)는 4.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표준화 잔차가 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체 표본수의 약 4.54% (=2.27%×2)에 해당

한다.

시간대별, 수단별 이상점 표본으로 분류된 표본의 특성은 아래 <표

8>과 같이 오전첨두 표본에서 이상점 표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대부분의 이상점 표본은 동일한 통행거리를 통행할 때 더 높은 일반

화비용을 지불하는 음(-)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이 추출되었다.

양(+)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의 비율은 오전첨두 시간대에 더

높았다. 이는 오전 첨두시간대에 전체적인 통행속도가 낮지만 버스전용

차로, 급행 철도 등을 이용하는 노선을 이용한 통행자의 통행시간이 상

대적으로 절감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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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오전

첨두

이상점
(+)

표본수 5 535 15 463

비율 0.53% 1.64% 1.16% 0.37%

이상점
(-)

표본수 42 941 30 4194

비율 4.45% 2.88% 2.32% 3.35%

이상점
계

표본수 47 1476 45 4657

비율 4.98% 4.51% 3.49% 3.72%

총표본수 944 32,709 1,291 125,306

비첨두

이상점
(+)

표본수 0 1063 0 107

비율 0.00% 1.07% 0.00% 0.05%

이상점
(-)

표본수 102 2460 117 5415

비율 2.70% 2.48% 4.64% 2.70%

이상점
계

표본수 102 3523 117 5522

비율 2.70% 3.56% 4.64% 2.75%

총표본수 3,774 99,089 2,523 200,504

전체

표본

이상점
(+)

표본수 2 1486 12 317

비율 0.04% 1.13% 0.31% 0.10%

이상점
(-)

표본수 117 3341 145 9671

비율 2.48% 2.53% 3.80% 2.97%

이상점
계

표본수 119 4827 157 9988

비율 2.52% 3.66% 4.12% 3.07%

총표본수 4,718 131,798 3,814 325,810

<표 8> 시간대별, 수단별 이상점 표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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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마을버스 표본과 이상점(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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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일반버스 표본과 이상점(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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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광역버스 표본과 이상점(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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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하철 표본과 이상점(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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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마을버스 표본과 이상점(비첨두)



- 52 -

<그림 35> 일반버스 표본과 이상점(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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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광역버스 표본과 이상점(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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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지하철 표본과 이상점(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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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마을버스 표본과 이상점(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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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일반버스 표본과 이상점(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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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광역버스 표본과 이상점(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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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하철 표본과 이상점(전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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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점 표본의 출발지 분석

이상점 표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출발지에서 각 수단에

대한 접근성,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등의 양적 요인과 개인의 선호, 차

내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 등의 질적 요인 그리고 그 외의 요인들의 영향

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료의 특성상 자료 구득과 자료수

집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요인들의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기는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점 표본으로 추출된 표본의 최

초 출발지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이상점 표본의 발생원

인을 추론하는 형태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점 표본으로 추출

된 이용자의 읍/면/동 단위의 최초 출발지와 추출된 이상점 표본의 수를

<그림 42>∼<그림 47>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특성과 교통혼잡수준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단별 이상점 표본으로 나타난 통행의 출발지를 살펴보면 마을버스

의 경우 노선의 운행 거리가 짧으므로 이상점 표본의 출발지가 대부분

서울 사대문 안 인근 지역이었다. 반면에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의 외곽

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므로 서울 외곽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이상점

표본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하철과 일반버스의 경우 수단분담율이 가

장 높은 두 수단으로 이상점 표본의 출발지가 서울시 전역과 인접한 지

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

특히 일반버스와 지하철의 이상점 표본 출발지의 공간적 분포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뚜렷한 특징이 나타났다. 교통혼잡 수

준이 높은 오전첨두 시간대의 일반버스의 이상점 표본을 살펴보면 버스

중앙차로가 운영중인 도로를 따라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뿐만 아

니라 비첨두시에도 마찬가지로 양(+)의 효과가 나타난 이상점 표본의 출

발지는 서울 도심지역에서 먼 거리의 이용자들이었다. 이는 통행거리가

길지만 버스 중앙차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지하철 이용자 중 이상점 표본의 출발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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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나타났다. 급행노선이 운행되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이용자들 중

양(+)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점 표본이 관찰되었다. 음(-)의 효과가 나

타나는 이상점 표본의 경우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반면, 양(+)의 효

과가 나타나는 이상점 표본은 급행노선의 정차역 인근 지역에서 주로 나

타났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경우 급행노선이 시간대와 무관하

게 운행되고 있어 비첨두시에도 이러한 표본이 관찰되었다.

한편, 광역버스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잔차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상점 표본의 수

가 적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중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서 운행

하는 광역버스의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관할

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서울시와 서부지역인 고양시/파주시(7권역)를 연

결하는 노선과 남부지역인 성남시(4권역) 두 축이다. 이 중 성남시와 서

울을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양시/파

주시 방면의 광역버스보다 통행속도가 빠르다. 그 결과로 성남시 방면의

광역버스 이용자 중 양(+)의 효과가 있는 이상점 표본이 나타났으며, 반

대로 고양시/파주시 방면에서는 음(-)의 효과가 있는 이상점 표본이 나

타났다.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통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또는 교통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이용자는 동일한 거리에 대해서 더 낮은 일반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상점 표본에 대한

영향요인을 명확히 구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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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오전첨두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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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오전첨두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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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비첨두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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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비첨두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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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체표본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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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전체표본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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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개별이용자료인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이상점 표본

의 출발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행목적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동질적인 표본집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통근통행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인 사대문안 지역을 도착지로 하

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통혼잡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통행시간대를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오전첨두 시

간대와 비첨두 시간대로 구분하였다. 비첨두 시간대는 오전첨두 시간대

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중 오후첨두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로 설정하

였다. 통행거리별 비교우위 분석을 위하여 통행거리와 통행비용의 관계

식을 추정하였는데, 이때 통행비용은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요금과 통행시

간을 동시에 고려한 일반화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은 마을

버스, 일반버스, 광역버스, 지하철로 구분하였다.

통행거리와 일반화비용의 관계식은 직관과 일치하는 계수가 추정되

었고, 동일한 시간대에 대하여 한 평면에 모든 수단의 관계식을 도시하

고 관계식이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설정하였

다. 통행시간대와 관계없이 약 3km 미만의 통행거리에 대해서는 마을버

스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통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버스, 지하철, 광역버스의 순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오전첨두시의 경우 교통혼잡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반버

스의 비교우위는 매우 짧은 구간에서 나타났고 약 23km의 통행거리까지

지하철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전 첨두시간대

해당 통행거리까지 지하철의 수단분담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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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혼잡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행시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오

전첨두 시간대에 수단분담율과 비교우위 모두 높게 나타난 점은 실제 이

용행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점 표본은 각 수단의 통행거리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정한 관계식의 잔차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표준화 잔차를 산정하여

관계식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때 비현실

적인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격된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점 표

본은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통행거리를 통행할 때 더 많거나

적은 일반화비용을 지불하는 표본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

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교통혼잡, 개인의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표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량

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교통카드 자료의 특성상 최초대기

시간과 도보 통행시간에 대한 통행행태 자료와 이용자의 사회경제지표를

확보할 수 없어 이상점 표본의 공간적 분포를 바탕으로 정성적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상점 표본 중 동일한 통행거리에 대하여 낮은 일반화비용을

지불한 표본을 양(+)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으로, 그 반대의 경

우 음(-)의 효과가 존재하는 이상점 표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점 표본

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설(급행노선, 버스중앙차로, 고속도로 등)에 인접한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이상점 표본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인 음(-)의 효과에 영향을 요인을 명확하게 구명하지 못하였다. 도보접

근 통행의 경우 정류장 또는 역의 국지적인 입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구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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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음(-)의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통행시간을 화폐가치화 하는 과정에서 통행시간대와 무관하게 시간가치

를 동일한 수단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였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

다. 통행요금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시간가치에 따라 수단의 비교우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이상점 표본의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음(-)의 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지 못하였고, 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

였다. 또한 통행시간을 화폐가치화 하는 과정에서 통행시간대와 무관하

게 시간가치를 동일한 수단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였다는 점 또

한 한계점이다. 통행요금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시간가치에 따라 수단의

비교우위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이상점 표본의 영향

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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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for public transport services continues to increase with

the expan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response, various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re being provided to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re is also the phenomenon that the supply of

public transport is concentrated in certain traffic corridor or specific

areas. On the other hand, due to this phenomenon, there are regions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insufficient or inappropriat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re provid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of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effective suppl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nd the outlier

analysis framework for identifying the area with low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level.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generalization cost considering

the traffic fare and the travel time cost by using traffic card data,

which is the trip history data of individual users, and derived the

equations between the travel distance and the generalization cost of

public transportation. Based on these equations, we analyzed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public transportation by trip distance. Public

transport was classified into community buses, city buses, express

buses and subways. Main mode has longest trip distance of total trip

distance. A sample of Seoul CBD area as a destination was extracted

from the data collec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lso, the peak

hours are from 07:00 am to 09:00 am. Offpeak hours are except for

peak hours and afternoon peak time(17:00∼20:00).

For the estim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ance and

the generalization cost, the log-linear model was applied to the

community bus and the express bus. The logarithmic model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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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both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linear model was applied to the subway and city bu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by the distanc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comparative advantage was found within 3km for

the community bus, and the difference was found in the time of the

city bus. In the peak time of the morning, comparative advantage

was shown at about 3∼4km,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was

shown up to about 13km in the peak time period. This is due to the

low traffic speed of the road at peak hours in the morning due to

traffic congestion. In the case of subway, comparative advantage was

shown up to 4∼23km in peak hour of the morning, and comparative

advantage was shown in 13~15km in offpeak hour. The experss buses

showed a comparative advantage at a distance of more than 23km in

the peak time period of the morning, and a distance of more than

15km in the offpeak hour. In the case of the peak hour in the

morning, the distance range in which the subwa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due to traffic congestion is very wide.

A sample separated from the relation between the travel distance

and the generalization cost for each modes was classified as outlier

sample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outliers was analyzed. (+)

Effect was shown in the traffic axis where services and facilities to

improve the speed of transit modes(i.e. bus exclusive lanes and

express routes) were supplied. On the other hand, the outliers in

which negative (-) effects appear are broad in the overall regions.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data used in this study, the factor

causing the negative effect was not analyzed.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consider the data on auxiliary

trips, we applied the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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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ransit modes, which was mainly conducted for inter-

provincial traffic, to public transportation,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an analysis framework for efficient supply of public

transport and identification of vulnerable areas.

keywords : Seoul, Seoul metropolitan area, Public transit,

Outlier, Comparative advantage, Generalise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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