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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차내 혼잡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의 질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제한된 용량과 배차간격 등의 이유로 주로 이용수요가

높은 교통수단, 노선 등에서 높은 수준의 차내 혼잡이 발생되며, 이는 실

제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통행시간에 차이를 유발시킨다. 동일한 조건

의 통행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가는 이용자, 서서가는 이용자,

앉아서 가지만 서서가는 이용자들의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등 다양한 형태

의 통행시간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에 따

른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차내 혼잡이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구축에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 자료(스마트카드 자료 기반)를 이용하였으며, 차내 통

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와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혼잡 지표는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

원의 비인 탑승률을 적용하였다. 차내 혼잡 범위를 재차인원이 존재하는

시점부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차내 혼잡수준

에 따른 시간가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통행자의 통행의

형태(착석, 입석)의 시간가치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차내 혼잡변수를

분리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시

간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동일한 혼잡을 갖더라도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자료는 실증자료로써 기존에 관측이나

계량화에 한계가 있던 차내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 등에 대한 변수들

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측



면에서 추정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추정결과를 활용

하여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배차간격 축소, 버스용

량 증대, 버스노선 추가, 요금제 등)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

며, 대중교통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차량 내 혼잡완화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차내 혼잡가치, 탑승률, 광역버스, 스마트카드 자료,

Box-Cox transformation

학 번 : 2013-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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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차내 혼잡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의 질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제한된 용량과 배차간격 등의 이유로 주로 이용수요가

높은 교통수단, 노선 등에서 높은 수준의 차내 혼잡이 발생되며, 이는 실

제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통행시간에 차이를 유발시킨다. 동일한 조건

의 통행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가는 이용자, 서서가는 이용자,

앉아서 가지만 서서가는 이용자들의 영향을 받는 이용자 등 다양한 형태

의 통행시간을 겪게 된다. 이용자의 혼잡 비용 산정결과, 입석통행을 하

게 되면 착석일 때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Wardman and

Whelen, 2011; Li and Hensher, 2011), 이를 통행 대부분의 개별 통행자

는 착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내 혼잡의 증가는 통행의 질이

떨어뜨려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차내 혼잡

의 증가는 차량 내부에서의 이동, 환승시간과 대기시간의 증가 등 총 통

행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Mohring, 1972; Kim et al. 2015). 차내

혼잡은 혼잡 비용의 차원에서 사회적 부(-)편익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화폐가치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

서만 실제 지침 및 정책 결정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내 혼잡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이미 통행시간가치을 추정하기 위한 일부 연구들에서 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내 혼잡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Mackie et al, 2003;

Accent et al, 1994). 최근 들어, 차내 혼잡수준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차

내 통행시 느끼는 시간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대

부분의 연구에서 철도나 지하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대중교통 중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교통수단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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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분석지역에 따라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교통수단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 인도, 중국 등 의 연구에서는 BRT, 버스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는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차내 혼잡에 따른 이용자들 각각의 개별 선호(착석 또는 입석), 체감

하는 차내 혼잡수준(재차인원, 입석밀도 등)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으며,

차내 혼잡의 영향으로 인한 개별의 통행선택에 대한 실제 자료를 구득하

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로 현시선호(SP) 조사방법을 기반의 자료

를 이용하고 있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주로 재차인원, 입석

인원을 이용하여 차량의 용량대비 재차인원의 비, 입석가능면적 대비 입

석인원수 등의 로드팩터와 입석밀도를 적용하였다. 단, 차내 혼잡을 반영

한 설문의 설계와 혼잡 지표는 분석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

부분의 연구에서 입석 승객을 고려하여 설계된 도심 내 교통수단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에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입석 가능성을 포함하

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차내 혼잡 지표는 주로 입석밀도를 적용

하고 있다. 추정결과는 주로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되었을 때의 시간가치

와 비용을 산정하여 혼잡승수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차내 혼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철도와 지하철을 분석대

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특히, 지역 간 철도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광역버

스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현시선호(SP) 조사 자료를 이

용할 경우, 분석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상의 상황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과대 추정

되거나 실제 통행자의 이용행태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단,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나라 및 지역이 증가하면서 교통

카드 자료 기반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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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혼잡의 개념적인 범위를 입석인원이 발생한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혼잡 지표를 입석밀도로 적용하여 입석승객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결과, 대부분의 연구

에서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차내 혼잡수준과 시간가치에 대해 선형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

다. 단, 선형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특히, 차

내 혼잡이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그 관계에

대해서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의 구축 시, 개별 통행자의

승하차정보(이용수단, 이용노선, 승차시간, 하차시간, 승차정류장, 하차정

류장, 이용금액 등)를 통해 구축한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변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와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변환된 형태의 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차내 혼

잡수준과 통행시간에 따른 시간가치의 관계에 대한 최적의 형태를 선택

할 수 있다. 분석 자료는 대표적인 현시선호(RP) 자료인 스마트카드 자

료를 이용함으로써 진술선호(SP) 조사를 이용하여 구득한 선택자료에

비해 실증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차내 통행시간은 개별 통행자의

승하차시 자료를 통해 별도의 가정 없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

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혼잡 지표는 총 좌석수 대비 재차

인원의 비인 탑승률을 적용하였다. 차내 혼잡 범위를 재차인원이 존재하

는 시점부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차내 혼잡

수준에 따른 시간가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통행자의 통

행의 형태 즉, 착석시와 입석시의 시간가치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차

내 혼잡변수를 분리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통행자

가 체감하는 시간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동일한 혼잡 수준 상황에서는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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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광역버스 이용자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후 첨두시의 분석대상 광역버

스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스마트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차내 혼

잡이 통행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차내 혼잡에 따

른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차

내 혼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 연구방법론, 연구의 한계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들과 차내 쾌적성과 관련된 선

행연구들을 통해 통행시간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현시선호(RP) 자료인 스마트카

드 자료를 수집 및 가공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의 영향으로 개별 통행자

의 선택은 정방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 두 가지로 나타났다. 이에 개별

통행자의 선택자료를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각 선택대안

별 효용함수를 구축하였다. 효용함수는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

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차내 혼잡의 범위를 재차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개차인원 증가에 따라 차내 혼잡수준은 증가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혼잡 지표는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

로 산정된 탑승률을 적용하였다.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해지는 지

점에서 탑승률은 1의 값을 갖으며, 이를 전․후로 착석과 입석이 분리된

다. 착석시와 입석시의 탑승률에 따른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시간가치

는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을 분리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입석시

발생하는 통행시간의 비효용은 실제로 입석여부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비효용과 입석승객 간의 혼잡수준에 따른 비효용의 합으로 판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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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석여부 더미와 입석 승객수에 따른 혼잡변수를 분리하여 적용하였

다. 차내 혼잡수준의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의 증가의 형태를 고려하였으

며,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차내 통행시간의 경우 동일한 혼잡수준에서

통행시간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시간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한 탑승률과 차내 통

행시간을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변환된 변수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을 통해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적 모형의 추정된 계수값들의 비를

통해 차내 혼잡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 변화의 크기와 형태를

혼잡승수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추정된 계수에 대해서는 부호, P값, t-

통계량을 통하여 추정계수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모형식에 대해서는

우도비 검정을 수행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혼잡승수에 대해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결과의 유의미성과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계

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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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선행연구 고찰
◦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 통행시간거리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성 향상에 관한 선행연구
◦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시

↓

연구방법론
◦ 차내 혼잡의 정의

   ․혼잡 범위 : 재차인원 발생시점부터
   ․혼잡 지표 : 탑승률(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수)

◦ 모형의 설정
   ․이항로짓모형 : Box-Cox transformation 변환한 변수 포함

   ․선택대안(종속변수) : 정방향 통행, 역방향 통행
   ․변수구성(독립변수) : 차내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탑승률 ≤ 1, >1)

◦ 모형의 추정방법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

   ․혼잡승수 산정
↓

자료 및 특성분석
◦ 분석대상 노선의 선정

◦ 선택대안 OD쌍 자료구축 
◦ 특성분석

↓

추정결과 및 적용방안
◦ 모형별 추정결과

   ․통행시간의 변동을 포함한 값 적용모형

   ․통행시간의 변동을 불포함한 값 적용모형

◦ 시간가치 추정결과
   ․혼잡승수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혼잡승수의 변화
   ․선행연구와의 비교

◦ 적용방안 검토
   ․차내 혼잡 감소 편익 산정

   ․2층 버스 투입 방안에 따른 편익 산정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그림 Ⅰ-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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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1) 현시선호(RP)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Yab et al.(2018)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트램과 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자동요금수집(AFC), 자동차량위치(AVL), 자동승객집계(APC)

등의 현시선호(RP) 자료를 이용하여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

하였다. 오전 첨두 2시간 동안의 32개 OD쌍에 대해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대기시간, 환승시간, 환승횟수, 가능한 경로의 수, 좌석점유율

과 입석밀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차내 혼잡을 반영할 수 있는 변

수로 좌석점유율과 입석밀도를 선정하였는데, 만석이 되는 지점 이후부

터는 좌석점유율의 값은 1이 되며 이후부터는 입석밀도가 추가로 반영되

게 된다. 혼잡에 대한 포함과 불포함, 이용자의 형태에 대해 자주 통행하

는 사람과 드물게 통행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의 모형을 구

축하였다. 추정결과, 입석승객이 없는 만석 상태의 혼잡승수는 1.16이며,

입석밀도가 1명/씩 증가할 때, 0.06의 크기로 혼잡승수가 추가로 증가

하게 된다. 로드팩터가 1일 때, 분석대상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개별 통

행자와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개별 통행자의 혼잡승수는 각각 1.31과 1의

값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개별 통행자의 이용수단 및 노선에 대한 인

지수준에 따라 혼잡승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irachini et al.(2016)는 싱가폴의 메트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현시선

호(RP) 자료를 이용하여 착석과 입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용객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좌석을 확보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의성을 비교하였다. 동일

한 목적지에 대해 실제 역간 통행시간의 제외한 대기시간의 분포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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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역방향 통행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로드팩터와 입석밀도를 설정하였다.

추정결과, 차내 혼잡수준을 변수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정방향 통행자

그룹의 시간가치는 역방향 통행자 그룹의 시간가치보다 1.18～1.24배 높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정결과, 입석밀도가 3명/

일 때 1.55로 분석되었다. 기존 영국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

구결과를 통해 용량증대 사업, 요금정책 등과 같은 대중교통 정책결정시

차내 혼잡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Kim et al.(2015)는 서울시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

경로 선택에 혼잡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현시선호(RP)

자료인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통행자의 통행경로를 파악하였

다.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보다는 해당 수단의 노선과 구간을 통행

하는 이용수요를 기반으로 혼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차내

에서 발생하는 혼잡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높은 이용수요가 차내에서는

개별 통행자의 이동(승차, 하차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통행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차내 혼잡에

따라 추가된 정차시간 등에 대해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다.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같이 차내 통행시간에 대한 가치를

분리하여 추정하지는 않았으나, 현시선호(RP)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라

는 측면에서 추정결과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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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선호(SP)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

Márquez et al.(2019)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BRT와 지하철을 대상으

로 차내 혼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내 혼잡에 대한 이해는 대중

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차내 혼잡과 관련된 일반적인

속성, 태도, 인지 등을 통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을 위해 진술선

호(SP) 조사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 효용은

기본적으로 통행시간, 대기시간, 통행요금 등으로 설정하고, 혼잡과 관련

하여 인지된 불안감, 불쾌감, 혼잡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으로 구성하였

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실제 차내 혼잡을 반영할 수 있는 속성

으로 입석밀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내 혼잡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불가능

하다 판단하였다. 이에 입석밀도와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혼잡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잠재변수로 혼잡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 인지된 불쾌감, 불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 3가지 상

태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혼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엘리베이터 안, 공공장소 등에서의 혼잡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으며 특정한 혼잡수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추정결과, 석

밀도가 4명/에서 6명/으로 증가할 때, 혼잡승수는 1에서 1.22～1.35

의 값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별 통행자의 주거환경규모 등과 같은 비교

통적 요소가 체감 차내 혼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jörklund et al.(2017)는 스웨덴 세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

으로 좌석확보와 차내 혼잡감소에 대한 정책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진술

선호(SP)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통행시 이용한 주된 통행수단의 차내 통

행시간, 통행요금, 입석유무, 입석밀도자료에 대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입석밀도인 당 입석인원을 혼잡지표로 포함시켰으며, 입석밀도 수준

은 4개로 분류하였다. 혼합로짓모형으로 이동시 편안함 증가와 차내 혼

잡감소에 따른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버스, 메트로, 통근기차, 트램

등 교통수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철도수단 간에도 해당특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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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도시와 수단에 대한 평균적인 지불용

의액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 차내 혼

잡비용은 도심지 특성보다는 이용수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ghese et al.(2016)는 인도의 버스를 대상으로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인도의 대중교통의 차내 혼잡수준은 기타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차내 혼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내 혼잡수

준 지표 설정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을 제외한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혼잡 지표인 입석밀도는 평균적으로 4～5명/

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혼잡상황을 고려하여 혼잡단계를 4개로 구

분한 입석밀도를 적용하여 진술선호(SP) 조사를 시행하였다. 추정결과,

노선별 혼잡승수는 상이하였으나 최대 1.60으로 추정되었다. 차내 혼잡에

따라 발생되는 외부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투자 등의 도입시 추정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atarce et al.(2016)는 칠레의 버스와 메트로를 대상으로 차내 혼잡

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개별 통행자에 대한 진술선호(SP) 조사

를 시행하였으며, 이용수단, 통행요금, 차내 통행시간, 대기시간, 차내 혼

잡수준이 입석밀도를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

하는 혼잡 지표로 입석밀도를 이용하였으며, 혼잡 수준은 만석인 상태인

입석밀도가 0명/부터 6명/까지 총 6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적용하

였다. 추정결과, 입석밀도 수준에 따라 혼잡승수는 최대 2.51로 나타났다.

차내 혼잡수준의 감소를 위한 버스 노선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도로의 혼잡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

에서의 차내 혼잡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Kroes at al.(2014)는 파리의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혼잡을 포

함한 진술선호(SP) 조사를 이용하여 이용객의 혼잡가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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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에 대한 가중치보다 통행단위의 일정한 비효용이 혼잡에 대한

실제 인지라고 판단하였으나 적용용이성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행시간에 대한 입성승수를 추정하였다. 버스의 최대혼잡은

1.5배로 설정하였으며 입석통행에 대한 차내 혼잡비용은 착석통행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to(2014)는 일본 정부가 철도부문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침에 포함된 철도사업의 종류, 사업별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 이론, 편익의 종류, 민감도 분석 등을 기술하고 있다. 철도 서비스

를 평가하는 주요항목으로 차내 시간과 환승저항 뿐만 아니라 전동차 내

부 혼잡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열차의 차내 혼잡도를 혼잡수준에 따라 적

용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에 대해 차량의 용량대비 이용수요의 비를 이용

하여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특히, 차내 혼잡수준에 대해 혼잡도를 5개

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모형식을 구축하여 산정하였다. 이 외에도

환승시 유형에 따른 시간가치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일본 철도의 차내

혼잡수준은 높은 편이며, 시간가치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개

별 통행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Wardman and Whelan(2011)은 영국에서 지난 20년간 수행된 지하

철 혼잡가치 평가와 관련된 17개 연구를 집대성하여 혼잡가치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미 철도운영기관, 지차체 등이 진술선

호(SP) 조사를 이용하여 철도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들을 조

사하고 있으며 특히 차내 혼잡도 수준에 따른 입석과 좌석에 대한 이용

객의 반응 및 가치 평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결과

차내 입석 이용객은 좌석을 확보한 이용객보다 2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내에 여유좌석이 있더라도 모든 승객이 좌석을 확

보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석에 대한 개별 선호에 큰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대중교통 이용자는 입석보

다는 착석을 선호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결과, 일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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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철도, 메트로 등 수단에 따라 차내 혼잡비용은 최대 2.14배까지

나타났다.

Hensher et al.(2011)는 시드니의 신규 메트로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메트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혼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통적인 통행속성에 통행시간, 통행비용 등은

포함되지만 혼잡, 신뢰성(최근에는 포함되고 있는 추세임) 등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입석을 혼잡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사회경제적 지표로는 연령, 소득, 성별 등을 포함하였으

며, 이용수단은 승용차, 버스, 기차, 메트로로 구분하였다. 차내 혼잡수준

을 반영하기 위해 입석밀도와 착석 비율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를 이용

하여 지불용의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단별로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혼잡비용을 제시하였다.

Whelan and Crokett(2009)은 영국의 철도 산업에서 혼잡은 매우 중

요한 이슈이며, 기존의 철도의 혼잡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은 제약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술선호(SP) 조사를 이용하여 철도를 이용

하는 개별 통행자의 혼잡에 대한 인지를 파악하였다. 선택대안은 두 가

지로 구분하였으며 차내 혼잡과 상응되는 상황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속도가 빠르고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통행과 속도는 느리지

만 차내 혼잡수준이 낮은 통행 대안 간의 선택, 차내 혼잡을 피하기 위

해 일찍 통행하거나 늦게 통행하는 대안 간의 선택 등 차내 혼잡수준과

선택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속성들로 선택대안을 구성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혼잡 지표로는 로드팩터와 입석밀도를 설정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의 추정결과, 로드팩터가 80일 경우, 혼잡

승수는 착석시 1.00, 입석시 1.50로 나타났다. 로드팩터가 2로 증가하게

되면 혼잡승수는 착석시 1.83, 입석시 2.37까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산

정된 혼잡승수는 혼잡 패널티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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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et al.(2006)은 철도의 차내 혼잡에 따라 개별 통행자의 이

용자 비용에 대해 추정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의 증가로 입석 통행을 해

야 할 경우 통행의 질은 매우 떨어지게 된다. 또한, 착석시에도 혼잡한

상태와 혼잡하지 않은 상태에 따라 쾌적함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진술선호(SP) 조사시 차내 통행시간, 대기시간, 차내 혼잡수준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은 7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혼잡

한 상태의 착석, 입석 통행시 차내 통행시간은 10분, 15분, 20분 이상으

로 설정하였다. 입석 승객수가 많아 매우 혼잡한 상태의 입석 통행시 차

내 통행시간에 대해 10분, 15분, 20분 이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시

하였다. 추정결과,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는 혼잡인 상태에서 착석시

1.17, 매우 혼잡한 상태에서 20분 이상 입석시 2.5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착석과 입석에 따른 시간가치의 크기가 다르며,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하고 통행시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우 혼잡한 상태에서의 입석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체감하는 시간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향후 통행수요모

형과 차량의 용량 증대 등의 도입시 추정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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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지역 분석대상 조사방법 혼잡지표 추정모형 추정가치

Yab et

al.(2018)
네덜란드 버스, 트램 RP

로드팩터

입석밀도
ML 혼잡승수

Tirachini et

al.(2016)
싱가폴 메트로 RP

로드팩터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Maquez et

al.(2019)
콜롬비아 BRT, 메트로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Bjorklun et

al.(2017)
스웨덴

버스, 트램,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Varghese et

al.(2016)
인도 버스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Batarce et

al.(2016)
칠레 버스, 메트로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Kroes et

al.(2014)
프랑스 트램,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Kato(2014) 일본 철도 SP 로드팩터 MNL 혼잡승수

Wardman&

Whelan(2011)
영국 버스,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Hensher et

al.(2011)
호주 버스, 메트로, 철도 SP

착석

가능성

입석밀도

MNL $/분

Whelan&

Crokett(2009)
영국 철도 SP 입석밀도 MNL 혼잡승수

Douglas et

al.(2006)
호주 철도 SP

착석

가능성
MNL 혼잡승수

<표 Ⅱ-1>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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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거리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김태희 외(2003)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및 요인들을 고려한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통행시간가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통행목적, 소득수준, 통행시간거리별, 시간절

감 및 시간손실, 도로유형 등을 포함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효용함수

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한계대체율법을 이용하

여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통행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거리는 중․장거리

의 비율이 높으며, 통행거리 자체가 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추정결과, 통행시간거리에 따라 시간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거리를 중․단거리와 장거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통행시간에 대해 30분 단위로 분류하였다. 실제로 중․단거리를 통

행하는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는 3,000～6,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장

거리를 통행하는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는 8,000원 이상으로 산정되었

다. 따라서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에 대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통행하는 개별 통행

자의 시간가치 산정시, 통행시간거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 추정된 시간가치 적용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등 지역

적인 특성보다는 통행시간거리 등이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경우에 합리적

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분 시간가치(원/시)

통행시간거리

중․단거리

～30분 3,016

31～60분 4,966

61～90분 6,161

장거리
90～120분 8,102

120분～ 8,518
자료 : 김태희 외(2003), 유료도로의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표 Ⅱ-2> 통행시간거리에 따른 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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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jerdi et al.(1997)은 노르웨이의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함으로써

통행시간절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편익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통행시간

가치 산정과 관련된 노르웨이의 많은 연구에서 통행거리에 따른 분석을

시행하였다. 승용차와 대중교통(Ferry, Rail, Air 등)에 대해 통행거리를

구분하여 진술선호(SP) 조사를 통한 다양한 파일럿 연구들이 시행되었

다. 이 후, Ramjerdi et al.(1997)는 통행시간가치 산정에 앞서, 개별 통행

자의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여러 요인들 중

통행거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통행거리는 장거리는 수도권과 도심

간(50km 이상) 통행으로 설정하고, 단거리는 도심 내(50km 이내) 통행

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수단별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에 대

해 차내 통행시간, 배차간격, 도보시간, 지체시간 등으로 추정결과를 제

시하였다. 수도권과 도심 간 통행은 장거리 통행으로 수도권 내 단거리

통행보다 시간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통행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교통수

단 중 승용차의 시간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rips > 50 Car Ferry Rail Bus Air

In-vehicle time 86(±10) 75(±13) 54(±7) 48(±8) 163(±25)

Headway - 32 7 3 18
자료 : Ramjerdi et al.(1997), The Norwegian Value of Time Study

<표 Ⅱ-3> 통행 시간가치(inter-urban travel)

(단위 : NOK/hr)

Trips < 50 Car Public Transport Rail

In-vehicle time 39(±4) 29(±4) 48(±14)

Walking Time 65 31 56

Delay 77 107 122

Headway 12 30
자료 : Ramjerdi et al.(1997), The Norwegian Value of Time Study

<표 Ⅱ-4> 통행 시간가치(urban travel)

(단위 : NOK/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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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 et al.(1994)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8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통행시간과 관련하여 통행시간

의 절감과 통행시간의 손실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별 통행자는 통

행시간의 절감과 손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시간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특

히, 통행시간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에 대해 시간의 절감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동일한 통행의 조건 하에서 통행시간의 길이 즉, 통행에 소요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시간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즉,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는 동일하지 않으며, 장시간 통행시

의 시간가치가 단시간 통행시의 시간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득수준(고소득, 저소득), 지역특성, 도로조건(혼잡시간, 도로종류 등),

지체 및 교통정보 등에 따라 통행시간가치는 달라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행시간가치 산정시 실제로 개별 통행자가 통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연구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그 값이 의미하는 바에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차내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한 유료도로의 도입시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의 추정시, 동일한 조

건하에서의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통행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추가 통행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행시간

단축과 통행요금과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며,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조건에서 통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별 통행자의 체감 시간가치가 증

가할 것을 고려하였다. 이에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조건하의 통

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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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성 향상에 관한 선행연구

안재홍 외(2017)은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을 대상으로 혼잡도를 완

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혼잡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을 차량 공

급의 부족, 차량 증차의 지연, 대체 교통수단의 부족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혼잡완화를 위한 배차간격 단축, 열차의 칸 증설, 대체 교통수단(비

상수송대책) 도입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비용효과 분석시 오전

첨두시의 동일 혼잡구간 내 수송인원과 수송정원(100%)을 이용하였다.

대안별 개선효과는 열차의 칸을 증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지하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혼잡도가 높은 특정 노선에

대해계량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며, 향후 타 노선에도 적용하여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류시균 외(2015)는 광역버스 좌석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연령, 소

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일반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입석

상태의 버스와 좌석상태의 버스 간 요금격차를 산출하였다. 광역버스 좌

석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강영경 외(2014)는 특정 구간에 집중된 이용수요는 혼잡을 유발하며

이는 도시철도 이용과 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차내 혼잡도를 고려하여 이용 수요를 분배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철도

의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도시철도 차

내 혼잡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토지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네

트워크 특성의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김승준(2014)은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의 혼잡비용을 차내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쾌적성 손실(comfort loss)과 열차지연으로 두 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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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분석하였다. 쾌적성 저하로 인한 혼잡비용은 차내 혼잡을 50%개

선할 경우 약 22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차 지연으

로 인한 혼잡비용은 지연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로 추정하였다. 추정결

과,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의 혼잡비용은 약 7,247억원/년(쾌적성 2,317억

원/년, 열차지연 4,930억원/년)으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혼잡비용을 고려

한 대중교통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엄진기 외(2012)는 인천 1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2009년 집계된 스마

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승객의 좌석점유(혼잡도)와 정시성 지표를 사용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차량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를 위해 개별 이용객의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는 차

량단위로 집계하였다. 분석결과 인천 1호선 하행선(계양→국제업무지구)

의 오전 첨두시(7시-9시)의 차내 혼잡과 차량의 정시도착 측면에서 낮은

서비스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내 혼잡도와 정시성 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이전 역에서의 높은 승객수요가 지속적인

열차의 연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영은 외(2008)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쾌

적성에 대해 진술선호(SP)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일반적

으로 지하철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는 혼잡도를 혼잡 지표로 이용하

였다. 혼잡 수준에 대해 A～E 까지 5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최대 혼잡

도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혼잡 완화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통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높아지게 되며 기존의 혼잡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

객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요

인들을 고려한 쾌적성 향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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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조사방법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사람들의 지불용의액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 상품이나 시장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출하는 방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

제성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측정법과 종합계측법으로 구성된다. 조사방법

은 현시선호(RP) 조사와 진술선호(SP) 조사로 분류된다.

현시선호(RP) 조사방법은 실제 상황에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에 대해 수집 및 가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정보를 담고

있는 교통카드 자료가 대표적인 현시선호(RP) 조사방법에 기반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교통카드 자료는 총 47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대중교

통 이용자의 승하차 일시, 이용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용수단, 이용노선, 승차정류장, 하차정류장, 승차일시, 하차일시 등 이용

자의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각각의 교통수단 정보를 통행사슬

형태(환승을 포함하는 한 통행 전체의 탑승이력들이 한 개의 데이터로

구성)로 구성하고 있다. 개별 이용자의 통행자료를 통해 이용자별 기종

점 통행패턴 및 환승 통행패턴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승하차

시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간대별 통행 패턴 또한 분석 가능하다.

차내 혼잡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진술선호(SP)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시선호(RP) 자료가 일반적으로 갖는 측정 오차

없이 체계적이고 계획된 설계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어 다

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상의 상황에 대한 선호를 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과대 추정되거나 실제

통행자의 이용행태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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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선호(SP) 조사기법은 대안에 대한 속성과 수준을 연구자가 사전

에 정하고 이러한 속성과 수준의 체계적인 조합을 통해 응답자에게 가상

적인 상황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게 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과 선택실험법이 있다. 조건부 가치 추정법은 가상적·실험적

시장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을 질문하거나 제시된 가격에 대한

용인의사액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행정적·법적 판단의 출발점으로 신뢰

할만한 추정값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전략적 응

답 편의와 지불수단 편의 등을 내포한다. 전략적 응답 편의는 응답자가

전략적으로 행동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지불용의액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한다. 지불수단 편의는 설문에 제시된 실제 지불용의액보다 과소

하게 답하고자 하는 유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들은 자료의 결과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지불의

사를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입찰게임법, 개방형질문범, 폐쇄형질문법 등

이 있다. 선택실험법은 통계적 실험계획법을 통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

시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찾는 조사법이다. 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표본, 선호표현방법, 선택상황, 선택대안, 속성변수, 속

성변수 수준, 요인설계계획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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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내 혼잡 반영 지표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혼잡 지표는 주로 재차인원을 기반

의 로드팩터와 입석밀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로드팩터는 해당 교통수단의 차량별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

로 산정가능하다. 로드팩터의 경우 총 좌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지하철과 같이 차량의 구조가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승객수보

다 서서갈 수 있는 승객수가 많은 경우, 로드팩터 값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도 차량 내 혼잡수준이 동일하게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입석밀도는 일정면적 대비 입석인원의 비로 산정한다. 주로 입석가

용면적의 당 입석승객수로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동일하지만 입석밀

도 또한 로드팩터처럼 수치자체로 차내 혼잡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

히, 입석밀도는 교통수단별 차량 내부의 입석가용면적의 크기와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입석가용면적이 넓은 경우, 서서갈 수 있는 승객

수가 많기 때문에 재차인원이 많더라도 입석밀도는 낮은 값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입석가용면적의 형태에 따라 당 입석승객수가 의미

하는 차내 혼잡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

우 좌석이 벤치형태로 마주보고 있으며,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승객은

서서가게 된다. 이 때, 좌석과 좌석사이의 공간이 넓다는 점과 기능적으

로는 동일한 공간이지만 개별 통행자의 선호도에 따라 문 앞과 통로의

차내 혼잡수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광역버스의 경우,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입

석가용면적이 적으며, 입석의 형태도 좌석과 좌석사이에 일렬로 발생하

게 된다. 특히, 입석밀도를 통한 차내 혼잡수준의 반영시 입석승객이 착

석승객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교통수단별로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각각의 교통수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혼잡지표가 상

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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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 가치 추정 방법

로짓모형은 확률효용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산선택모형이다. 확률효

용이론은 각 선택대안의 효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

성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선택대안 내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때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 가치와

비용 추정을 위한 분석시 대부분의 연구에서 로짓모형을 이용하고 있다.

단, 모형구축시 이항로짓, 프로빗로짓, 혼합로짓 등 세부 모형의 형태는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

추정결과에 대해 각 모형의 계수값들을 통해 입석승수, 혼잡승수를

산정하여 시간가치, 혼잡비용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가치는 차내

혼잡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통행시간 가치와 설정한 혼잡지표가 반영

된 통행시간 가치의 비교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추정된 결과는 구축

된 모형 형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들 들어, 진술선호(SP)

조사방법을 이용한 경우 가상의 차내 혼잡상황 설정시, 개별 통행자의

상태를 착석 또는 입석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착석상태의

개별 통행자와 입석상태의 개별 통행자에게 차내 혼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의 혼잡승수를 산정할 수 있다.

산정된 혼잡승수를 이용하여 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분석지역

과 분석수단에 따라 이용자의 차내 통행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통

행시간 가치를 적용한 혼잡비용의 규모는 각 연구별로 차이가 난다. 또

한 차내 혼잡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 혼잡비용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

형의 형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로 연구결과에 대해

혼잡승수로 비교 및 검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혼잡

승수의 증가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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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차별성

대도시권의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역 간 교

통수단과 도시 내 교통수단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

구에 대해 분석대상, 수단특성, 혼잡 기준 및 지표, 모형의 설정, 조사방

법으로 비교하였으며 다음의 <표 Ⅴ-6>과 같다.

광역버스 이용시 착석과 입석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시간

가치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차인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차내 혼잡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였으며,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재차

인원 증가에 따라 차내 혼잡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혼잡 지표는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인 탑승률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차내 혼잡도를 로드팩터 또는

입석밀도로 설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때 로드팩터는 좌석점유율을 고

려한 지표이지만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입석승객이 발생할 수 있음

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입석밀도는 이미 착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입

석승객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차내 혼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버스가 착석을 전제한 교통수단이며, 첨두시에

이용수요가 높아지면서 입석승객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탑승

률이 1 이하일 때와 1을 초과할 때로 구분하여 차내 혼잡변수를 설정하

였다. 또한, 탑승률이 1을 초과할 때의 차내 혼잡변수에 대해 입석여부

더미와 입석승객 간 혼잡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모형구축시 변수의 설정과 함께 차내 혼잡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의

증가 형태에 대해 비선형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차내 혼잡변

수인 탑승률에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한 형태로 설정하

였다. 또한,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하에서도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이 감소

하거나 증가함에 따른 시간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차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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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준을 반영한 탑승률 변수와 결합된 차내 통행시간에 대해서도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한 형태의 차내 통행시간을 적용하였다.

추정방법은 광역버스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 자료를 기반으로 로짓

모형 중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로짓모형은 선택대안 내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분석할 때 주로 이용된다. 차내 혼잡의 영향에 따른 개별 통행

자의 통행선택 자료를 기반으로 각 선택별 효용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

였다. 모형별 추정 후,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고

각 추정 계수값들을 이용하여 혼잡승수를 산정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교통카드 자료는 교통분야의 대표적인 현시선호(RP) 조

사방법으로 구득된 자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자료 구축을 위한 무

리한 가정 또는 예측 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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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 연구 기존 연구

분석

대상
- 광역버스 - 지역 간 교통수단 - 도시 내 교통수단

수단

특성

- 착석을 전제한 교통수

단임

- 입석 공간이 좁고 첨

두시의 이용수요가 많

아 입석승객이 많음

- 착석을 전제한 교통수

단임

- 입석 공간이 좁고 입

석승객이 없음

- 입석승객을 고려한 교

통수단임

- 입석 공간이 상대적으

로 넓음

혼잡 기준

및 지표

- 차내 혼잡에 따른 착

석과 입석 승객의 시

간가치가 다를 수 있

음

- 재차인원 발생시점부

터 차내 혼잡으로 간

주함

- 탑승률≤1, 탑승률>1

로 구분하여 분석함

- 좌석점유율에 따른 시

간가치를 추정한 연구

가 일부 있음

- 탑승률≤1

- 입석밀도에 따른 시간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꽤 있는 편임

- 탑승률>1

모형의

설정

- 차내 혼잡과 시간가치

의 관계가 비선형일

수 있음을 고려함

-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

른 시간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함

- Box-Cox 변환한 독립

변수를 설정함

- 차내 혼잡과 시간가치

의 관계를 대부분 선

형으로 설정함

- 차내 혼잡과 시간가치

의 관계를 대부분 선

형으로 설정함

조사

방법

- 대표적인 현시선호

(RP) 자료인 스마트카

드 자료를 이용함

- 좌석점유율에 따른 시

간가치를 추정한 대부

분의 연구에서 진술선

호(SP) 자료를 사용함

- 입석밀도에 따른 시간

가치를 추정한 대부분

의 연구에서 진술선호

(SP) 자료를 사용함

- 최근 들어, 일부 현시선

호(RP) 자료를 사용함

<표 Ⅱ-5>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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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론

1. 차내 혼잡의 정의

1) 혼잡 범위

수도권 광역버스는 착석을 전제로 한 대중교통수단이며, 수도권의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하고 있어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비해 개별 통행자의

평균 통행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개별 통행자에게 착석가능성

과 입석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차인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차내 혼잡이 발

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량의 총 좌석수보다 재차

인원이 적은 경우, 개별 통행자에게는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다. 반면에 만석이 되어 입석을 해야 하는 경우, 입석상태인 개별 통

행자는 입석승객수 즉, 입석승객들 간에 발생하는 혼잡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광역버스의 차량 내부구조 특성상 입석가용면적이 적고 입석

승객이 좌석과 좌석 사이 통로에 일렬형태로 배치되기 때문에 일정 면적

당 입석승객수보다는 입석승객 간 간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착석시 입석시

� 좌석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중요함

� 여유 좌석이 존재할 때, 무조건 앉아서

가는 것을 선호함

� 재차인원이 많아질수록 선호좌석에 대

한 확보 가능성이 낮아짐

� 이미 착석한 상태의 승객은 입석 승객

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 입석 통행 자체가 불편함을 초래함

� 입석 승객들 간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

준은 입석승객수에 따라 달라짐

� 입석형태의 영향으로 일정 면적당 입석

승객수보다 입석승객 간 간격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Ⅲ-1>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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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 지표

차내 혼잡수준을 나타내는 혼잡지표는 기본적으로 재차인원을 기반

으로 산정된다. 개별 통행자의 승차정류장, 하차정류장, 승차시각, 하차시

각, 이용차량 등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량별․정류장간의 재차인원 산

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혼잡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내

혼잡의 범위를 재차인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탑승률을 혼잡 지표로 설정하였다.

탑승률은 차량의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로 산정할 수 있다.

총 좌석수보다 재차인원이 적은 경우, 개별 통행자는 좌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한 승객 모두가 착석통행이 가능해진다. 재차인원이 점

점 증가하여 총 좌석수와 동일해지게 되는 순간 차량 내 전 좌석이 만석

이 되며, 이때의 탑승률은 1의 값을 갖게 된다. 이 후, 승차하는 개별 통

행자는 여유좌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석통행을 하게 된다.

분석대상 노선의 차량은 41인승으로 최대 41명이 앉아서 갈 수 있

다. 차량의 총 좌석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차인원이 증가함에 따

라 탑승률도 증가하게 된다. 단, 탑승률의 산정식에 따르면 재차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탑승률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광역버

스의 차량 내부구조상 입석가용면적이 협소하고, 입성승객이 일렬로 배

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로 수용 가능한 입석승객수에 한계가 발생

하게 된다. 차량별로 최대 입석승객수는 상이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입석승객수는 총 좌석수의 절반이하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실제로 경기도 광역버스의 혼잡시간대의 평균 입석승객수는 차량 당

17명수준이며, 분석대상 노선의 최대 탑승률 또한 1.63으로 2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다. 현재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입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안전상의 문제로 과도하게 많

은 입석승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최대 입석승객수 자체는 과

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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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밀도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혼잡지표로

차량의 입석가용면적 대비 입석승객수의 비로 산정할 수 있다. 입석밀도

의 경우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의 차내 혼잡에 대해서만 반영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탑승률에 비해 차내 혼잡범위가 다소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해지는 지점까지는 입석승객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입석밀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탑승률이 1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입석밀도가 존재하게 된다.

분석대상 노선의 차량의 입석가용면적은 약3.46로 입석가용면적이

작은 편이다. 입석승객수가 4명이 될 때 입석밀도는 이미 1명/값을 갖

게 되며 재차인원 증가에 따른 입석밀도의 증가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재차인원이 62명일 때의 입석승객수는 21명으로 총 좌석

수의 절반수준이며 이때의 탑승률은 1.5, 입석밀도는 약 6명/가 된다.

즉, 탑승률과 입석밀도간의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

치의 비교를 통해 차내 혼잡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 추정시, 모형에서 반영하는 혼잡

지표에 따라 갖는 추정결과 및 가치가 갖는 의미와 크기가 달라질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차인원 = 총 좌석수
만석

재차인원< 총 좌석수
전원착석가능

탑승률 < 1

입석밀도= 0

탑승률 = 1

입석밀도= 0

재차인원 > 총 좌석수
입석승객발생

탑승률 > 1

입석밀도> 0

<그림 Ⅲ-1> 재차인원에 따른 탑승률과 입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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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설정

1) 이항로짓모형

로짓모형은 확률효용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산선택모형이다. 확률효

용이론은 각 선택대안의 효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

성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재화

나 용역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평가를 효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정한

종류의 재화나 용역의 양과 그 효용과의 대응 관계를 효용함수라 하며,

각 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의 만족의 정도인 효용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용함수는 선택대안 내에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

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때 주

로 이용한다.

   (Ⅲ-1)

  : 대안 i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
  : 결정적 효용, 대안 i의 효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효용
 : 확률적 효용, 대안 i의 측정할 수 없는 효용

효용함수 구축시, 선택대안에 따른 효용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선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독립변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이항로짓의 경우 선택대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대안이 그 이

상일 때의 선택확률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항로짓모형은 로짓모

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항선택의 종속변수인 선택대안은 두 개이며

선택여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이 때,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Prob(y=1))과 일어나질 않을 확률(Prob(y=0)) 두 가지 경우

만을 고려하면 된다. 두 경우의 사건확률 형태는 식(Ⅲ-2)와 식(Ⅲ-3)을

기초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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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의 모형식은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형태이

다. 변수들의 비선형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모형이 크게 제한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환된 형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비선형의 모형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다.

Power Series는 비선형 모형식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실제

로 선형 모형식 또한 확장된 Power Series의 일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과 비선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추정방법이다. Piecewise linear

approximation과 Power Series는 비선형 효용함수의 추정시, 미지변수에

대해서는 선형식의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간편한 추정방법으로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비선형 효용함수의 추정시, 비선형인 미지변수에 대해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할 수 있다.

Box-Cox transformation는 음의 값을 갖지 않는 변수에 대한 매우

유용한 변환방법이며, 1964년 Box-Cox에 의해 제안되었다. 자료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거나 자료의 분산을 안정화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정

규성을 가정하는 분석이나 정상성을 요구하는 분석시 자료의 전처리과정

에서 유용하다. 즉, 자료의 변환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의 적합도를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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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집된 자료나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선형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형식의 유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선형관계에 대한 분석이 여의치 않는 경우 자료의 변환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자료의 변환시 독립변

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하며, 값에 따른 변환방법은 식(Ⅲ-4)와 같

다. 주어진 값 하에서 Log Likelihood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값을 라

고 할 때, 의 값을 연속적으로 둠으로써 유의수준의 신뢰수준을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 값은 (-2, 2)의 구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값을 가지게 된다.

   에 대해    












≠

ln  

(Ⅲ-4)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은 정방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으로 구분된다. 각 통행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대해 차내 통행시간과 차

내 혼잡수준을 변수로 구성하여 효용함수를 구축할 수 있다. 광역버스는 대

도시권의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

간 교통수단과 도시 내 교통수단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

석모형의 변수 설정시 광역버스의 수단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주요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버스는 착석을 전제한 교통수단이며 대부분의 개별 통행

자는 도시 내 통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거리 통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좌석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석통행보다는 착석통행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입석가용면적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하에

서 개별 통행자가 입석통행에 대해 체감하는 실제 비효용은 커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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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반면에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

철, 시내버스 등의 경우 총 좌석수(착석이 가능한 승객수)보다 입석승객

수가 많도록 차량의 구조가 설계되어있다. 착석과 입석의 여부보다는 입

석가용면적당 입석승객수인 입석밀도에 따른 차내 혼잡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착석이 가능하더라고 단거리 통행, 개인의 선호도 등의

이유로 입석통행을 선호하는 개별 통행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광

역버스 개별 통행자의 좌석 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입석통행시

입석여부 자체가 발생시키는 비효용을 고려하여 입석여부 더미를 별도의

차내 혼잡변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입석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의 차내 혼잡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일치하는 지점까지는

개별 통행자가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

석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착석이 가능한 좌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석

승객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차내 혼잡수준

에 대해 혼잡도 즉, 차량용량 대비 재차인원을 혼잡지표로 고려하고 있

으며, 이 때문에 만석인 상태이면서 입석가용면적이 입석승객들로 일정

수준 점유되어 있을 때를 혼잡도 100%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착석통행

과 입석통행 자체에 대해서는 차내 혼잡의 의미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차량의 내부구조상 착석상태의 승객보다 입석상태

의 승객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입석가용면적이 넓어 입석승객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의 탑승한 승객들이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이용자

는 대부분이 장거리 통행을 하며, 입석가용면적이 작기 때문에 착석통행

과 입석통행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며, 탑승률이 1이 되는 지점 전․후

의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만석이 되기 전까지의 재차인원에 따른 탑승률은 좌석의 확보

가능성, 선호 좌석에 대한 선택 가능성 등의 의미가 크다. 반면에 입석이

발생한 후는 입석가용면적내의 입석승객수에 따른 입석승객간의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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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내 혼잡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탑승률이 1이하일 때와 1

초과일 때의 혼잡변수를 별도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단, 탑승률이 1을

초과할 때의 혼잡변수는 입석여부 더미를 제외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입석밀도의 의미가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의 관계에 대해 비선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한

탑승률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차내 혼잡 증가에 따라 차내 시간가치가 선형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차내 혼잡이 차내 시간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차내 시간가

치도 고정적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 관련 선행연

구들의 공통적인 연구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선형이라

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의 증가 여부 및 그 증가

형태에 착안점을 두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자료 변환시 차내 혼잡변수의

과 값은 최소 0에서 최대 2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넷째,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을 갖더라고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 즉,

소요시간에 따라 차내 시간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탑승률이

1.5인 차내 혼잡수준에 대해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시간가치의

비효용은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미

통행시간가치에 관한 일부 연구들에서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라 통행시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통행시간의 길이는

차내 혼잡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술선호(SP)

자료 기반의 연구들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범

위를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시선호(RP) 자료인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분석자료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분

석자료상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이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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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는 각각의 변수에 적

용된 차내 통행시간에 대해서 통행시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

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독립변수와 결합된 차내 통행시간에 대

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한 차내 통행시간을 포함시

켰으며, 이 때 차내 통행시간의 값은 1부터 2사이로 설정하여 적용하

였다. 단, 입석여부 더미는 착석통행 또는 입석통행을 구분하는 변수이므

로 변환한 차내 통행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차내 혼잡수준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의 효용함수는 차내 통행

시간, 차내 혼잡변수인 탑승률과 입석여부 더미로 구성되며 식(Ⅲ-4)와

같다.

 






 (Ⅲ-4)

  : 선택대안 i의 차내 혼잡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 효용함수

 : 선택대안 i의 차내 통행시간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전원착석가능)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입석승객발생)

  : 선택대안 i의 입석여부 더미(입석시 1, 착석시 0)

분석대상인 광역버스의 수단특성상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

간이 시내버스보다 길며 승객의 대부분은 편의상, 안전상의 이유로 앉아

서 가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모형의 설정시, 개별 통행

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에 대해 탑승률이 1이 되는 지점 즉, 총 좌

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해져 만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차내 혼잡변

수를 설정하였다. 탑승률이 1이하일 때의 차내 혼잡변수는 
로 개별

통행자가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석통행으로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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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탑승률이 1초과일 때의 차내 혼잡변수는 (
  )로 만석이후

에 탑승한 승객은 입석통행을 하게 된다. 또한,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입석자체가 발생시키는 비효용을 반

영하기 위해 입석여부 더미인 값이 1로 추가되게 된다.

앞서 탑승률 1을 기준으로 차내 혼잡변수를 
 와 (

  )로 각

각 분리하였다. 착석통행과 입석통행의 차내 혼잡이 갖는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각각의 상태에서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

간가치의 변화 형태도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착석이 가

능한 상태와 입석인 상태에서 차내 혼잡이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의 변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탑승률이 1이하인 
 의 값은 , 탑승률이 1초과인 (

  )의

값은 로 각각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의 변화 형태에 대한 최적의 모

형을 선정하기 위해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에 대해서는 Box-Cox

transformation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통행시간이 길어질수

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실제로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상태일지라

도 통행시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

준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차내 혼잡수준과 통행시간의 길이

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탑승률 1이하일 때 
와 탑승률 1초과일

때 (
  )에 대해 으로 변환된 차내 통행시간인 

을 적용하였다.

단, 입석여부 더미변수는 착석통행과 입석통행을 분리하고, 입석여부 자

체의 비효용을 반영한 변수로써 통행시간의 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여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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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대안

일반적으로 개별 통행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최대화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행을 선택하게 된다. 주어

진 제약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같은 수단과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들은 차내 통행시간이 짧은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즉, 동일한 출

발지와 동일한 목적지를 통행할 때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를 선호한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개별 통행자의 승차와

하차에 관련된 정보 즉, 승차정류장, 하차정류장, 승차시각, 하차시각 등

을 통해 통행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대상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

행자의 통행선택은 정방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

지 형태의 통행은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나 서로 맞은편에 위치한 정류장

에서 승차를 함으로써 유일하게 차내 통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차내 통행시간 동안 개별 통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된 요인은 차내 혼잡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종
목적지 정방향 통행

최종

목적지

역방향 통행

<그림 Ⅲ-2>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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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통행자의 실제의 통행선택을 선택대안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선택대안은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로 작용하며, 통행선택에 따

른 효용함수를 구축할 수 있다. 정방향 선택대안에 대한 비선택대안은

역방향 통행이 되며 반대로 역방향 선택대안에 대한 비선택대안은 정방

향 통행이 된다. 정방향 통행은 최종목적지의 방향과 일치하는 정류장에

서 승차를 하게 되는 일반적인 통행의 형태이다. 반면에 역방향 통행은

좌석의 확보 또는 차내 혼잡수준이 더 나은 통행을 위해 정방향 통행시

승차하는 정류장 대신에 동일한 정류장이지만 맞은편에 위치한 정류장에

서 승차를 하는 통행의 형태이다. 따라서 역방향 통행시에는 정방향 통행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차내 통행시간이 소요되나, 개별 통행자는 상대적

으로 낮은 차내 혼잡수준을 겪게 된다. 즉, 선택대안에 따라 차내 통행시

간과 차내 혼잡수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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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차내 통행시간은 개별 통행자의 승차시각과 하차시각의 차로 산정할

수 있다. 광역버스는 승차태그와 하차태그를 찍는 시점과 플랫폼에서 승

차와 하차를 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가정 없

이 차내 통행시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선택대안에 따라 승

차정류장이 달라지면서 통과한 정류장 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차내 통행시간이 달라진다. 역방향 통행선택시 승차정류장이 달라짐에

따라 정방향 통행시 소요되는 차내 통행시간에 추가 통행시간이 발생하

게 된다. 즉, 역방향 버스정류장에서 회차지점까지의 추가 통행시간과 회

차지점부터 정방향 버스정류장까지의 차내 통행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

선택대안에 따른 차내 통행시간 산정식은 식(Ⅲ-4), 식(Ⅲ-5)와 같다.

 
 



 (Ⅲ-4)

 
 



  · 
  



  (Ⅲ-5)

  : 정방향 선택시 차량의 정류장 o에서 정류장 d까지의 차내 통행시간


: 역방향 선택시 차량의 정류장 o에서 정류장 d까지의 차내 통행시간

단, [(회차지점(r)과 정류장(o)간 차내 통행시간)*2]이 추가됨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탑승률을 혼잡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탑승률은 차량의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로 산정한다. 실제로 스

마트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 자료의 경우,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이 차내 혼잡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방향 통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경우 승차시간대에 승차정류장에 따라 차내 혼잡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즉, 통행선택시 차내 혼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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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개별 통행자의 경우 해당 통행경로를 자주 이용하거나, 적어도

혼잡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차내 혼잡수준

은 개별 차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개별 통행자가 차량단위의 차내 혼잡수

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통행선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

제로도 탑승률은 차량 단위보다 승차시간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대안에 따른 승차정류장에 따른 탑승률 산정식은 식(Ⅲ

-6)과 같다.

 

 
(Ⅲ-6)

 : 선택대안 일 때, 차량의 정류장 에서 승차시 탑승률

     : 정류장  에서 정류장 까지의 재차인원

  : 정류장 에서의 승차승객수

  : 정류장 에서의 하차승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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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의 추정 방법

1)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

모형구축시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 변화의 여부 및 형

태에 착안점을 설정하였다.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차내 혼잡수준

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에 대해 값을 각각 

과 값로 설정하였으며, 차내 혼잡변수와 결합되는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값을 으로 설정하였다. 과 은 0이상에서 2이하로 설정하고, 

은 1이상에서 2이하로 적용하였다. 각각의 값은 0.1단위로 설정하여 추정하

였으며, 값에 따른 모형식과 추정계수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의

값

1
구분


  의 값

0 … 1 … 2


 의

값

0

⋮

1

⋮

2

⋮

1.5 ⋮

⋮
구분


  의 값

0 … 1 … 2


 의

값

0

⋮

1

⋮

2

2

<그림 Ⅲ-3>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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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을 구축하였다. 통

행시간의 길이를 포함하여 차내 혼잡수준과 시간가치와의 관계의 형태와

크기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차내 혼잡을 반영한 변수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각각의

에 따른 추정모형의 적합도는 모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항로짓을 이용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도비

검정(Log Likelihood ratio test), Hosmer & Lemeshow test, 유사결정계

수(pseudo- ) 등이 있다. 우도비 검정(Log Likelihood ratio test)은 분

석모형과 포화모형의 우도 변화와 독립변수가 모형의 우도를 개선시켰는

지에 대해 검정한다. Hosmer & Lemeshow test는 예측확률에 따라 그

룹을 분할한 후 예측빈도와 관측빈도 간 차이를 검정한다. 유사결정계수

(pseudo- )는 로그 우도함수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유사결정계수를 통

해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값에 따라 모형별로 추정한 후, 추

정결과에 대해 우도비 검정을 통해 우도비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모형

을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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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잡승수 산정

일반적으로 통행시간가치는 일정 단위의 시간이 갖는 가치를 정량화

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통행의 목적(업무, 비업무 등), 형태(대기, 환승

등), 통행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통행시간가치는 불변

적이지 않으며 차내 혼잡수준의 영향에 의해 시간가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적모형을 선정한 후, 추정된 계수값들을 통해 혼잡승

수를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혼잡승수란 차내 혼잡이 반영되지 않

은 기존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이 반영된 차내 통행시간을 구성하

는 계수값의 비를 통해 산정한다.

광역버스의 개별 통행자에게 좌석의 확보는 장거리 통행, 협소한 입

석가용면적 등의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좌석의 확보가 가능할

때의 개별 통행자가 느끼는 차내 혼잡수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재차

인원의 증가에 따른 차내 혼잡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차내 혼잡을 반영한 차내 통행시간의 경우 탑승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

로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의 시간가치는 달라진다. 따라서 탑

승률이 1이하일 때의 시간가치는 



이며

혼잡승수는 식(Ⅲ-7)과 같이 산정한다. 단, 입석여부를 반영하는 변수는

더미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률이 1이하일 때의 혼잡승수 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탑승률이 1초과일 때의 시간가치는





이며 혼잡승수는 식(Ⅲ-8)과 같이 산

정한다. 만석 이후에 입석승객이 발생하게 되면 탑승률이 1을 초과하게

되는데, 실제로 입석승객수의 증가는 입석승객들간의 체감 혼잡도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입석승객들간의 실체 혼잡수준의 반영을 위해 해당

탑승률에서 1을 제외한 값을 적용하여 입석밀도의 개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입석여부 더미변수를 통해 입석자체가 유발하는 통행시간의

비효용을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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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하에서도 개별 통행자의 실제 차내 통행시간

의 길이에 따라 체감하는 비효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시간가치의 변화에 대해 직관적으로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

질수록 좌석의 확보 가능성이 갖는 (+)효용과 입석통행으로 인한 (-)효

용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탑승률에 따른 각각의 혼잡승

수 산정시,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차내 통행시간의 추정계수에 차내

통행시간의 값인 가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혼잡승수

산정시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차내 혼잡이 반영된 시간가치의 변

화를 고려할 수 있다.

혼잡승수

∘ 탑승률 ≤ 1일 때

 





 (Ⅲ-7)

∘ 탑승률 > 1일 때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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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특성분석

1. 분석대상 노선의 선정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들의 대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고

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운행기점에 따라 주로 경기 남부권은 경부고속

도로와 서울용인고속도로, 경기 서부권은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

도로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과천봉담도

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및 도시고속화도로를 경유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광역버스의 경유도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노선의 약

75%가 고속도로 및 도시고속화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승객수와 입

석승객수 모두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수

요가 높은 광역버스의 개별 차량의 평균 재차인원은 높아지게 되어 입석

승객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첨두시의 차내 혼잡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착석하여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및 수

도권의 광역급행버스, 경기순환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좌석노선 등 광

역버스를 대상으로 입석승객에 대한 금지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운영기관

의 재정적인 어려움(비첨두시와 첨두시의 이용수요를 고려한 증차, 타

노선과의 경쟁 등)과 이용승객의 불편함(기점에서 만차가 되는 문제, 차

량부족현상 등)의 이유로 폐지되게 되었다. 이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

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에 대해서

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석통행을 금지하는 법안과 규정들이 시행

되고 있으나 이용수요가 높은 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입석승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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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여전히 전체 승객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석승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일한 수단과 노선을 이용할 때, 차내 혼잡수준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승차시간과 승차정류장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차내 혼잡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통행자의 일부는

다른 패턴의 통행을 선택하게 된다. 광역버스 개별 통행자의 승차시간,

하차시간, 승차정류장, 하차정류장 등의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통

행시 좌석의 확보 가능성, 더 나은 차내 혼잡수준 등을 고려한 통행선택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종목적지와 동일한 방향의 정류장에서 승

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내 혼잡수준을 미리 예상하여 반대방향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가 발생하게 된다. 단, 맞은편

방향의 정류장의 위치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통행자의 승차정

류장 선택에 대해 차내 혼잡의 영향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

를 들어, 회차지점이 강남, 서초, 교대 등의 구간인 경우 정류장이 위치

한 방향이 최종목적지와 동일하거나, 반대일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중 이용수요가 높아 입석승객수가 많

으며, 양방향의 정류장 위치가 최대한 대칭형태인 1500번을 분석노선으

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노선의 운행정보는 <표 Ⅳ-1>과 같다.

구분 운행정보 노선도

운행지역 고양시 ～ 서울시

운행구간 교하차고지 ～ 영등포. 타임스퀘어

운행거리 43.10km(76분)

운행시간 첫차 : 04:40/막차 : 22:40

배차간격 8분 ～ 11분

운행횟수 113회/일

인가대수 25대

정류장수 43개소

<표 Ⅳ-1> 분석대상 노선정보(1500번)



- 47 -

2. 자료구축

1) 기초자료

스마트카드 자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요금 징

수시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자료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95% 이상이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모집단에 근접한 자료

라 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 자료의 형태는 총 47개의 칼럼(column)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개별 통행자의 이용수단(MODE), 이용노선(ROUTE_ID), 승차정류장

(RIDE_St_ID), 하차정류장(ALIGHT_St_ID), 승차일시(RIDE_TIME), 하

차일시(ALIGHT_TIME) 등의 카드거래내역을 기반으로 각각의 통행정

보를 통행사슬(trip-chain)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그림 Ⅳ-1> 스마트카드 자료의 정보생성 과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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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 11일～12월 17일, 일주일간 분석대상 노

선을 이용한 총 42,810개의 개별 통행자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였다. 특

히,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들은 승하차시에 차량 내에서 태그

를 찍게 된다. 따라서 승차시각과 하차시각의 차이가 차내 통행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자의 차내 통행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정확

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사슬에서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차차

량, 승차정류장, 하차정류장, 승차시간, 하차시간 정보를 재집계하였다. 재

집계된 자료들 중 물리적인 오류로 판단되는 이상자료 즉, 단말기의 오류

로 인한 불충분한 입력자료, 하차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

지 않는 이용자의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결측자료는 제외하였다. 이 외에

도 승차정류장과 하차정류장이 동일, 지나치게 긴 통행시간 등과 같이 비

현실적인 행태의 자료들은 논리적인 오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Ⅳ-2> 스마트카드 자료의 정제과정

구분 상세설명

공간적 범위 고양시 ～ 서울시

시간적 범위 2017.12.11 ～ 2017.12.17.(7일) 중 평일 오후첨두(18～20시)

내용적 범위 교통카드자료 기반의 통행수요 및 패턴

<표 Ⅳ-2> 분석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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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대안자료

(1) OD쌍 선정

개별 통행자의 승차시간과 하차시간, 승차정류장과 하차정류장 정보

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통행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 승차정류장과 하차정

류장을 메트릭스 형태로 도식화하면 <그림 Ⅳ-3>과 같다. 가로축과 세

로축은 승차정류장과 하차정류장이며, 일반적으로 하차정류장보다 승차

정류장의 순서가 앞서게 된다. 그러나 최종목적지가 회차지점 이후임에

도 불구하고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에서 승차를 하는 통행패턴이 나타

나게 된다. <그림 Ⅳ-3>의 오른쪽 상단처럼 회차지점 이후에 승차할 수

있는 동일한 정류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정류장에서 먼저 승

차를 함으로써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개별 통행자

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차지점
하차 정류장

승
차

정
류
장

역방향 통행 발생

정방향 통행 발생

정방향 통행 발생

회차지점

<그림 Ⅳ-3> 개별 통행자의 시공간적 통행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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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노선의 전체정류장 중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는 개별 통행자가

승차하는 정류장은 두 곳으로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41. 영등포

시장’로 나타났다. 회차지점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전에 위치한 정류장

이며 맞은편에는 동일한 정류장인 ‘43. 영등포시장’, ‘45. 당산동삼성래미

안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동일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갖는 개별 통행자는 승차정류장에 따라 정방

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선정된 분석 OD의 64.8%가 정방

향 통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35.2%는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였다. 역방향 통행

을 선택하게 되면 재차인원이 총 좌석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앉

아서 가게 된다. 반대로 정방향 통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경우 64.1%는

앉아서 가게 되지만 나머지 35.9%는 서서간다.

<그림 Ⅳ-4> 역방향 발생 승차정류장

정방향 개별 통행자와 역방향 개별 통행자의 승차정류장과 하차정류

장은 <표 Ⅳ-3>과 같다. 정방향 승차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

의 하차정류장은 역방향 개별 통행자의 하차정류장과 상이하며, 일부 하

차정류장은 정방향 통행만 발생하게 된다. 이 중 역방향 개별 통행자의



- 51 -

승차정류장은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41. 영등포 시장’이며, 가장

먼저 하차하는 정류장은 ‘52 백석동(중)’, 최대는 ‘66. 송산동’으로 나타났

다.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승차한 개별 통행자는 ‘52. 백석동

(중)’, ‘54. 백석역(중)’, ‘55. 일산동구청(중)’, ‘56. 일산경찰서(중)’ 총 4개,

‘41. 영등포 시장’에서 승차한 개별 통행자는 ‘59. 문촌마을(중)’, ‘61. 대화

역’,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66. 송산동’ 등 총 7개 버스정류장에

서 하차가 발생한다. 하차정류장이 멀어질수록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는

개별 통행자수가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6.

송산동’이 가장 마지막 하차정류장으로 이때의 차내 통행시간이 83.6분이

다. 즉,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역

방향 통행에 대한 선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차정류장

승차정류장 역방향 통행

발생여부
역방향 정방향

39 41 43 45

52 백석동(중) O O O O O

53 백석역(중) - - O O -

54 마두역(중) O O O O O

55 일산동구청(중) O - O O O

56 일산경찰서(중) O O O O O

57 강선마을(중) - - O O -

58 주엽역(중) - - O O -

59 문촌마을(중) - O O O O

60 일산서구청 - - O O -

61 대화역 - O O O O

62 농수산물센타 - - O - -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 O - O O

66 송산동 - O - O O

67 한빛마을4.8단지 - - O O -

68 한빛마을3.6단지 - - - O -

69 한빛마을1단지 - - - O -

74 가람마을2.8단지 - - - O -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 - O - -

79 트리플메디컬타운 - - O - -

<표 Ⅳ-3> 정방향과 역방향 개별 통행자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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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향 정류장인 ‘43. 영등포시장’과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에

서 570명(75.7%),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와 ‘41. 영등포 시장’에서

183명(24.3%)이 승차를 한다. 역방향 개별 통행자의 승차정류장별 이용

수요는 유사한 수준이며, 정방향 개별 통행자의 경우 ‘45. 당산동삼성래

미안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승차가 발생한다. 특히, 전체 759명의 73.3%

가 ‘56. 일산경찰서(중)’ 이전에 하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차정류장

승차정류장

합계역방향 정방향

39 41 43 45

52 백석동(중) 57 45 39 129 270 35.9%

53 백석역(중) 0 0 9 45 54 7.2%

54 마두역(중) 21 9 21 45 96 12.7%

55 일산동구청(중) 6 0 39 36 81 10.8%

56 일산경찰서(중) 9 9 9 24 51 6.8%

57 강선마을(중) 0 0 9 27 36 4.8%

58 주엽역(중) 0 0 3 21 24 3.2%

59 문촌마을(중) 0 6 12 15 33 4.4%

60 일산서구청 0 0 3 3 6 0.8%

61 대화역 0 9 18 33 60 8.0%

62 농수산물센타 0 0 3 0 3 0.4%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0 6 0 3 9 1.2%

66 송산동 0 6 0 3 9 1.2%

67 한빛마을4.8단지 0 0 3 3 6 0.8%

68 한빛마을3.6단지 0 0 0 3 3 0.4%

69 한빛마을1단지 0 0 0 3 3 0.4%

74 가람마을2.8단지 0 0 0 3 3 0.4%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0 0 3 0 3 0.4%

79 트리플메디컬타운 0 0 3 0 3 0.4%

합계 93 90 174 396 753 100.0%

<표 Ⅳ-4> 정방향과 역방향 개별 통행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정방향과 역방향 전체 개별 통행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차

하는 개별 통행자수는 52. 백석동(중)’, ‘54. 백석역(중)’, ‘55. 일산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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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61. 대화역’, ‘53. 백석역(중)’, ‘56. 일산경찰서(중)’ 순으로 각각

35.9%, 12.7%, 10.8%, 8.0%, 7.2%, 6.8%로 나타났다. 그러나 ‘53. 백석역

(중)’에서 하차하는 역방향 개별 통행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55. 일산동

구청(중)’과 ‘61. 대화역’에서는 일부만 발생하게 된다. 승차정류장에 따라

정방향(‘43. 영등포시장’과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과 역방향(‘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41. 영등포 시장’) 통행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즉, 역방향 통행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정방향 통행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행선택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석 OD쌍은 정방향과 역방향 개별 통행자가 발생하는 전체

OD쌍 중 선택쌍이 최소 1개 이상 매칭이 가능하며, 최소 50개 이상의 승

하차가 발생하는 정류장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승차정류장은 정방향(‘43.

영등포시장’과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과 역방향(‘39. 당산동삼성래

미안아파트’, ‘41. 영등포 시장’), 하차정류장은 52. 백석동(중)’, ‘54. 백석역

(중)’, ‘56. 일산경찰서(중)’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OD쌍을 구축하였다.



- 54 -

(2) OD쌍 속성구축

앞서 선정한 분석 OD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통행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분석 OD쌍의 선택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OD쌍의 구축을

위해 비선택대안은 「선택대안과 비선택대안의 차량별 매칭 → 차량별 변수

속성 설정 → 분석모형 변수속성 설정」순으로 구축하였다.

① 차량별 매칭

예를 들어, ‘45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52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통행

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비선택대안은 ‘45 정류장의 반대방향 정류장인

39번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52번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통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개별 통행자가 18시 20분에 ‘45 정류장에서 n번째 차량에

탑승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선택대안은 18시 20분을 전후로 하여 39번

정류장에서 탑승을 하게 된다. 단, ‘39 정류장과 ‘45 정류장간의 차이로

인해 ‘39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45 정류장에서 탑승한 n번

째 차량과 동일할 수 없다. 분석노선의 배차간견(8분～11분)을 고려하였

을 때, ‘39 정류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n+1 또

는 n+2번째 차량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39번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52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통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비선택대안은 ‘39 정류장의 반대방향 정류장인 ‘45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52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통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개별 통행자가 18시 20분에 ‘39 정류장에서 n번째 차량에 탑승을 하

였다면 이에 대한 비선택대안은 18시 20분을 전후로 하여 ‘45 정류장에

서 탑승을 하게 된다. 단, ‘39 정류장과 ‘45 정류장간의 차이로 인해 ‘39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45 정류장에서 탑승한 n번째 차량과

동일할 수 없다. 분석노선의 배차간견(8분～11분)을 고려하였을 때, ‘45번

정류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은 n-1 또는 n-2번째

차량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단, 오후 첨두시의 회차지점 부근은 차량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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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혼잡으로 인해 실제 배차간격보다 길

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차량순)

공간(정류장순)

39

회차

45

52

승차정류장 : 정방향(#45)
승차시간 : 18시20분
이용차량 : n

승차정류장 : 역방향(#39)

승차시간 : 18시 20분 전후
이용차량 : n+1 or n+2

n번째 차량 n+1 or n+2번째 차량

19시 19시 20분

선택대안

비선택대안

<그림 Ⅳ-5> 정방향 선택대안

시간(차량순)

공간(정류장순)

39

회차

45

52

승차정류장 : 역방향(#39)
승차시간 : 18시 20분
이용차량 : n

승차정류장 : 역방향(#39)

승차시간 : 18시 20분 전후
이용차량 : n-1 or n-2

n번째 차량n-1 or n-2번째 차량

19시 19시 20분

선택대안

비선택대안

<그림 Ⅳ-6> 역방향 선택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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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수속성 설정

차량별 매칭 후, 변수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선택대안과 비선택대안의

차량별 매칭 후 각각의 대안에 대해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설정

한다. 선택대안과 비선택대안의 변수는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으로

동일하게 구성된다. 선택대안은 실제 OD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비

선택대안은 1단계를 통해 매칭된 차량들의 평균값으로 구축할 수 있다. 즉, n

번째 차량에 탑승한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에 대응하

는 비선택대안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은 동일한 시간에 반대방향

정류장에서 n+1번째, n+2번째 차량 또는 n-1번째, n-2번째 차량에 탑승한 개

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과 평균 차내 혼잡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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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방향 정류장과 역방향 정류장간의 통행시간은 8분～16분 사이

로 나타났다. 오후첨두시의 본 분석노선은 시간당 5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

다. 배차간격을 고려하면 n번째 차량의 전 2개의 차량 또는 이후 2개의 차량

은 계획 배차간격의 최대치인 11분을 초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당 12분의 배

차간격으로 두 대의 차량은 평균적으로 24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후 첨두시에는 도로상의 혼잡수준이 높고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

획된 배차간격대로 운행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역방향 정류장에서 승차

하는 개별 통행자가 정방향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가 이용하는 차

량의 전 또는 후 차량으로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후 2대의 차량을



- 57 -

포함시킨 24분 단위의 평균값을 비선택대안의 변수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승차정류장 : 정방향

승차시간 : 18시 20분
이용차량 : n

승차정류장 : 역방향

승차시간 : 18시20분 전후
이용차량 : n+1 or n+2

선택대안

비선택대안

(4~8분 소요)

(4~8분 소요)

<그림 Ⅳ-7> 승차정류장간 소요시간

차내 혼잡수준도 차내 통행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정방향

이용자에 대한 비선택대안은 n번째 차량 이후 두 개의 차량의 평균값으로 산

정하여 구축하였다.

역
방
향

정
방
향

시간

<그림 Ⅳ-8> 차내 혼잡수준 산정 및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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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석모형 변수속성 설정

차량별 OD쌍에 대한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구축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행태는 혼잡하지만 짧은 차내 통행시간을 선택하거나

차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정방향 통행을 선택하지 않고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는 행태로 나타났다. 교통카드 자료 기반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은 개별 차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통행자가 통

행 선택시 기대하는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차량별로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분석노선의 특성상 도심과 교외를 통행하기 때문에 최소 차내 통

행시간이 시내 통행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배차간격은 8분～11분으

로 차내 통행시간 대비 상대적으로 짧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전후 차량

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방향 정류장에서

승차하게 되면 서서갈 것이라는 예상 하에 역방향 정류장에서 승차를 하

게 되는 개별 통행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별 통행자의 기대 차내 통행

시간과 기대 차내 혼잡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분

석 모형의 변수에 대해 승차시간대로 구분하여 기대 차내 통행시간과 기

대 차내 혼잡수준을 구축하였다.

특히 차내 혼잡변수인 탑승률과 입석밀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승차시간

대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18시에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의 최대 탑승률은 1.63

인데 반해 19시에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의 최대 탑승률은 1.20으로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오후첨 두시에 승차를 하게 되더라도 승차

시간대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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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분석

1) 이용수요

(1) 요일별 이용수요

분석대상 노선의 일주일간 이용수요는 총 42,810명이며, 주중과 주말

의 평균 이용수요는 각각 6,198명/일과 5,911명/일로 나타났다. 주말의 평

균 이용수요는 주중 평균 이용수요의 약 95%로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교외방향과 도심방향의 이용수요의 구성비가 요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 요일 중 금요일과 일요일은 다른 요일에 비해 약 30%정도

적게 나타났다. 분석노선의 특성상 주중에는 출퇴근 통행을 하는 이용수

요가 많기 때문에 금요일의 경우 이용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토

요일은 서울방향으로 여가 목적의 통행을 하는 이용수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목적

은 요일에 따라 상이하나 노선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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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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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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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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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요일별 이용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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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별 이용수요

분석대상 노선의 평일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분석한 결과 오전 첨두

는 승차시간 기준으로 07～09시, 오후 첨두는 승차시간 기준으로 18～20

시로 분석되었다. 평일 전체의 오전 첨두시의 이용수요는 4,954명으로 전

체시간대의 16.0%를 차지하며, 오후 첨두시의 이용수요는 4,313명으로

전체시간대의 13.9%로 나타났다. 평일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의 이

용수요는 9,267명으로 전체시간대의 29.9%로 나타났다. 단, 오후 첨두시

이후에도 일정시간 동안은 높은 이용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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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시간대별 이용수요(평일)

구분
오전 첨두 오후 첨두

전체시간대
07～08시 08～09시 비율 18～19시 19～20시 비율

월 457 498 15.0% 487 406 14.1% 6,352

화 530 541 16.5% 495 422 14.1% 6,481

수 566 473 16.3% 503 397 14.1% 6,390

목 527 587 16.3% 571 411 14.4% 6,832

금 401 374 15.7% 361 260 12.6% 4,934

합계 4,954 16.0% 4,313 13.9% 30,989

<표 Ⅳ-5> 시간대별 이용수요(평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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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노선의 주말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분석한 결과 주말의 첨

두 패턴은 평일과 상이하며, 시간대별로 뚜렷한 첨두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승차시간 기준 10～18시사이의 이용수요는 전체 시간대의 53.4%

를 차지한다. 단, 승차시간이 16～17시, 17～18시일 때의 이용수요는 전

체 시간대의 7.7%,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일 첨두와 주말 첨두

의 형태와 지속시간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목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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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시간대별 이용수요(주말)

승차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합계 비율

10～11시 417 291 708 6.0%

11～12시 411 341 752 6.4%

12～13시 457 297 754 6.4%

13～14시 479 323 802 6.8%

14～15시 464 315 779 6.6%

15～16시 423 326 749 6.3%

16～17시 576 336 912 7.7%

17～18시 476 378 854 7.2%

전체시간대 6,942 4,879 11,821 53.4%

<표 Ⅳ-6> 시간대별 이용수요(주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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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노선의 전체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분석한 결과 평일과 주

말의 첨두패턴은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 평일은 승차시간 기준으로 오전

첨두는 07～09시, 오후 첨두는 18시～20시로 두 번의 첨두시를 갖게 된

다.평일 첨두형태를 통해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평일 개별 통행자의 통행

목적은 주로 출퇴근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전 첨두시에 발생하는

출근통행의 경우 이용수요가 높지만 첨두 시간 이후에 이용수요가 급격

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오후 첨두시에 발생하는 퇴근통행의 경우 오

전 첨두에 비해 이용수요가 다소 낮지만, 이용수요가 유사한 수준으로

첨두시 이후까지 유지된다. 즉, 오후 첨두시의 높은 이용수요는 차내 혼

잡수준을 증가시키고, 차량 용량의 한계로 인한 입석승객의 발생 등의

이유로 승차시간대가 첨두시의 전․후로 전이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

다. 주말의 이용수요는 승차시간 기준 16～18시에 가장 높은 첨두시를

나타냈으나 10시 이후부터 시간당 이용수요가 유사한 수준으로 18시까지

유지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주말에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

자의 통행목적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되며, 광역버스 외의 지하철, 시내버

스 등의 주말 이용수요의 일반적인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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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시간대별 평균 이용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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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향별 이용수요

분석대상 노선의 방향별,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분석한 결과 도심방

향(고양시→서울시)과 교외방향(서울시→고양시)은 정반대의 패턴을 나

타냈다. 오전 첨두시에는 도심방향의 이용수요가 교외방향의 이용수요보

다 2.6배 높게 나타났으나, 오후 첨두시에는 교외방향 이용수요가 도심방

향의 이용수요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평일의 방향별 이용수요가 시간

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주된 통행목적인 출퇴근통행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말의 방향별 이

용수요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도심방향의 이용수요가 교외방향의 이용

수요보다 1.1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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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방향별 이용수요(평일)

구분
오전 첨두 오후 첨두

전체시간대
07～08시 08～09시 비율 18～19시 19～20시 비율

교외방향 599 824 9.0% 1501 1251 17.4% 15,814

도심방향 1882 1649 23.3% 916 645 10.3% 15,175

합계 4,954 16.0% 4,313 13.9% 30,989

<표 Ⅳ-7> 방향별 이용수요(평일)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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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류장별 이용수요

분석대상 노선의 정류장별 이용수요을 분석한 결과 방향별 이용수요

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분석노선의 기점은 고양시로 회차지점 이전

의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는 도심방향의 통행을 하게 된다.

반대로 종점은 영등포로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

행자는 교외방향을 통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통행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고양시에 거주하고 서울시로 출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양시는 도시개발계획들의 영향으로 거주인구가 높기 때문에 파주시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이용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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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정류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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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정류장별

하차인원(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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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대안별 이용수요

전체 417명의 중 64.0%인 267명은 정방향 통행을 선택하고, 36.0%인

150명은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였다. 정방향 통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

수는 역방향 통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수의 1.7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방향 통행은 오후 첨두시에 발생하였으며, 선택대안의 승차 정류장에

따른 개별 통행자수는 <그림 Ⅳ-18>과 같다. 개별 통행자는 정방향 선

택시 승차정류장은 ‘43, ‘45이며, 역방향 선택시 승차 정류장은 ‘39, ‘41으

로 나타났다. 이 중 ‘45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수가 19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5 정류장의 승차인원은 ‘39 정류장의 2.3배, ‘41 정

류장의 3.1배, ‘43 정류장의 2.9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분석노선을 자

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들은 ‘45 정류장에서 승차하게 되면 혼잡을 경

험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즉, ‘45 정류장에서 승차시 경험하는 차

내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39 정류장에서 승차를 시도할 수 있다. ‘41 정

류장도 역방향임에도 불구하고 ‘39 정류장에 비해 승차인원이 적은 이유

는 ‘43 정류장의 승차인원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정방향 역방향 전체

이용수요 267 150 417

비율 64.0% 36.0% 100.0%

<표 Ⅳ-8> 선택대안별 이용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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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내 통행시간

(1) 요일별 차내 통행시간

분석대상 노선의 요일별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을 분석한 결

과, 평일과 주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별 통행

자의 승하차정류장에 따라 차내 통행시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차내

통행시간이 갖는 의미가 한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차내 통행시간

산정을 통해 분석대상 노선을 주 통행으로 하는 개별 통행자들의 이동거

리와 이동시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최소 차내 통행시간은 평균 1.2분이며, 비첨두시에 승차하여 3～4개

의 정류장을 통행하는 개별 통행자들의 차내 통행시간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평균 37.2분이며, 평일 평균 37.0분, 주말

평균 37.9분으로 평일과 주말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

별 통행자들이 40분 이내의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평균 121.1분이며, 평균 차내 통행시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기점에서 회차지점까지, 회차지점에서 종점까지

통행하는 개별 통행자들의 차내 통행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각각 39.1분, 41.8분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월요일과 토요일이 각각 150.4분과 154.9

분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최대 차내 통행시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평일 주말 전체

최소 1.2 1.3 1.3 1.2 1.1 1.2 1.4 1.2 1.3 1.2

평균 35.9 36.4 37.6 35.9 39.1 41.8 33.9 37.0 37.9 37.2

최대 150.4 103.5 104.6 103.5 136.5 154.9 94.7 119.7 124.8 121.1

<표 Ⅳ-9> 요일별 차내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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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별 차내 통행시간

시간대별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에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경우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의 개별 통행자

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이 타시간대의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전 첨두시에 승차하는 개별 통행자의 대부분은

교외에서 도심방향으로 출근목적의 통행을 하기 때문이며, 오후 첨두시

에는 교외방향으로 귀가목적의 통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말의 경우

첨두시의 형태가 평일의 첨두시와 상이하며 출근통행의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후부터 통행하는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평일 주말 전체

04 33.6 21.7 33.1 25.7 25.0 34.5 39.3 27.8 36.9 30.4

05 35.8 31.7 33.2 31.3 32.7 34.2 31.8 33.0 33.0 33.0

06 45.1 40.0 41.0 39.6 36.5 34.9 28.2 40.4 31.5 37.9

07 41.2 41.9 37.4 36.8 36.2 29.4 28.6 38.7 29.0 35.9

08 36.4 38.2 38.2 35.3 33.2 30.2 29.6 36.3 29.9 34.5

09 32.7 40.7 38.4 36.9 34.8 33.1 32.0 36.7 32.6 35.5

10 33.4 39.9 35.3 36.8 34.6 39.1 33.8 36.0 36.4 36.1

11 33.2 36.4 34.4 37.8 34.1 43.5 36.6 35.2 40.0 36.6

12 34.2 32.9 32.5 34.4 30.3 41.0 35.6 32.9 38.3 34.4

13 30.7 33.2 33.4 34.4 35.6 40.8 36.6 33.5 38.7 35.0

14 36.0 33.6 37.8 36.5 37.5 44.8 38.5 36.3 41.7 37.8

15 38.7 36.6 36.4 36.7 41.4 52.9 39.0 38.0 46.0 40.2

16 36.7 35.9 39.6 36.2 46.9 54.0 40.4 39.1 47.2 41.4

17 43.2 44.6 42.4 43.4 60.4 59.1 38.0 46.8 48.6 47.3

18 43.4 42.6 43.7 42.6 55.2 59.5 36.0 45.5 47.8 46.1

19 38.1 36.1 37.8 38.7 42.5 43.3 33.5 38.6 38.4 38.6

20 36.5 34.2 37.5 35.2 37.5 35.4 31.3 36.2 33.3 35.4

21 34.1 33.5 35.4 32.7 37.7 34.3 31.6 34.7 32.9 34.2

22 29.7 31.5 33.2 32.3 33.3 36.5 27.2 32.0 31.9 32.0

23 30.2 29.2 32.9 30.8 34.9 32.8 27.9 31.6 30.3 31.2

24 17.9 13.9 13.6 16.8 24.4 17.6 14.2 17.3 15.9 16.9

<표 Ⅳ-10> 시간대별 차내 통행시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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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평균 차내 통행시간과 유사하게 오

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에 높게 나타났다.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승하

차정류장과 혼잡의 지속시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의 경

우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의 개별 통행자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이

타시간대의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첨두시

이외의 시간대의 차내 통행시간은 주로 승하차정류장의 영향으로 예상된

다. 특히, 주말의 경우 첨두시의 형태가 평일의 첨두시와 상이하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이 평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통행

자의 통행목적이 주로 여가통행일 것으로 예상되며 평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장거리 통행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평일 주말 전체

04 59.4 56.4 62.8 59.0 61.9 62.5 65.6 59.9 64.1 61.1

05 78.7 82.9 80.0 73.2 70.1 81.9 61.7 77.0 71.8 75.5

06 95.9 98.9 86.6 83.3 85.2 121.2 68.1 90.0 94.6 91.3

07 101.9 103.5 104.6 101.2 90.3 71.6 68.2 100.3 69.9 91.6

08 92.4 100.2 103.2 103.5 85.6 79.9 72.4 97.0 76.1 91.0

09 86.6 102.5 98.0 83.2 84.8 83.5 83.4 91.0 83.4 88.9

10 85.1 102.6 79.9 93.0 85.0 109.0 82.9 89.1 95.9 91.1

11 83.0 83.9 76.4 143.9 83.0 100.4 99.1 94.0 99.7 95.7

12 84.6 80.4 87.3 81.2 86.0 99.4 91.8 83.9 95.6 87.2

13 77.7 82.5 81.0 89.3 89.0 102.5 83.3 83.9 92.9 86.5

14 127.7 92.3 90.3 91.6 99.6 141.0 90.7 100.3 115.8 104.7

15 104.6 84.9 89.3 94.1 98.9 108.3 98.5 94.4 103.4 96.9

16 94.4 95.3 104.4 93.1 136.4 131.5 94.7 104.7 113.1 107.1

17 150.4 94.8 96.1 84.5 136.5 154.9 83.2 112.5 119.1 114.3

18 91.5 97.3 97.2 92.2 105.3 140.5 87.4 96.7 114.0 101.6

19 99.4 90.2 97.1 83.2 109.3 92.6 77.2 95.8 84.9 92.7

20 84.4 93.9 97.5 87.0 80.4 105.3 64.6 88.6 85.0 87.6

21 88.2 92.7 82.6 92.1 91.0 90.6 78.7 89.3 84.6 88.0

22 74.1 74.8 92.7 83.9 83.8 90.5 72.3 81.8 81.4 81.7

23 72.0 77.1 73.0 80.0 84.9 79.0 60.7 77.4 69.8 75.2

24 45.1 62.7 34.7 44.8 70.3 49.1 42.6 51.5 45.8 49.9

<표 Ⅳ-11> 시간대별 차내 통행시간(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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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향별 차내 통행시간

본 분석대상 노선은 고양시와 서울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기점 정류

장은 경기도, 종점 정류장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 통행방향은 교외방

향(서울시→고양시)과 도심방향(고양시→서울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

향별 평균 차내 통행시간의 방향별 이용수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요일에 상관없이 평일과 주말의 방향별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도

심방향이 교외방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외방향 평일의 평균 차내 통행

시간은 30.4분, 주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30.3분으로 나타났다. 도심

방향 평일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1.0분, 주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2.1분으로 나타났다. 도심방향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1.3분으로 교외

방향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인 30.3분의 1.36배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평균 차내 통행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외방향의

평일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101.3분, 주말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127.8

분으로 나타났다. 도심방향의 주말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101.4분, 주말

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127.0분으로 나타났다. 도심방향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은 교외방향의 최대 차내 통행시간의 1.26배로 분석되었다. 도심

방향이 교외방향에 비해 소요되는 통행시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평일 주말 전체

교외 30.6 30.1 31.1 29.7 30.4 31.6 29.0 30.4 30.3 30.3

도심 40.3 41.1 40.9 40.2 42.6 47.2 37.0 41.0 42.1 41.3

<표 Ⅳ-12> 방향별 차내 통행시간(평균)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평일 주말 전체

교외 127.7 92.7 97.2 89.1 99.7 111.0 91.8 101.3 101.4 101.3

도심 150.4 103.5 104.6 143.9 136.5 154.9 99.1 127.8 127.0 127.5

<표 Ⅳ-13> 방향별 차내 통행시간(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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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대안별 차내 통행시간

① 개별 통행자별 차내 통행시간

선택대안의 개별 통행자별 차내 통행시간 분석결과, 최소 21.3분에서

최대 68.6분으로 나타났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은 승차정류장과

하차정류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택대안의 하차정류장은 ‘52, ‘54,

‘56으로 세 정류장간 거리가 발생하고, 탑승시간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차내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1.2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역버스의 통행특성

상 일반적으로 통행거리가 짧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대안

별 개별 통행자의 약 22%인 93명이 차내 통행시간으로 26.9～32.5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약 18%인 78명이 54.9～60.5분을 소요한다. 선택대안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통행을 하게 되더라도 개별 통행자의 승하차정류장

다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차내 통행시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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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분포

<그림 Ⅳ-21>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구성

구분 최대 최소 평균

차내 통행시간(분) 68.6 21.3 41.2

<표 Ⅳ-14>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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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류장별 차내 통행시간

선택대안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분석결과, 정방향 통

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38.9분이며, 역방향 통

행을 선택한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56.5분으로 나타났다.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게 되면 정방향 통행을 선택할 때 보다 차내 통행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평균 17.6분이 추가로 소요되며, 정방향 통행시 평

균 차내 통행시간인 38.9분의 45.1%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역방향 통행

선택시 정방향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의 절반이하 수준의 추가 차내

통행시간이 수용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추가 통행시

간에 임계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대안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 분석결과는 <그림

Ⅳ-17>과 같으며,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승차정류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역방향 정류장에서 승차하게 되면 역방향 정류장에서 회차지

점까지, 회차지점에서 정방향 정류장까지 추가로 통과해야할 정류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차내 통행시간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하차정류장에

따라 차내 통행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하차정류장에 상관없이

정방향 정류장에서 승차시 차내 통행시간이 역방향 정류장에서의 차내

통행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정방향 정류장인 ‘45 정류장에서 승차시

36.6분, ‘43 정류장에서 승차시 41.3분이 소요된다. 역방향 정류장인 ‘41

정류장에서 승차시 52.7분, ‘39 정류장에서 승차시 60.4분으로 나타났다.

정방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 모두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1시간 내외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정방향 통행과 역방향 통행 선택시 평균 차내 통행시

간은 약 11.4～23.8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방향 정류장인 ‘39과 ’41 정류장은 맞은편에 위치한 정방향 정류장

인 ‘41과 ‘45 정류장보다 최종목적지까지 통과해야할 정류장수가 많게 된

다. 따라서 하차정류장에 상관없이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승차정류장이

‘39일 때 가장 크며, ‘45 정류장에서 승차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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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 따른 차내 통행시간은 승차정류장에 상관없이 ‘52 정류장에서

‘56 정류장까지 20분 내외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차내 통행시간에 승차정

류장이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22> 선택대안별 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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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승차정류장별 차내

통행시간

구분 정방향 역방향 평균 차이

차내 통행시간(분) 38.9 56.5 47.7 17.6

<표 Ⅳ-15> 선택대안별 차내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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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간대별 차내 통행시간

승하차정류장에 따른 차내 통행시간 분석결과, 하차정류장에 따른

차내 통행시간은 승차정류장에 상관없이 ‘52 정류장에서 ‘56 정류장까지

20분 내외로 분석되었다. 평균 차내 통행시간에 승차정류장이 미치는 영

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승차시간대에 따라 평균 차내 통행시간이

상이하며, 18～19시에 승차하게 되면 평균 49.5분, 19～20시에 승차하게

되면 41.6분이 소요된다. 18～19시에 정방향 통행을 하는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1.7분이며, 역방향 통행을 하는 개별 통행자의 평

균 차내 통행시간은 57.2분으로 나타났다. 즉, 역방향 통행시 정방향 통

행보다 약 10분 이상 추가로 소요하게 된다. 19～20시에 정방향 통행을

하는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35.9분이며, 역방향 통행을 하

는 개별 통행자의 평균 차내 통행시간은 47.3분으로 나타났다. 즉, 역방

향 통행시 정방향 통행보다 약 5.8분 이상 추가로 소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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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4> 시간대별 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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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5> 시간대별 차내

통행시간(19～20시)

구분 정방향 역방향 평균 차이

18～19시 41.7 57.2 49.5 10.0

19～20시 35.9 47.3 41.6 5.8

<표 Ⅳ-16> 선택대안별 승차시간대에 따른 차내 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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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내 혼잡수준

(1) 수송인원

① 차량별 수송인원

분석대상 노선의 버스 인가대수는 25대이며 차량 당 일평균 운행횟

수는 4～5회이다. 차량별 평균 이용수요는 261명/일이며, 최소 67명/일에

서 최대 375명/일 <그림 Ⅳ-26>과 같다.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에

해당 노선의 이용수요는 전체 이용수요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

이사항으로 혼잡수준이 가장 높은 오후 첨두 2시간 외에도 이미 17시부

터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전 첨두시와 오

후 첨두의 혼잡이 발생되는 시간대에 승하차인원이 높은 곳을 통과중인

차량의 경우 수송인원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에 비첨두시에 운행 중인

차량은 수송인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량의 운행 회차별 평균 수송

인원 60명/대로 최소 43명/대에서 최대 68명/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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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차량별 수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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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대별 수송인원

시간대별 수송인원은 차량별 수송인원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로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를 포함하여 혼잡이 발생되는 시간대에

높게 나타났다. 혼잡수준이 높은 첨두시의 차량별 수송인원은 최대 68명

/대이며 혼잡수준이 낮은 비첨두시의 차량별 수송인원은 적게는 1명/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개별 차량의 수송인원은 재차인원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첨두시에는 혼잡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특

정 구간 즉, 특정 정류장간 재차인원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오

후 첨두시의 차내 혼잡수준과 혼잡 지속시간이 역방향 통행을 발생시키

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차량 당 수송인원이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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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시간대별 수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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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차인원

① 차량별 재차인원

차량별 재차인원은 혼잡수준이 높은 첨두시에 높게 나타났다.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의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단위의 재차인원도

타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각각의 정류장간 탑승한 상

태의 승객수를 재차인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류장에 따라 재차인원에

차이가 발생한다.

오전 첨두시는 차량에 상관없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

이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오전 첨

두시에 본 분석대상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목적은 출근통

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방향으로 통행하는 이용수요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점 정류장에서 회차지점으로 갈수록 재차인원이 증

가하게 된다. 차량별 최대 재차인원은 49명으로 총 좌석수보다 많기 때

문에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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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첨두시는 오전 첨두시와는 정방대로 차량에 상관없이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

게 나타났다. 즉, 오후 첨두시에 본 분석대상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

자의 통행목적은 귀가통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방향으

로 통행하는 이용수요가 높아진다. 회차지점 이후 재차인원이 급격히 증

가하게 되며 ‘56 정류장 이후부터 감소하게 된다. 즉, 회차지점에서 이미

재차인원이 최대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차지점 이후에 탑승하게 되는

개별 통행자는 높은 수준의 차내 혼잡을 경험하게 된다. 차량별 최대 재

차인원은 68명으로 27명은 입석으로 통행하게 된다.

오전 첨두시는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후

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오후 첨두

시는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승차시간대에 따라 재차인원이 높은 정류

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본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

의 통행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재
차

인
원

(명
)

정류장순

<그림 Ⅳ-29> 차량별 재차인원(오후 첨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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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대별 재차인원

시간대별 재차인원은 혼잡수준이 높은 첨두시에 높게 나타났다. 오전

첨두시와 오후 첨두시의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단위의 재차인원도

타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차량별 재차인원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재차인원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차량별

재차인원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운행 중인 전체 차량에 대한 평균 재차

인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오전 첨두시는 차량에 상관없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

이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오전 첨

두시에 본 분석대상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목적은 출근통

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방향으로 통행하는 이용수요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점 정류장에서 회차지점으로 갈수록 재차인원이 증

가하게 된다. 오전 첨두시의 평균 재차인원은 35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차량별 최대 재차인원은 49명으로 차량에 따라 차내 혼잡수준이 크게 달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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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평균 재차인원(오전 첨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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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첨두시는 오전 첨두시와는 정방대로 차량에 상관없이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

게 나타났다. 즉, 오후 첨두시에 본 분석대상 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

자의 통행목적은 귀가통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방향으

로 통행하는 이용수요가 높아진다. 오후 첨두시의 평균 재차인원은 40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차량별 최대 재차인원은 68명으로 차량에 따라 차

내 혼잡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첨두시는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후

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오후 첨두

시는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이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별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승차시간대에 따라 재차인원이 높은 정류

장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본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

의 통행목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승차차인원이 많은 정류장

을 통과하는 시점이 차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재차인원보다는 개별

차량의 재차인원에 따른 차내 혼잡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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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평균 재차인원(오후 첨두시)



- 80 -

(3) 선택대안별 차내 혼잡수준

① 재차인원

오후 첨두시에 역방향 통행이 발생하는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전

체 24대 중 10대로 분석되었다. 회차지점을 기준으로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에서 승차시 개별 통행자의 승차기준 재차인원은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에서 승차할 때의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외방향 정류장

들은 회차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재차인원이 더욱 높게 나타나다. 즉, 회차

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승차인원이 발생함으로써 재차인원이 꾸준히 증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후 첨두시의 승차시간대가 18～19시일 때

의 재차인원이 승차시간대가 19～20시일 때의 재차인원보다 높게 나타났

다. 오후 첨두는 평일의 퇴근통행 목적의 개별 통행자가 주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이미 퇴근시간 이전부터 혼잡수준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량단위 보다는 승차시간대

에 따라 차내 혼잡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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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2> 정류장별 재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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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탑승률과 입석밀도

오후 첨두시의 차량별 재차인원을 기반으로 선택대안의 차내 혼잡수

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 탑승률과 입석밀도를 산정할 수 있다. 정방

향 통행시 회차지점 이후의 정류장인 ‘43과 ‘45에서 승차하기 때문에 회

차지점에서 발생하는 재차인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에 역방향 통행

시 회차지점 이전의 정류장인 ‘39와 ‘41에서 승차하기 때문에 개별 통행

자의 좌석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차지점을 기준으로 재차인

원에 차이가 발생하며, 차내 혼잡수준인 탑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방향 통행시 승차기준의 탑승률은 최소 0.07에서 최대 0.85로 나타났

다. 승차정류장에 상관없이 모두 1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탑승한 개별

통행자 모두가 착석이 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방향 통행시

승차기준의 탑승률은 대부분이 1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 1.63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총 좌석수보다 재차인원이 많아지면서 만석이후에 승차한

개별 통행자는 좌석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입석 통행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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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첨두시의 차량별 재차인원을 기반으로 선택대안의 승차정류장

에 따른 차량별 입석밀도를 산출할 수 있다. 정방향 통행시 회차지점 이

후의 정류장인 ‘43과 ‘45에서 승차를 하기 때문에 회차지점에서 발생하는

재차인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분석노선의 경우, 오후 첨두시 이외의

시간대에도 회차지점 전․후의 승하차인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차지점을 기준으로 재차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며, 차내 혼잡수준인 입

석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방향 통행시 회차지점에서 탑승한 개별

통행자의 영향으로 이미 만석이 되어 입석승객이 발생하게 된다. 역방향

통행시 승차기준의 탑승률이 최소 0.07에서 최대 0.85로 탑승한 개별 통

행자 모두가 착석이 가능한 상태이며, 입석승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의 입석밀도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정방향 통행시 승차기

준의 탑승률은 대부분이 1을 초과하고 있으며 만석이거나 만석이후에 입

석승객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최대 입석밀도는 7.52명/

로 이 때 입석승객수는 26명으로 총 좌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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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정류장별 입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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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첨두시의 차량별 재차인원을 기반으로 선택대안의 승차시간대

에 따른 차량별 탑승률과 입석밀도를 산출할 수 있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혼잡 지표인 탑승률과 입석밀도는 승차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탑승률은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의 비로 산정하며 총 좌석

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한 지점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즉, 탑승률이 1이하

일 때는 모든 승객이 착석이 가능한 상태이며, 탑승률이 1초과일 때는

입석승객이 발생한다. 승차시간대가 18～19시일 때의 탑승률은 최소

0.07, 최대 1.63이며, 승차시간대가 19～20시일 때의 탑승률은 최소 0.07,

최대 1.20으로 나타났다. 입석밀도는 당 입석승객수의 비로 산정하며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한 혼잡 지표이기 때문에 탑승

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승차시간대가 18～19시일 때의 최대 입석밀

도는7.52, 승차시간대가 19～20시일 때의 최대 입석밀도는 4.90으로 나타

났다. 단, 분석대상 광역버스의 입석가능면적은 3.456로 입석승객수에

따른 입석밀도값이 탑승률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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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18~19시 19~20시

승차시간대

<그림 Ⅳ-35> 시간대별 탑승률

0.0 0.0

7.5

4.9

18~19시 19~20시

승차시간대

<그림 Ⅳ-36> 시간대별 입석밀도

승차시간대
탑승률 입석밀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8～19시 0.07 1.63 0.00 7.52

19～20시 0.07 1.20 0.00 4.90

<표 Ⅳ-17> 시간대별 탑승률과 입석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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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결과 및 적용방안

1. 모형별 추정결과

1) 통행시간의 변동을 포함한 값 적용모형

모형구축시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 변화의 여부 및 형

태를 고려하여 식(Ⅴ-1)과 같이 설정하였다. 비선형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

  )

에 대해 값을 각각 과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차내 혼잡변수와 결합되

는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값을 으로 설정하였다. 과 은 0부터 2

사이, 는 1에서 2사이로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0.1단위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최적모형을 산정하기 위해 단계별 추정을 수행하였다. 계수별 추

정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가 높을 때의 각각의 값의 범위 및 패턴을 파악한

다. 이 후, 값의 범위를 제한하여 모형별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추정계수

에 대해서는 과 는 0, 0.5, 1, 2일 때와 은 1, 1.5, 2일 때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값에 따른 모형식과 추정계수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혼잡승수를 산정하였다.

 






 (Ⅴ-1)

  : 선택대안 i의 차내 혼잡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 효용함수

 : 선택대안 i의 차내 통행시간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전원착석가능)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입석승객발생)

  : 선택대안 i의 입석여부 더미(입석시 1, 착석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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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값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의 값이 0일 때, (  )의 값과 의 에 따른 모형식의

우도비()는 <표Ⅴ-1>과 같다. (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

도비()는 0.157에서 0.168로 나타났으며 값이 1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

정되었다. 또한,   의 값이 0.5일 때의 모형 전체의 평균 우도비()는

0.164로 나타났다.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60에서

0.167로 나타났으며 값이 1.5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 값 평균

1 1.5 2

(   )의

값

0 0.163 0.156 0.152 0.157

0.5 0.164 0.165 0.164 0.164

1 0.161 0.171 0.171 0.168

2 0.150 0.176 0.173 0.166

평균 0.160 0.167 0.165 0.164

<표 Ⅴ-1>  의 =0일 때, (  )의 값과 의 값에 따른 

0.156

0.158

0.160

0.162

0.164

0.166

0.168

1.0 1.5 2.0

�
�

��

<그림 Ⅴ-1>  의 =0일 때,

의 값에 따른 

0.152

0.154

0.156

0.158

0.160

0.162

0.164

0.166

0.168

0.170

0 0.5 1 2

�
�

��

<그림 Ⅴ-2>  의 =0일 때,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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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이 0.5일 때, (  )의 값과 의 에 따른 모형식

의 우도비()는 <표Ⅴ-2>과 같다. (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

균 우도비()는 0.156에서 0.167로 나타났으며 값이 1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58에서

0.166로 나타났으며 값이 1.5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의 값이 0.5일 때의 모형 전체의 평균 우도비()는 0.162로 값

이 0일 때의 0.164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 값 평균

1 1.5 2

(   )의

값

0 0.161 0.156 0.151 0.156

0.5 0.162 0.164 0.163 0.163

1 0.159 0.170 0.170 0.167

2 0.148 0.174 0.170 0.164

평균 0.158 0.166 0.164 0.162

<표 Ⅴ-2>  의 =0.5일 때, (  )의 값과 의 값에 따른 

0.152

0.154

0.156

0.158

0.160

0.162

0.164

0.166

0.168

1.0 1.5 2.0

��

�
�

<그림 Ⅴ-3>   의 =0.5일 때,

의 값에 따른 

0.150

0.152

0.154

0.156

0.158

0.160

0.162

0.164

0.166

0.168

0 0.5 1 2

�
�

��

<그림 Ⅴ-4>   의 =0.5일 때,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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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이 1일 때, (  )의 값과 의 에 따른 모형식의

우도비()는 <표Ⅴ-3>과 같다. (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55에서 0.165로 나타났으며 값이 1에서 2사이에서 높

게 추정되었다.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56에서

0.165로 나타났으며 값이 1.5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의 값이 1일 때의 모형 전체의 평균 우도비()는 0.161로 값이

0일 때의 0.164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 값 평균

1 1.5 2

(   )의

값

0 0.160 0.156 0.150 0.155

0.5 0.161 0.164 0.161 0.162

1 0.158 0.169 0.168 0.165

2 0.147 0.173 0.170 0.163

평균 0.156 0.165 0.162 0.161

<표 Ⅴ-3>  의 =1일 때, (  )의 값과 의 값에 따른 

0.150

0.152

0.154

0.156

0.158

0.160

0.162

0.164

0.166

0.168

1.0 1.5 2.0

��

�
�

<그림 Ⅴ-5>  의 =1일 때,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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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의 =1일 때,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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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이 2일 때, (  )의 값과 의 에 따른 모형식의

우도비()는 <표Ⅴ-4>와 같다. (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53에서 0.163으로 나타났으며 값이 1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의 값에 따른 모형의 평균 우도비()는 0.155에서

0.163으로 나타났으며 값이 1.5에서 2사이에서 높게 추정되었다. 그러

나   의 값이 1일 때의 모형 전체의 평균 우도비()는 0.159로 값

이 0일 때의 0.164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 값 평균

1 1.5 2

(   )의

값

0 0.159 0.154 0.147 0.153

0.5 0.160 0.162 0.158 0.160

1 0.157 0.167 0.165 0.163

2 0.146 0.169 0.166 0.160

평균 0.155 0.163 0.159 0.159

<표 Ⅴ-4>  의 =2일 때, (  )의 값과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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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의 =2일 때,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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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의 =2일 때,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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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에 대해 값을 각각

과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값의 범위는 0에서 2사이로 적용하여 추

정하였다. 또한, 차내 혼잡변수와 결합되는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값을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때의 값의 범위는 1에서 2사이로 적용

하여 추정하였다.

우도비()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검토 결과 값에 따른 공통적인

경향성을 나타냈다. 차내 통행시간 의 값을 고려한 차내 혼잡변수인

  의 값과 (  )의 은 각각 다른 범위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

게 추정되었다.   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우도비()가 높아

지며,   의 값이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게 된다. 반면

에 (  )의 은 1에서 2사이의 구간에서 높게 추정되었으며, 의

값은 1.5에서 2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 따른 모형의 추정

시,  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  )의 와 의 값에 따른

모형별 계수를 추정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의 값 0 0.5 1 2

Adjusted Rho-square() 0.164 0.162 0.161 0.159

<표 Ⅴ-5>  의 값에 따른 평균 우도비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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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값 적용시(=)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 전․후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

의 변화가 동일한 형태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

의 과 값이 0일 때의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의 =0, (
 )의 =0일 때의 모형식

=1  ln
ln



=1.5  ln
ln




=2  ln
ln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의 값

1 1.5 2

 대안특성상수
-3.941*** -3.615*** -2.833***

(-4.972) (-4.477) (-3.776)

 차내 통행시간
-0.329*** -0.366*** -0.345***

(-6.557) (-5.990) (-5.241)

 탑승률(1이하)
-0.127*** -0.026*** -0.004***

(-4.643) (-3.827) (-2.778)

 탑승률(1초과)
-0.050*** -0.012*** -0.002***

(-4.988) (-5.177) (-5.340

 입석여부더미
-0.064*** -0.074*** -0.082***

(-4.024) (-4.438) (-4.664)

Final Log Likelihood -227.870 -229.802 -230.959

Adjusted Rho-square() 0.163 0.156 0.152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6> ==0일 때,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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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에 따른 각 모형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인 , , 의 각각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의 추정값은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

된 계수들의 합인 ++의 1.37배에서 3.91배로 나타났다. 의 값

이 1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입석 승객들 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90배에서 22.21

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석통

행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착석 통행시 개별 통행자

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0으로 설정하였을 때, 의 값에 따른 모

형식의 우도비()는 0.152에서 0.163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값이 0

일 때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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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  )의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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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0> (  )의 =0일

때, 의 값에 따른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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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 값 적용시(≠)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 전․후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

의 변화가 상이한 형태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

의 과 값이 0과 0.5일 때의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의 =0, (
 )의 =0.5일 때의 모형식

=1  ln





=1.5  ln






=2  ln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의 값

1 1.5 2

 대안특성상수
-4.095*** -3.971*** -3.300***

(-5.056) (-4.719) (-4.191)

 차내 통행시간
-0.341*** -0.400*** -0.392***

(-6.593) (-6.154) (-5.569)

 탑승률(1이하)
-0.129*** -0.028*** -0.004***

(-4.676) (-3.912) (-3.011)

 탑승률(1초과)
-0.114*** -0.028*** -0.005***

(-5.199) (-5.777) (-6.161)

 입석여부더미
-0.100*** -0.115*** -0.117***

(-4.748) (-5.375) (-5.596)

Final Log Likelihood -227.670 -227.511 -227.740

Adjusted Rho-square() 0.164 0.165 0.164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7> =0, =0.5일 때,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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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에 따른 각 모형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인 , , 의 각각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의 추정값은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

된 계수들의 합인 ++의1.00배에서 3.09배로 나타났다. 의 값이

1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입석 승객들 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

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

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1.66배에서 29.12배 정

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석 통행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착석 통행시 개별 통행자가 체

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0과 0.5로 설정하였을 때, 의 값에 따른 모

형식의 우도비()는 0.164에서 0.165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값이 1

에서 1.5사이일 때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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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 전․후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

의 변화가 상이한 형태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

의 과 값이 0과 1일 때의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의 =0, (
 )의 =1일 때의 모형식

=1  ln




=1.5  ln





=2  ln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

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

을 검증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의 값

1 1.5 2

 대안특성상수
-4.152*** -4.240*** -3.661***

(-5.054) (-4.854) (-0.454)

 차내 통행시간
-0.347*** -0.426*** -0.428***

(-6.550) (-6.218) (-5.750)

 탑승률(1이하)
-0.130*** -0.028*** -0.005***

(-4.668) (-3.936) (-3.226)

 탑승률(1초과)
-0.228*** -0.035*** -0.010***

(-5.292) (-6.232) (-6.568)

 입석여부더미
-0.151*** -0.154*** -0.155***

(-5.100) (-6.027) (-6.187)

Final Log Likelihood -228.420 -225.862 -225.739

Adjusted Rho-square() 0.161 0.171 0.171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8> =0, =1일 때,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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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에 따른 각 모형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인 , , 의 각각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의 추정값은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

된 계수들의 합인 ++의 0.68배에서 2.54배로 나타났다. 의 값

이 1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입석 승객들 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2.92배에서 35.72

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석

통행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착석 통행시 개별 통행

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0과 1로 설정하였을 때, 의 값에 따

른 모형식의 우도비()는 0.161에서 0.17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값이 1.5에서 2사이일 때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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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 전․후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

의 변화가 상이한 형태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

의 과 값이 0과 2일 때의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   의 =0, (
 )의 =2일 때의 모형식

=1  ln




=1.5  ln





=2  ln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

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

을 검증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의 값

1 1.5 2

 대안특성상수
-3.987*** -4.308*** -3.840***

(-4.862) (-4.819) (-4.552)

 차내 통행시간
-0.334*** -0.440*** -0.449***

(-6.334) (-6.166) (-5.785)

 탑승률(1이하)
-0.126*** -0.028*** -0.005***

(-4.568) (-3.787) (-3.468)

 탑승률(1초과)
-0.391*** -0.050*** -0.021***

(-4.978) (-6.436) (-6.528)

 입석여부더미
-0.199*** -0.173*** -0.159***

(-4.962) (-6.445) (-6.469)

Final Log Likelihood -231.650 -224.598 -225.300

Adjusted Rho-square() 0.150 0.176 0.17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9> =0, =2일 때,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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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에 따른 각 모형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인 , , 의 각각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

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의 추정값은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

된 계수들의 합인 ++의 0.47배에서 2.43배로 나타났다. 의 값

이 1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입석 승객들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4.67배에서 35.31

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차내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입석통

행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착석통행시 개별 통행자

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0과 1로 설정하였을 때, 의 값에 따른

모형식의 우도비()는 0.150에서 0.176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값이

1.5에서 2사이일 때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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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의 변동을 불포함한 값 적용모형

모형구축시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 변화의 여부 및 형

태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비선형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차내 혼잡수

준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하였

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

  )에 대해 값을 각각

과 값로 설정하였으며, 차내 혼잡변수와 결합되는 차내 통행시간 변수 

에 대해 값을 으로 설정하였다. 과 은 0부터 2사이, 는 1에서 2사이

로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0.1단위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차내 통행시간 변수 의 값에 따라 모형식이 달라지며 값이 적용

된 값은 차내 혼잡변수인 
 와 (

  )에 결합된다. 즉,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상황에서 개별 통행자는 통행시간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단, 차내 통행시간 변수 의 값이 1일 경우는 실제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와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내 통행시간이 고정적이며, 통행시

간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행시간의 변화 미반영시 차내 혼

잡수준에 따른 통행시간의 효용함수는 식(Ⅴ-2)와 같다.

 




 (Ⅴ-2)

  : 선택대안 i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통행시간 효용함수

 : 선택대안 i의 차내 통행시간


 : 선택대안 i의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전원착석가능)


 : 선택대안 i의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입석승객발생)

  : 선택대안 i의 입석여부 더미(입석시 1, 착석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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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값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의 값이 1일 때,  의 값과 (  )의 값에 따른 모형식

의 우도비()는 <표Ⅴ-10>과 같다. 값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검토결

과,  의 모든 값에 대해 (  )의 값이 0.5가 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의 값이 0.5일 때  의 값에 따른 우도비()

는 0.160에서 0.164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가장 높

게 추정되었다.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

성을 검증하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의 값 평균

0 0.5 1 1.5

  의

값

0 0.163 0.164 0.161 0.150 0.160

0.5 0.161 0.162 0.159 0.148 0.158

1 0.160 0.161 0.158 0.147 0.156

2 0.159 0.160 0.157 0.146 0.155

평균 0.161 0.162 0.159 0.148 0.157

<표 Ⅴ-10>  의 값과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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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 값 적용시(=)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의 차내 혼잡은 동일한 형태일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의 과 값을 0부터 2까지

로 설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값에 따른 각각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0  ln
ln



==0.5,  






==1,  




==2,  




모형별로 추정결과는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였으며,

모형식의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와 (  )에 값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설명변

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

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변수설명
  와 (  )의 값

0 0.5 1 2

 대안특성상수
-3.941*** -4.425*** -4.877*** -5.615***

(-4.972) (-5.093) (-5.118) (-4.952)

 차내 통행시간
-0.329*** -0.357*** -0.381 -0.410***

(-6.557) (-6.564) (-6.479) (-6.152)

 탑승률
-0.127*** -0.167*** -0.215*** -0.338***

(-4.643) (-4.706) (-4.724) (-4.636)

 탑승률(1초과)
-0.050*** -0.115*** -0.233*** -0.327***

(-4.988) (-5.236) (-5.370) (-5.152)

 입석여부더미
-0.064*** -0.096*** -0.143*** -0.289***

(-4.024) (-4.532) (-4.837) (-4.837)

Final Log Likelihood -227.868 -228.278 -229.314 -232.668

Adjusted Rho-square() 0.163 0.162 0.158 0.146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1> =일 때,  와 (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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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값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미치는 영향

의 크기로 간주할 수 있다. 값을 2로 적용한 경우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각 모형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

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

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값이 0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입석 승객들간의 차내 혼잡 수준

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

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90

배에서 1.97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즉,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

내 혼잡은 입석상태와 착성상태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

(  )의 과 값을 동일하게 설정한 모형식의 우도비()는 0.146

에서 0.163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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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 값 적용시(≠)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의 차내 혼잡은 상이한 형태일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의 과 값을 0부터 2까지

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   의 =0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식

=0,  ln
ln



=0.5,  ln




=1,  ln




=2,  ln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  )의 값

0 0.5 1 2

 대안특성상수
-3.941*** -4.095*** -4.152*** -3.987***

(-4.972) (-5.056) (-5.054) (-4.862)

 차내 통행시간
-0.329*** -0.341*** -0.347*** -0.334***

(-6.557) (-6.593) (-6.550) (-6.334)

 탑승률(1이하)
-0.127*** -0.129*** -0.130*** -0.126***

(-4.643) (-4.676) (-4.668) (-4.568)

 탑승률(1초과)
-0.050*** -0.114*** -0.228*** -0.391***

(-4.988) (-5.199) (-5.292) (-4.978)

 입석여부더미
-0.064*** -0.100*** -0.151*** -0.199***

(-4.024) (-4.748) (-5.100) (-4.962)

Final Log Likelihood -227.868 -227.674 -228.422 -231.650

Adjusted Rho-square() 0.163 0.164 0.161 0.150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2>  의 =0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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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2로 적용한 경우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각 모형

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

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의 값이 0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입석 승객들 간의 차내 혼

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

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90배에서 4.67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

은 입석일 경우 착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모형식의 우도비()는 0.150에서 0.164 사이의

값을 가지며, (  )의 값이 0.5일 때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0.33 0.34 0.35 0.33

0.13 0.13 0.13 0.130.11

0.21

0.38

0.59

0.00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 0.5 1 2

추
정

계
수

의
크

기

차내 통행시간 탑승률(1이하) 탑승률(1초과)+입석여부더미

��

<그림 Ⅴ-21>  의 =0일 때,

(  )의 값에 따른

추정계수

0.140

0.145

0.150

0.155

0.160

0.165

0.170

0 0.5 1 2

�
�

��

<그림 Ⅴ-22>  의 =0일 때,

(  )의 값에 따른

의 변화



- 104 -

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의 차내 혼잡은 상이한 형태일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의 과 값을 0부터 2까지

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   의 =0.5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식

=0,  


ln


=0.5,  







=1,  





=2,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  )의 값

0 0.5 1 2

 대안특성상수
-4.260*** -4.425*** -4.485*** -4.207***

(-5.015) (-5.093) (-5.088) (-4.898)

 차내 통행시간
-0.344*** -0.357*** -0.362*** -0.349***

(-6.531) (-6.564) (-6.519) (-6.306)

 탑승률(1이하)
-0.163*** -0.167*** -0.167*** -0.163***

(-4.675) (-4.706) (-4.696) (-4.593)

 탑승률(1초과)
-0.051*** -0.115*** -0.231*** -0.299***

(-5.022) (-5.236) (-5.330) (-5.018)

 입석여부더미
-0.059*** -0.096*** -0.148*** -0.197***

(-3.683) (-4.532) (-4.984) (-4.943)

Final Log Likelihood -228.464 -228.278 -229.000 -232.144

Adjusted Rho-square() 0.161 0.162 0.159 0.148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3>  의 =0.5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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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2로 적용한 경우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각 모형

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

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의 값이 0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입석 승객들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68배에서 3.05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은

입석일 경우 착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모형식의 우도비()는 0.148에서 0.162 사이의 값을

가지며, (  )의 값이 0.5가 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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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의 차내 혼잡은 상이한 형태일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의 과 값을 0부터 2까지

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   의 =1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식

=0,  
ln



=0.5,  




=1,  




=2,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  )의 값

0 0.5 1 2

 대안특성상수
-4.638*** -4.815*** -4.877*** -4.683***

(-5.055) (-5.127) (-5.118) (-4.930)

 차내 통행시간
-0.361*** -0.375*** -0.381*** -0.367***

(-6.498) (-6.525) (-6.479) (-6.270)

 탑승률(1이하)
-0.209*** -0.214*** -0.215*** -0.209***

(-4.708) (-4.737) (-4.724) (-4.617)

 탑승률(1초과)
-0.052*** -0.117*** -0.233*** -0.307***

(-5.059) (-5.275) (-5.370) (-5.060)

 입석여부더미
-0.054*** -0.091*** -0.143*** -0.195***

(-3.280) (-4.267) (-4.837) (-4.915)

Final Log Likelihood -228.784 -228.602 -229.314 -232.422

Adjusted Rho-square() 0.160 0.161 0.158 0.147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4>  의 =1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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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2로 적용한 경우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각 모형

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

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  )의 값이 0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입석 승객들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51배에서 2.41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은

입석일 경우 착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모형식의 우도비()는 0.147에서 0.161 사이의 값을

가지며, (  )의 값이 0.5가 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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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6>  의 =1일 때,

(  )의 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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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승객이 발생하는 시점의 전․후의 차내 혼잡은 상이한 형태일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와 (  )의 과 값을 0부터 2까지

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   의 =2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식

=0,  
ln



=0.5,  




=1,  




=2,  




모형식의 추정결과에 대해 추정계수의 부호, P값, t통계량을 검토하

였다.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

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likelihood와 우도비()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변수명 변수설명
(  )의 값

0 0.5 1 2

 대안특성상수
-5.578*** -5.786*** -5.854*** -5.615***

(-5.095) (-5.154) (-5.137) (-4.952)

 차내 통행시간
-0.404*** -0.420*** -0.426*** -0.410***

(-6.388) (-6.405) (-6.355) (-6.152)

 탑승률(1이하)
-0.340*** -0.348*** -0.349*** -0.338***

(-4.748) (-4.772) (-4.752) (-4.636)

 탑승률(1초과)
-0.053*** -0.120*** -0.240*** -0.427***

(-5.143) (-5.363) (-5.460) (-5.152)

 입석여부더미
-0.041*** -0.079*** -0.132*** -0.189***

(-2.310) (-3.580) (-4.446) (-4.837)

Final Log Likelihood -229.062 -228.888 -229.593 -232.668

Adjusted Rho-square() 0.159 0.160 0.157 0.146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5>  의 =2일 때, (  )의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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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2로 적용한 경우의 모형을 제외하고는 각 모형

의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나머지 변수들의 추정값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

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의 값이 0에서 2로 증가할수록 차내 혼잡수준의 변수인 와

의 추정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입석 승객들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0.28배에서 1.82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은

입석일 경우 착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 (  )의 값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모형식의 우도비()는 0.146에서 0.160 사이의 값을

가지며, (  )의 값이 0.5가 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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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모형

모형구축시 차내 혼잡수준 증가에 따른 시간가치 변화의 여부 및 형

태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비선형의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차내 혼잡수

준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변환

하여 적용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

  )에

대해 값을 각각 과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차내 혼잡변수와 결합되

는 차내 통행시간 변수에 대해 값을 으로 설정하였다. 과 은 0부

터 2사이, 는 1에서 2사이로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0.1단위로 설

정하여 추정하였다.

값에 따른 모형별 추정결과,   의 값은 모든 모형에서 0일 때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 값이 0일 때, (  )의 값

은 0에서 2로 커질수록 우도비가 높게 나타났다. 의 값이 1.5에서 2

사이에서 모든 모형의 우도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의 값

이 1.6일 때 모형의 우도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의 =0. (
 )의 =2, 의 =1.6으로 식(Ⅴ-3)과 같다.

  ln



 (Ⅴ-3)

  : 선택대안 i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통행시간 효용함수

 : 선택대안 i의 차내 통행시간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전원착석가능)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입석승객발생)

  : 선택대안 i의 입석여부 더미(입석시 1, 착석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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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추정결과 설명변수들인 차내 통행시간, 탑승률, 입석여부

더미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명변수의 추

정계수값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의 값이 1.6일 때, 차내 통행시간 변수인 의 추정값은 –0.44

로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들인 , , 의 추정값 -0.03, -0.11,

-0.17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은

탑승률이 1이하일 때인 보다 22.38배, 탑승률이 1초과일 때인 보다

2.2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차내 혼잡수준과 관련된 계수들의 합

인 ++의 2.02배로 나타났다. 실제로 탑승률이 1을 초과할 경우 

와 입석더미 변수인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입석 승객들 간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0.20으로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인 0.02의 10.1배 정도로 높게 추정되었다. 개별 통행자의 차내

혼잡수준은 착석 통행시 보다 입석 통행시에 상대적으로 높다고 예상된

다. 또한 와 의 각각의 추정값은 –0.03과 –0.17로 의 추정값은

광역버스의 특성상 입석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차내 통행시간의 비효용

으로 작용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특성상수 차내 통행시간 탑승률(1이하) 탑승률(1초과) 입석여부더미

    
-4.122*** -0.443*** -0.020*** -0.030*** -0.170***

(-4.741) (-6.072) (-3.673) (-6.484) (-6.482)

Final Log Likelihood : -224.543

Adjusted Rho-square() : 0.176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6> 최적 모형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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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통행시간의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최적 모형은   의 =0. (
 )의 =0.5로 식(Ⅴ-4)와 같다.

  ln



 (Ⅴ-4)

  : 선택대안 i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통행시간 효용함수

 : 선택대안 i의 차내 통행시간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전원착석가능)


 : 선택대안 i의 총 좌석수 < 재차인원일 때의 탑승률(입석승객발생)

  : 선택대안 i의 입석여부 더미(입석시 1, 착석시 0)

차내 통행시간의 변수인 의 추정값은 -0.34로 나머지 변수들의 추

정값인 -0.13, -0.11, -0.1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별 통행자

가 통행선택시 차내 통행시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탑승률이 1이하일 때인 보다 2.64배, 탑

승률이 1초과일 때인 보다 1.59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석승객들

간의 차내 혼잡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와 입석여부을 반영한 변수인 

의 합은 좌석을 확보한 착석 상태의 승객들의 차내 혼잡 수준을 반영한

변수인 의 1.66배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와 의 각각의 추정값은

–0.11과 –0.10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혼잡한 상태에서의 통행시간의 길

이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특성상수 차내 통행시간 탑승률(1이하) 탑승률(1초과) 입석여부더미

    
-4.095*** -0.341*** -0.129*** -0.114*** -0.100***

(-5.056) (-6.593) (-4.676) (-5.199) (-4.748)

Final Log Likelihood : -227.674

Adjusted Rho-square() : 0.164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표 Ⅴ-17> 통행시간의 변동 불포함시 최적 모형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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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가치 추정결과

1) 혼잡승수 산정

앞서  와 (  )의 값은 각각 =0, =2, 의 =0.6일 때

를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각 설명변수들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혼

잡승수를 산정할 수 있다. 혼잡승수란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에 대한 효용과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통

행시간의 효용의 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통행자가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

태로 전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탑승률이 1 이하일 때와 탑승률이 1 초

과일 때로 변수를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단, 차내 혼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느끼는 시간가치는 달라지며 특히, 착석통행과 입석

통행시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시간가치의 변화 형태는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탑승률 1을 전․후로 각각의 혼잡승수를 산정할 수 있다.

광역버스의 개별 통행자에게 좌석의 확보는 장거리 통행, 협소한 입

석가용면적 등의 이유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입석과 마찬가지로 착

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재차인원의 증가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느끼는

차내 혼잡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석 통행시에는 입석

여부 자체가 발생시키는 비효용과 입석승객간의 혼잡수준이 반영된다.

탑승륭에 따른 시간가치는 착석시 ln


, 입석

시 탑승률에 따른 시간가치는 
 가 된다.

탑승률 ≤ 1일 때,  

ln



(Ⅴ-5)

탑승률 > 1일 때,  


 

(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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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승수의 산정결과 탑승률이 증가함에 따라 혼잡승수도 증가하게

된다. 탑승률이 1 이하일 때와 1 초과일 때의 차내 혼잡증가에 따른 혼

잡승수의 증가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

승수가 비선형의 형태로 증가하며 이는 광역버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하였을

때, 광역버스는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철도와 유

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별 통행자의 평균 통행거리가

도심 내와 장거리 지역 간 통행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버스의 차내

공간은 좌석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탑승률이 1 이하일 때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만석이 되기 전까지 점점 줄어든다. 좌석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탑승률의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개별 통행

자의 선호 좌석에 대한 선택 가능성, 혼자 앉게 되었을 때는 쾌적성 등

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잡승수가 증가하나 그 증가분이 감

소하는 이유는 만석에 가까워지면서 좌석의 확보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

별 통행자에게 주어지는 선호 좌석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

이다. 만석상태가 되면 탑승률이 1이 되는 지점에서 좌석 확보 가능성은

사라지고 대신에 입석여부 더미가 작용하게 된다.

탑승률이 1 초과일 때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는 증가하며, 그

증가분은 차내 혼잡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게 된다. 탑승률 증가에 따른

혼잡승수의 증가 형태는 탑승률이 1 이하일 때와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로 착석통행과 입석통행의 특성이 다르며, 착석이 가능할 때의 탑승률에

따른 혼잡과 착석이 불가능하여 입석일 때의 탑승률에 따른 혼잡이 의미

하는 바가 같지 않다. 특히,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석

자체가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에 비효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착석이

가능할 때의 시간가치에 비해 높은 혼잡승수값을 나타내게 된다. 탑승률

이 1이 되는 지점은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해지는 지점으로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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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과 입석통행의 분기점으로 작용하며, 입석여부 더미에 의해 분리된

다. 따라서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의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는 입석상

태의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입석으로 인한 불편과 입석승객 간 혼잡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분석대상 광역버스의 차내 공간 중 입석이 가능한

면적은 3.456으로 입석승객은 양쪽의 좌석과 좌석사이인 통로에 일렬

로 서서가게 된다. 입석승객 간에 발생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일정면적당

입석승객수보다는 입석승객간의 간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탑승률이 증가할수록 혼잡승수의 증가분이 커지게 된다.

즉, 입석승객간의 간격을 달라지게 하는 입석승객수의 영향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노선인 1500번의 최대 탑승률은 1.63이며, 실제로도

광역버스의 입석가용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차내 혼잡수준

의 한계로 인해 혼잡승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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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9> 탑승률 증가에 따른 혼잡승수 변화

탑승률 0.4 0.6 0.8 1.0 1.2 1.4 1.6 1.8 2.0

혼잡승수 0.33 0.63 0.84
1.00

1.43 1.56 1.78 2.09 2.48
1.38

<표 Ⅴ-18> 탑승률 증가에 따른 혼잡승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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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혼잡승수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노선의 오후 첨두시의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이용하였다. 선택대안의 평균 차내 통행시

간은 41.2분이며, 탑승률이 1.63일 때의 혼잡승수는 1.82로 분석되었다.

단, 모형구축시 의 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행시간의 길이가 달라졌

을 때의 혼잡승수를 산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에서도 통행시간의 길이 즉,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통행시간의 변동에 따른 혼잡승수 산정결과 통행시간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혼잡승수는 증가하게 된다. 즉, 탑승률이 1.63으로 동일하더라

도 통행시간이 2배가 되면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도

1.13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동

일한 차내 혼잡수준에 대한 체감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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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0>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른 혼잡승수 변화(탑승률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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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비교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분석지역, 분석대상, 조사방법, 추정모형, 추정결과로 정리한 결과는

<표 Ⅴ-19>와 같다. 본 연구와의 추정결과와 비교하기에 앞서, 각각의

연구들의 분석조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차내 혼잡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개인교통수단이 아닌 버스,

트램, 메트로, 철도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대상 설정시,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교통

수단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이에 메트로, 철도 등이 주요 분석대상이었

으며, 일부 버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차내 혼잡수준이 매우 높은 노선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차내 혼잡이 개별 통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고, 혼잡수

준에 따라 그 크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된 개별 통행자의 자료

를 구득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술선호(SP) 조사방법을

기반으로 개별 통행자의 통행자료를 구득하여 추정하였다. 진술선호(SP)

조사방법의 경우, 연구자가 연구방향에 맞게 가상적인 선택대안을 설계

하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고 과대 추정 될 우려가 있다. 특히, 탑승

률, 입석밀도 등과 같은 설정된 혼잡지표의 수준에 대해 현재 느끼고 있

는 상태가 아닌 기존에 인지된 정보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기 때문이다.

셋째, 차내 혼잡에 대한 정의와 차내 혼잡수준에 대해 계량화된 혼

잡지표가 상이하다. 차내 혼잡에 대해 착석과 입석, 분석대상의 용량대비

이용자수, 입석가용면적대비 입석승객수 등의 혼잡지표를 설정할 수 있

다. 차내 혼잡수준은 분석수단의 특성과 차량의 내부 구조의 영향을 받

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은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개별 통행자수

보다 입석가용면적에 서서갈 수 있는 개별 통행자수가 많다. 좌석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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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긴 의자에 여러 명이 앉게 되고, 마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좌석확

보가 가능할 경우에도 입석을 선택하거나, 입석시에도 차량의 문 앞쪽을

선호할 수 있다. 즉, 분석수단 특성에 따라 혼잡지표와 혼잡수준에 대한

설정이 상이하게 된다. 차내 혼잡에 대한 정의에 따라 설정된 혼잡지표

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석밀도를 혼잡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가 개별 통행자들에게 차

내 혼잡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입석승

객이 발생하기 전,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단, 진술선호(SP) 조사방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들 중 착석인

상태일 때, 입석승객에 의해 받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사례들이 종종 있

다. 기존의 철도 및 지하철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탑승률을 혼잡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입석밀도를 설정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는 혼잡지표를 탑승률로 설정하였으며,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재차

인원의 증가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선호 좌석의 확보 가능성, 혼자서 앉

아서 갈 수 있는 쾌적성 확보 등의 측면까지 고려하였다. 따라서 탑승률

이 1이하일 때의 혼잡승수를 산정하였으며,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

해지는 지점인 탑승률이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각각에 대해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특히,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의 차내 혼잡에 대해 개별 통행

자가 입석자체에 대해 느끼는 불편과 입석시에 입석승객수에 따른 입석승

객들 간의 혼잡에 대해 별도의 변수설정을 통해 추정하였다. 단, 추정결과

에 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입석밀도에 따른 혼잡승수에 대해

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차내 혼잡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대한 고찰로 주

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앞서 검토한 분석대

상, 조사방법, 혼잡지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추정결과는 착석과

입석 각각의 상태에서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혼잡승수, 착석을 고려하

지 않고 입석승객이 발생한 이후의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혼잡승수 등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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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대상 조사방법 혼잡지표 추정결과

본 연구(2019) 광역버스 RP
탑승률 ≤ 1 0～1.00

탑승률 > 1 1.29～1.82

Yab et al.(2018) 버스, 트램 RP
탑승률 ≥ 0

입석밀도 > 0
1～1.34

Tirachini et al.(2016) 메트로 RP
탑승률 > 1

입석밀도 > 0
1～1.55

Maquez et al.(2019) BRT, 메트로 SP 입석밀도 > 0 1～1.51

Bjorklun et al.(2017)
버스, 트램,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 0 1.98～2.15

Varghese et al.(2016) 버스 SP 입석밀도 > 0 1.32～1.52

Batarce et al.(2016) 버스, 메트로 SP 입석밀도 > 0 1～1.76

Kroes et al.(2014) 트램,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 0 1～1.60

Kato(2014) 철도 SP 탑승률 ≥ 0 1～1.60

Wardman et al.(2011) 버스, 메트로, 철도 SP 입석밀도 > 0 0.86～2.69

Whelan and Crockett(2009) 철도 SP 입석밀도 > 0 1～2.21

<표 Ⅴ-19> 선행연구와의 비교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수가 동일해지는 지점

을 시점으로 혼잡승수를 산정하였다. 개별 통행자의 통행상태에 대해 착

석과 입석으로 구분한 경우에도, 혼잡에 대해서 이미 입석승객수가 발생

한 이후를 혼잡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탑승률이 1일 때의 차

내 통행시간이 곧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통행시간의 효용을 나

타낸다. 따라서 탑승률이 1 이하일 때를 포함할 경우에도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혼잡승수가 이미 1의 값을 갖으며, 만석이 될 때까지 그 값

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구축시 혼잡지표를 탑승률 즉,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원수로 설정하였으며, 탑승률이 1 이하일 때의 혼잡승수를 산정하

였다. 분석대상 노선의 경우, 탑승률은 0.3에서 1.7사이로 나타났으며 탑

승률에 따른 혼잡승수값은 <그림 Ⅴ-31>과 같다. 재차인원이 총 좌석수

보다 적은 상태에서 만석이 되어 탑승률이 1이 되는 지점까지도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도 증가하게 된다. 입석승객이 발생하게 되면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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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혼잡효과가 반영되서 탑승률이 1인 지점에서 만석이었을 때

1이었던 혼잡승수값이 1.38로 높아지게 된다. 즉, 입석여부 자체가 이미

차내 혼잡수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입

석승객수의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는 증가하며 그 증가분도 커지게 된다.

구분 분석대상 조사방법
탑승률

0.5 1 1.5

본 연구(2019) 광역버스 RP 0.50
1.00

1.66
1.38

Yab et al.(2018) 트램, 버스 RP 1.00 1.16 1.22

Tirachini et al.(2016) 메트로 RP 1.00 1.00 1.10

Hironori Kato(2014) 철도 SP 1.00 1.05 1.20

<표 Ⅴ-20>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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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1>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 비교

본 연구에서는 탑승률이 1 이하인 상태에 대해서도 재차인원 증가에

따른 혼잡승수를 산정하였으며, 탑승률이 0.5일 때 0.50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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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b et al.(2018), Tirachini et al.(2016), Kato(2014)의 추정결과, 탑승률

이 1 이하일 때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착석이 가능한 상태에의 차

내 혼잡수준은 입석승객 발생 전까지 1의 값이거나 근사한 값일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탑승률이 1인 지점까지를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차내 통행시간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있으

며, 이때의 혼잡승수는 1 또는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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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2> 탑승률 0.5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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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3> 탑승률 1일 때,

혼잡승수 비교(착석시)

총 좌석수와 재차인원이 동일해지는 지점에서 탑승률은 1의 값을 갖

으며, 개별 통행자는 더 이상 좌석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석

자체가 발생시키는 비효용의 영향으로 혼잡승수는 1에서 1.38로 증가하

게 된다. 이 후, 재차인원이 증가에 따라 입석승객수가 증가하게 되어 탑

승률이 2가 될 때의 혼잡승수는 2.48로 본 연구의 결과가 가장 높게 추

정되었다. 다음으로 Kato(2014)의 혼잡승수가 1.40으로 산정되었다. 각

연구별 분석대상의 입석가용면적은 수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광역버스가 3.46이며, Yab et al.(2018)의 버스는 8.9,

Tirachini et al.(2016)의 지하철은 428에 비해 차량의 입석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입석가용면적이 작게 되면 실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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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석승객수가 작더라도

입석밀도값 자체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산정된 혼잡승수 비교시 반영된

차내 혼잡지표와 분석대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차량의 입석가용

면적 규모와 더불어 광역버스와 트램, 지하철 등의 차내 구조 및 좌석의

배치 형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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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4> 탑승률 1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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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본 연구(2019) Yab et al.(2018) Tirachini et

al.(2016)

Hironori

Kato(2014)

혼
잡

승
수

<그림 Ⅴ-35> 탑승률 2일 때,

혼잡승수 비교



- 123 -

3. 적용방안

1) 차내 혼잡 감소 편익 산정

본 연구에서 추정한 차내 혼잡에 따른 혼잡승수 결과를 이용하여 차

내 혼잡 감소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내 혼

잡 감소 편익(The Valuation of In-vehicle Crowding Travel Time

Savings : VOICTS)은 식(Ⅴ-5)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미시행시와 시행

시의 차내 혼잡 비용을 각각 산출한 후, 그 차이를 차내 혼잡 감소에 따

른 편익으로 산정한다.

 미시행시행 (Ⅴ-5)

차내 혼잡 비용의 산정시 관련 지침이나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수단별 차내 통행시간 가치와 재차인원을 이용할 수 있다. 혼잡승수

1단위당 시간가치를 산출하고, 실제의 탑승률에 기반의 혼잡승수와 차내

통행시간, 이용수요의 곱으로 산정한다. 단, 차내 혼잡 감소에 따른 순편

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혼잡수준 감소로 인한 유발수요 또는 전환수요

등을 제외한 고정수요인 상태를 전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 (Ⅴ-6)

 : 광역버스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 가치
 : 통행시간 가치 산정시 전제된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

 :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

 : 차내 통행시간

 : 이용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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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 버스 투입 방안에 따른 편익 산정

차내 혼잡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2층 버스 투

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 광역버스의 운

영효율화 방안으로 2층 버스 도입 및 노선개편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2

층 버스의 도입은 차내 혼잡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차내

혼잡 수준이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2층 버스를 투입하여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일반버스 대신 2층 버스를 구입하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버스운영자 입장에서 차량가격 및 운영비에 대한 손실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2층 버스 투입에 따라 발생되는 편익의 계

량화가 가능해지면 차량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재정 부담과 운수

업체 참여의 유도 등)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차량의 용량증대는 개별 통행자가 경험하는 차내 혼잡 수준에 직접

적인 변화로 작용한다. 2층 버스의 용량은 일반버스의 약 1.5배 수준으로

투입 전․후의 이용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입석승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가 모두 앉아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Ⅴ-36> 2층 버스 차량의 외부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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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혼잡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층 버스를 도입하게 되

면 차량의 총 좌석수, 첨두시 탑승률,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가 달라진

다. 기존의 41인승 버스 대신에 2층 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차량의 총 좌

석수가 41인승에서 70인승으로 전환된다. 이 때, 총 좌석수 대비 재차인

원의 비인 탑승률은 <그림 Ⅴ-37>과 같이 1.63에서 0.96로 감소하게 되

며,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 또한 1.82에서 0.97로 감소하게 된다. 차내

혼잡수준이 낮아지면서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던 차내 통행시간 동안의

시간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즉, 개별 통행자의 통행의 질이 높아진다.

1.82

0.97

<그림 Ⅴ-37> 탑승률 감소에 따른 혼잡승수의 변화

본 연구에서 산정한 혼잡승수를 통해 2층 버스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첨두시 차내 혼잡수준이 반영되었을 때의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를 추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노선인 1500번의 오후 첨두시 개별

통행자의 차내 통행시간과 차내 혼잡수준을 이용하여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차내 혼잡 감소 편익을 <표 Ⅴ-21>과 같이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버스 개별 통행자의 시간가치와 시간가치 산정시 적용된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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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대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통행시간의 가치는 교통수단,

통행목적, 사회경제적지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단선택별 시간가치 중 대중교

통수단의 가정기반 통근통행 시간가치인 5,997원/시를 적용하여 산정하

였다. 단, 제시된 자료의 통행시간은 차내 통행시간, 차외 통행시간, 대기

시간, 도보시간이 포함된 총 통행시간을 전제하고 있다.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차내 혼잡 감소 편익 산정결과, 차내 혼잡 비

용은 도입 전이 5,977천원/시, 도입 후는 3,186천원/시로 2,792천원/시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탑승률에 기반한 혼잡승수를 이용함으로써

차내 혼잡 감소에 따른 개별 통행자의 쾌적성 향상에 대한 계량화가 가

능해진다. 따라서 2층 버스 도입뿐만 아니라 버스의 증차, 노선 개편, 신

교통수단 도입 및 전환 등에 따른 차내 혼잡 감소 편익에 대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내・외에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버스의 증차,

노선 개편, 신교통수단 도입 및 전환 등의 대중교통 개선 사업이나 정책

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발수요와 전환수요로 인해

차내 혼잡의 개선효과가 상쇄되는 경우가 있어 편익의 적용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구분 미시행시 시행시

동일

광역버스의 시간가치(원/인․시) 5,997 5,997

광역버스의 시간가치 산정시 적용된 탑승률 0.8 0.8

차내 통행시간(분) 41.2 41.2

첨두시 이용수요(인/대․시) 67 67

첨두시 운행대수(대/시) 10 10

개선

차량의 총 좌석수(석) 41 70

첨두시 탑승률 1.63 0.96

탑승률에 따른 혼잡승수 1.82 0.97

차내 혼잡 비용 5,977천원/시 3,186천원/시
자료 : 1) 한국교통연구원(2015),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전국 여객O/D 현행화)」

<표 Ⅴ-21>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차내 혼잡 감소 편익 산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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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광역버스는 대도시권의 도시와 외곽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대중교

통수단으로 지역 간 교통수단과 도시 내 교통수단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착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첨두시의 이용수요가 높아 입석

승객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버스의 수단특성을 고려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개별 통행자는 도시 내 통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거리

통행을 하게 된다. 좌석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석통행보다

는 착석통행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좌석

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입석통행시 입석여부 자체가 발생시키는

비효용을 고려하여 입석여부 더미를 별도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입석여

부가 결정되는 순간의 차내 혼잡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

며, 탑승률 1 이하일 때와 1 초과일 때의 시간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

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내 혼잡수준에 따른 차내 시간가치의 관계에

대해 비선형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ox-Cox transformation을 이용

하여 변환한 탑승률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

을 갖더라고 차내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라 시간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추정결과, 차내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가치는 비선형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이 1 이하일 때와 1 초과일 때의 차내 혼

잡증가에 따른 혼잡승수의 증가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가 비선형의 형태로 증가하며 이는 광역버스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모형의 설명변수들인 차내 통

행시간, 탑승률, 입석여부더미의 부호가 모두 음(-)의 부호로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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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일치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설명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탑승률이 1 이하일 때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만석이 되기 전까지 점점 줄어든다. 탑승률이 0.4일 때 혼잡

승수는 0.33이며 재차인원이 총 좌석수와 동일해 지는 지점에서 혼잡승

수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좌석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탑승률의 증

가에 따라 혼잡승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개별 통행자의 선호 좌석에 대한

선택 가능성, 혼자 앉게 되었을 때는 쾌적성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탑승률이 1 초과일 때 탑승률 증가에 따라 혼잡승수는 증가하며, 그

증가분은 차내 혼잡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게 된다. 실제로 착석통행과

입석통행의 특성이 다르며, 착석이 가능할 때의 탑승률에 따른 혼잡과

착석이 불가능하여 입석일 때의 탑승률에 따른 혼잡이 의미하는 바가 같

지 않다. 특히,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입석자체가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에 비효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착석이 가능할 때의

시간가치에 비해 높은 혼잡승수 값을 나타내게 된다. 탑승률이 1인 지점

에서 혼잡승수는 이미 1.39값을 갖으며, 분석노선의 최대 탑승률인 1.63

일 때의 혼잡승수는 1.82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광역버스의 입석가용면적

이 협소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차내 혼잡수준의 한계로 인해 혼잡승수

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에서도 통행시간의 길이에 따라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통행시간의 변

동에 따른 혼잡승수 산정결과 통행시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혼잡승수는

증가하게 된다. 즉, 탑승률이 1.63으로 동일하더라도 통행시간이 2배가

되면 개별 통행자가 체감하는 차내 혼잡수준도 1.13배 높아지게 된다. 따

라서 개별 통행자의 통행시간이 길어질수록 동일한 차내 혼잡수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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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감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자료는 실증자료로써 기존에 관측이나

계량화에 한계가 있던 차내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 등에 대한 변수들

의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측

면에서 추정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요 통행수단으로써 광역버스의 역

할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광역버스의 혼잡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

해 이용자의 쾌적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하지

만, 차내 혼잡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판

단하기 위한 계량화된 편익항목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인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를 활용하여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배차간격 축소, 버스용량 증대, 버스노

선 추가, 요금제 등)들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차량 내 혼잡완화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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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의 실제 통행행태를 수집한 스마트

카드 자료 기반의 실증적인 연구로써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마트카드 자료를 통해 구득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형태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와 방법 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차내 혼잡에 따른 시간가치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기

존의 진술선호(SP) 조사 기반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조사시, 연구자

가 연구방향에 따라 설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내 혼잡에 따른 시

간가치의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설문 설계시 연구자가 개별 통행자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한 요인들과 그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대안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시선호(RP) 자료는 자료상에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이 외에도 통

행목적, 통행빈도, 통행시간대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이용

한 개별 통행자의 통행선택의 경우, 역방향 통행이 발생하는 노선과 구

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였다. 분석노선을 이용하는 개별 통행자는

오후 첨두시에 역방향 통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차내

혼잡수준이 높은 오전 첨두시 또는 기타 시간대의 차내 혼잡에 따른 시

간가치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오전 첨두시에는 주로 교외에

서 도심방향의 이용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이용자의 통행목

적은 출근 통행으로 추정된다. 이에 차내 혼잡수준이 높더라도 정해진

출근시간의 제약에 의해 입석 통행을 강행하거나, 승차시간대를 조정하

여 역방향 통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시간과 노선의 자료로 추정된 결과로 노선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대중교통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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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다양한 노선과 시간대에서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혼잡 가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중교통의 혼잡가치를 일반화하여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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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1500번 차량별 오전 재차인원 집계 결과

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0 교하차고지 1 0 0 0 0 0 0 0
1 연다산2리 1 0 0 0 0 0 0 0
2 다율1리 1 0 0 0 0 0 0 0
3 난방공사 1 0 0 0 0 0 0 0
4 청석마을8단지 1 0 0 0 2 0 0 0
5 청석마을9단지 1 2 1 0 2 1 0 0
6 숲속길마을7단지 3 2 1 0 2 2 0 1
7 숲속길마을3.6단지 5 4 2 1 4 3 0 3
8 산내마을6.8단지 7 3 4 2 3 3 0 4
9 청암초교 7 3 4 2 3 3 0 4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7 5 4 3 3 4 0 4
11 가람마을2.8단지 11 8 2 4 4 3 0 4
12 운정1동주민센터 11 8 2 4 4 3 0 4
13 가람마을11단지 11 9 2 5 4 3 0 7
14 해솔마을6.7단지 11 12 4 7 6 4 0 7
15 한빛마을1단지 8 13 4 7 7 4 0 9
16 한빛마을3.6단지 9 17 6 12 10 5 5 13
17 한빛마을4.8단지 12 17 8 13 9 6 6 14
18 송산동 13 18 10 12 9 7 6 15
19 일산가구공단 13 17 12 14 9 8 7 15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3 16 12 17 9 8 7 16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3 16 12 17 8 9 6 17
22 농수산물센터 13 16 15 18 9 10 8 18
23 대화역 9 14 14 17 10 15 10 30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9 14 14 17 10 16 11 31
25 문촌마을(중) 10 17 16 22 10 18 15 38
26 주엽역(중) 9 20 15 21 10 21 18 41
27 강선마을(중) 9 22 15 22 11 21 21 42
28 일산경찰서(중) 11 21 17 26 10 23 22 42
29 일산동구청(중) 11 23 17 23 11 24 24 42
30 마두역(중) 10 21 18 23 20 24 27 43
31 알미공원(중) 10 21 19 23 20 24 27 43
32 백석역(중) 10 21 19 20 21 24 27 42
33 백석동(중) 11 21 21 20 24 26 28 45
34 일산IC진입(경유) 11 21 21 20 24 26 28 45

<표 A-1>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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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35 행주대교IC(경유) 11 21 21 20 24 26 28 45

36 방화대교북단(경유) 11 21 21 20 24 26 28 45

37 가양대교북단(경유) 11 21 21 20 24 26 28 45

38 성산대교북단(경유) 11 21 21 20 24 26 28 45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5 7 11 17 13 13 9 22

40 삼환아파트 5 5 8 16 9 12 8 17

41 영등포시장 5 3 5 11 6 8 3 12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3 5 4 6 3 5 5 15

43 영등포시장 4 8 7 12 5 9 11 21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18 10 7 12 5 11 13 25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33 12 12 23 11 19 21 34

46 양화대교북단(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47 성산대교북단(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48 가양대교북단(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49 방화대교북단(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50 행주대교IC(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51 일산IC진출(경유) 33 12 12 23 11 19 21 34

52 백석동(중) 32 11 11 22 11 16 15 34

53 백석역(중) 32 11 9 22 10 13 13 28

54 마두역(중) 34 9 8 17 8 11 12 26

55 일산동구청(중) 30 7 7 11 8 9 12 21

56 일산경찰서(중) 27 5 7 10 8 9 11 21

57 강선마을(중) 27 5 6 10 7 7 12 20

58 주엽역(중) 24 5 5 6 6 7 12 20

59 문촌마을(중) 15 5 4 5 6 7 11 17

60 일산서구청 13 5 4 5 5 7 6 17

61 대화역 6 7 4 3 3 5 8 18

62 농수산물센타 6 7 4 3 3 5 9 18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5 7 4 3 3 4 10 20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7 7 4 3 3 6 8 20

65 일산가구공단 7 6 3 3 3 7 8 18

66 송산동 7 5 3 3 3 7 8 17

67 한빛마을4.8단지 7 5 3 3 3 8 8 13

68 한빛마을3.6단지 5 4 3 3 4 8 10 12

69 한빛마을1단지 6 4 3 3 4 9 9 8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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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70 해솔마을6.7단지 6 4 2 3 3 9 8 8

71 가람행복센터 6 4 3 3 3 10 8 8

72 가람마을11단지 6 4 2 3 3 10 8 9

73 운정1동주민센터 5 4 2 3 4 10 8 9

74 가람마을2.8단지 5 4 2 3 4 10 8 8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5 4 2 3 4 11 8 7

76 청암초교 5 4 2 3 4 11 8 7

77 월드2차아파트 5 4 2 3 4 10 7 5

78 숲속길마을3.6단지 1 2 2 3 1 8 5 4

79 트리플메디컬타운 1 1 1 1 1 8 4 2

80 청석마을9단지 0 1 1 1 1 6 4 1

81 청석마을8단지 0 1 1 1 1 4 4 1

82 난방공사 0 1 1 1 1 4 3 1

83 다율1리 0 1 1 1 1 4 2 1

84 연다산2리 0 1 0 0 0 3 2 1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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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0 교하차고지 0 0 0 0 0 1 0 0

1 연다산2리 0 0 0 0 0 1 0 0

2 다율1리 0 0 0 0 0 1 0 0

3 난방공사 0 0 0 0 0 2 0 0

4 청석마을8단지 0 0 0 0 0 2 0 0

5 청석마을9단지 0 0 0 0 0 2 0 0

6 숲속길마을7단지 1 0 2 1 0 2 0 0

7 숲속길마을3.6단지 2 2 2 1 0 2 2 0

8 산내마을6.8단지 4 3 3 2 1 3 3 1

9 청암초교 4 3 3 2 1 3 3 1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4 5 3 2 2 5 2 1

11 가람마을2.8단지 4 5 4 3 5 5 3 2

12 운정1동주민센터 3 5 4 3 5 12 3 3

13 가람마을11단지 4 6 4 4 5 12 4 5

14 해솔마을6.7단지 4 5 7 5 7 12 7 9

15 한빛마을1단지 5 6 8 5 8 12 10 12

16 한빛마을3.6단지 8 7 12 5 19 12 16 22

17 한빛마을4.8단지 8 8 12 5 24 13 19 30

18 송산동 9 8 15 8 26 14 20 33

19 일산가구공단 9 9 15 9 29 18 21 35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9 9 15 12 30 17 24 31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0 9 15 12 30 18 24 29

22 농수산물센터 12 9 16 14 37 18 22 27

23 대화역 16 8 22 22 38 17 19 13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17 9 22 24 39 18 26 13

25 문촌마을(중) 20 12 27 27 43 17 29 16

26 주엽역(중) 22 15 28 30 41 18 31 17

27 강선마을(중) 23 17 33 33 41 20 35 20

28 일산경찰서(중) 35 20 34 36 43 27 40 25

29 일산동구청(중) 35 21 34 37 44 29 38 24

30 마두역(중) 41 24 36 43 45 34 41 27

31 알미공원(중) 41 27 36 43 44 35 42 30

32 백석역(중) 41 26 35 44 46 38 40 31

33 백석동(중) 41 26 40 47 46 42 44 37

34 일산IC진입(경유) 41 26 40 47 46 42 44 37

<표 A-2>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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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35 행주대교IC(경유) 41 26 40 47 46 42 44 37

36 방화대교북단(경유) 41 26 40 47 46 42 44 37

37 가양대교북단(경유) 41 26 40 47 46 42 44 37

38 성산대교북단(경유) 41 26 40 47 46 42 44 37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15 12 18 26 23 27 18 26

40 삼환아파트 13 9 15 22 21 23 15 24

41 영등포시장 6 7 12 13 16 19 10 18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7 5 14 13 3 10 3 7

43 영등포시장 11 7 29 20 9 10 5 14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12 10 30 21 11 10 5 15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21 16 40 32 18 13 11 32

46 양화대교북단(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47 성산대교북단(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48 가양대교북단(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49 방화대교북단(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50 행주대교IC(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51 일산IC진출(경유) 21 16 40 32 18 13 11 32

52 백석동(중) 17 16 33 27 16 12 9 30

53 백석역(중) 3 16 31 22 14 10 9 27

54 마두역(중) 3 12 25 17 4 8 6 16

55 일산동구청(중) 2 10 12 13 3 6 4 10

56 일산경찰서(중) 2 9 11 12 3 4 4 7

57 강선마을(중) 2 8 9 9 2 4 4 5

58 주엽역(중) 2 9 5 7 2 3 4 5

59 문촌마을(중) 2 7 3 6 2 2 2 4

60 일산서구청 2 7 1 6 1 2 2 2

61 대화역 1 8 1 3 1 1 2 0

62 농수산물센타 1 8 1 3 1 1 2 0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 9 1 3 1 1 2 0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0 8 2 3 1 1 1 0

65 일산가구공단 0 8 2 4 1 1 1 0

66 송산동 0 8 1 4 1 1 1 0

67 한빛마을4.8단지 0 9 1 4 1 1 1 0

68 한빛마을3.6단지 0 8 1 4 1 1 1 0

69 한빛마을1단지 0 6 2 4 1 1 1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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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70 해솔마을6.7단지 0 6 2 4 2 0 0 0

71 가람행복센터 0 3 3 4 2 0 0 0

72 가람마을11단지 0 3 3 4 2 0 0 0

73 운정1동주민센터 0 3 3 2 1 0 0 0

74 가람마을2.8단지 0 3 2 2 1 1 0 0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0 2 3 2 1 1 1 0

76 청암초교 0 2 3 2 1 1 1 0

77 월드2차아파트 0 2 3 2 1 1 1 0

78 숲속길마을3.6단지 0 2 1 2 1 0 1 0

79 트리플메디컬타운 0 2 3 1 1 0 0 0

80 청석마을9단지 0 2 3 1 1 0 0 0

81 청석마을8단지 0 2 3 1 1 0 0 0

82 난방공사 0 2 3 1 1 0 0 0

83 다율1리 0 2 3 1 0 0 0 0

84 연다산2리 0 2 3 0 0 0 0 0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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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0 교하차고지 0 0 0 0 0 1 0 1

1 연다산2리 0 0 0 0 0 1 0 1

2 다율1리 0 0 0 0 0 1 0 1

3 난방공사 0 0 0 0 0 1 0 1

4 청석마을8단지 0 0 0 0 0 2 0 1

5 청석마을9단지 0 1 0 0 2 2 0 0

6 숲속길마을7단지 0 1 1 0 3 4 2 0

7 숲속길마을3.6단지 2 1 2 2 4 8 4 0

8 산내마을6.8단지 5 1 3 3 7 7 8 3

9 청암초교 5 1 3 3 7 7 8 3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7 2 3 5 8 8 9 5

11 가람마을2.8단지 9 3 3 10 11 14 9 6

12 운정1동주민센터 9 4 3 10 11 14 9 7

13 가람마을11단지 10 4 3 11 14 14 13 8

14 해솔마을6.7단지 11 6 4 14 20 18 14 12

15 한빛마을1단지 11 6 4 17 21 25 16 11

16 한빛마을3.6단지 13 8 12 27 23 33 19 20

17 한빛마을4.8단지 14 11 12 30 25 36 20 22

18 송산동 15 11 14 29 26 36 21 22

19 일산가구공단 17 11 16 30 27 35 21 21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6 12 18 35 28 36 23 21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9 13 19 33 28 38 18 17

22 농수산물센터 19 13 20 39 28 38 19 17

23 대화역 13 12 16 30 26 31 25 13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14 13 17 29 27 32 25 13

25 문촌마을(중) 19 13 17 33 26 39 25 13

26 주엽역(중) 20 12 20 32 29 40 25 12

27 강선마을(중) 22 11 25 32 32 37 28 14

28 일산경찰서(중) 29 12 28 36 34 32 29 20

29 일산동구청(중) 29 13 27 33 26 31 29 17

30 마두역(중) 32 15 28 35 27 31 36 19

31 알미공원(중) 32 16 28 35 28 29 42 19

32 백석역(중) 32 20 32 34 28 29 43 19

33 백석동(중) 35 22 33 35 28 28 49 20

34 일산IC진입(경유) 35 22 33 35 28 28 49 20

<표 A-3>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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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35 행주대교IC(경유) 35 22 33 35 28 28 49 20

36 방화대교북단(경유) 35 22 33 35 28 28 49 20

37 가양대교북단(경유) 35 22 33 35 28 28 49 20

38 성산대교북단(경유) 35 22 33 35 28 28 49 20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18 16 10 15 10 13 21 7

40 삼환아파트 15 14 9 15 7 13 19 7

41 영등포시장 7 4 6 11 4 8 13 5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5 6 9 5 3 15 1 3

43 영등포시장 7 9 14 5 4 24 7 4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7 9 16 6 4 24 7 4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16 14 24 23 7 34 21 6

46 양화대교북단(경유) 16 14 24 23 7 34 21 6

47 성산대교북단(경유) 16 14 24 23 7 34 21 6

48 가양대교북단(경유) 16 14 24 23 7 34 21 6

49 방화대교북단(경유) 16 14 24 23 7 34 21 6

50 행주대교IC(경유) 16 14 24 23 7 34 21 6

51 일산IC진출(경유) 16 14 24 23 7 34 21 6

52 백석동(중) 8 5 23 20 7 33 17 6

53 백석역(중) 5 4 22 18 6 33 15 6

54 마두역(중) 5 3 20 12 6 25 15 4

55 일산동구청(중) 4 1 12 12 6 16 12 4

56 일산경찰서(중) 4 1 10 7 6 14 10 4

57 강선마을(중) 4 0 6 7 6 13 8 4

58 주엽역(중) 4 0 3 8 5 12 5 4

59 문촌마을(중) 4 0 3 8 5 12 3 4

60 일산서구청 4 0 3 8 4 10 3 5

61 대화역 3 0 2 8 3 9 2 4

62 농수산물센타 2 0 2 8 3 8 2 3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2 0 2 7 3 7 2 3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2 0 2 7 3 7 2 3

65 일산가구공단 1 0 2 6 3 7 2 3

66 송산동 1 0 1 5 2 7 2 2

67 한빛마을4.8단지 1 0 0 5 2 7 2 2

68 한빛마을3.6단지 1 0 0 5 2 6 2 2

69 한빛마을1단지 1 0 0 5 2 6 2 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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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70 해솔마을6.7단지 1 0 0 5 2 6 1 1

71 가람행복센터 2 0 0 5 2 5 1 1

72 가람마을11단지 2 0 0 5 2 4 1 0

73 운정1동주민센터 2 0 0 4 2 5 1 0

74 가람마을2.8단지 1 0 0 4 0 5 0 1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1 0 0 4 0 5 0 1

76 청암초교 1 0 0 4 0 5 0 1

77 월드2차아파트 1 0 0 2 0 4 0 1

78 숲속길마을3.6단지 0 0 0 2 0 4 0 1

79 트리플메디컬타운 0 0 0 1 0 1 0 0

80 청석마을9단지 0 0 0 1 0 1 0 0

81 청석마을8단지 0 0 0 1 0 1 0 0

82 난방공사 0 0 0 1 0 1 0 0

83 다율1리 0 0 0 1 0 1 0 0

84 연다산2리 0 0 0 1 0 1 0 0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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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1500번 차량별 오후 재차인원 집계 결과

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0 교하차고지 0 0 2 0 1 0 0 0
1 연다산2리 0 0 2 0 1 0 0 0
2 다율1리 0 0 2 0 1 0 0 0
3 난방공사 0 1 2 0 1 0 0 0
4 청석마을8단지 0 1 2 0 1 0 0 0
5 청석마을9단지 1 1 3 0 1 0 0 2
6 숲속길마을7단지 4 2 3 2 1 1 0 2
7 숲속길마을3.6단지 4 3 2 2 1 1 0 2
8 산내마을6.8단지 3 5 4 2 1 3 0 4
9 청암초교 3 5 4 2 1 3 0 4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3 5 4 2 1 3 0 4
11 가람마을2.8단지 3 6 4 4 1 3 0 4
12 운정1동주민센터 4 7 4 4 1 3 0 4
13 가람마을11단지 4 7 4 4 1 3 0 4
14 해솔마을6.7단지 3 8 4 5 2 3 0 4
15 한빛마을1단지 1 11 4 5 2 4 0 4
16 한빛마을3.6단지 1 11 7 5 2 6 0 5
17 한빛마을4.8단지 1 12 7 6 2 6 0 6
18 송산동 1 12 8 6 3 6 0 7
19 일산가구공단 2 13 9 5 3 7 0 8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 16 11 5 4 7 0 9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 17 10 5 5 7 0 10
22 농수산물센터 1 17 10 5 8 7 0 9
23 대화역 4 15 12 8 11 10 0 10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5 16 12 8 12 10 0 10
25 문촌마을(중) 9 17 14 9 12 9 0 11
26 주엽역(중) 15 20 19 13 11 10 0 11
27 강선마을(중) 16 21 21 15 14 10 0 12
28 일산경찰서(중) 17 19 20 16 22 16 0 12
29 일산동구청(중) 22 21 21 23 32 15 0 15
30 마두역(중) 24 27 23 24 35 18 0 23
31 알미공원(중) 26 29 23 24 37 18 0 24
32 백석역(중) 30 33 24 23 37 20 0 27
33 백석동(중) 31 39 26 28 39 21 0 28
34 일산IC진입(경유) 31 39 26 28 39 21 0 28

<표 B-4>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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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35 행주대교IC(경유) 31 39 26 28 39 21 0 28

36 방화대교북단(경유) 31 39 26 28 39 21 0 28

37 가양대교북단(경유) 31 39 26 28 39 21 0 28

38 성산대교북단(경유) 31 39 26 28 39 21 0 28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16 25 33 16 24 15 0 19

40 삼환아파트 14 23 32 14 19 15 0 16

41 영등포시장 9 25 31 16 14 11 0 16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18 43 38 40 24 28 0 18

43 영등포시장 29 54 43 47 32 29 0 21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39 56 48 47 32 31 0 23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55 68 62 58 50 46 0 38

46 양화대교북단(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47 성산대교북단(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48 가양대교북단(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49 방화대교북단(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50 행주대교IC(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51 일산IC진출(경유) 55 68 62 58 50 46 0 38

52 백석동(중) 42 55 34 49 43 37 0 22

53 백석역(중) 37 55 28 46 41 37 0 20

54 마두역(중) 32 47 28 35 35 30 0 18

55 일산동구청(중) 27 44 26 31 33 23 0 17

56 일산경찰서(중) 26 37 23 27 30 23 0 16

57 강선마을(중) 21 32 23 21 25 19 0 14

58 주엽역(중) 14 29 16 18 19 16 0 14

59 문촌마을(중) 13 28 16 14 18 11 0 16

60 일산서구청 13 27 15 12 16 12 0 15

61 대화역 12 23 13 9 15 11 0 11

62 농수산물센타 11 23 13 8 13 11 0 9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2 22 11 8 13 11 0 9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2 21 10 7 12 10 0 10

65 일산가구공단 13 18 9 7 10 10 0 10

66 송산동 13 17 9 6 10 10 0 10

67 한빛마을4.8단지 12 13 8 5 7 8 0 9

68 한빛마을3.6단지 12 12 6 4 6 8 0 6

69 한빛마을1단지 12 11 5 4 4 7 0 6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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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410141731411141731412141731413141731414141731415141731549141731550

70 해솔마을6.7단지 11 10 6 3 2 6 0 3

71 가람행복센터 8 10 6 3 2 6 0 3

72 가람마을11단지 8 10 6 3 2 6 0 3

73 운정1동주민센터 8 9 6 3 1 6 0 5

74 가람마을2.8단지 7 7 3 2 0 4 0 5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6 5 2 3 0 4 0 5

76 청암초교 6 5 2 3 0 4 0 5

77 월드2차아파트 7 3 1 3 5 2 0 4

78 숲속길마을3.6단지 5 2 1 3 2 2 0 1

79 트리플메디컬타운 2 1 0 1 0 0 0 0

80 청석마을9단지 0 0 0 0 0 0 0 0

81 청석마을8단지 0 0 0 0 0 0 0 0

82 난방공사 0 0 0 0 0 0 0 0

83 다율1리 0 0 0 0 0 0 0 0

84 연다산2리 0 0 0 0 0 0 0 0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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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0 교하차고지 0 0 1 1 1 0 0 2

1 연다산2리 0 0 1 1 2 0 0 3

2 다율1리 0 0 1 1 2 0 0 3

3 난방공사 0 0 1 1 3 0 0 3

4 청석마을8단지 0 0 1 1 3 0 0 3

5 청석마을9단지 1 0 1 2 3 0 0 3

6 숲속길마을7단지 4 1 6 3 4 3 0 4

7 숲속길마을3.6단지 4 1 8 4 5 4 0 5

8 산내마을6.8단지 4 1 8 5 6 5 0 5

9 청암초교 4 1 8 5 6 5 0 5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5 3 8 4 8 5 0 5

11 가람마을2.8단지 5 3 8 4 8 5 0 6

12 운정1동주민센터 5 3 7 4 8 5 0 6

13 가람마을11단지 6 3 7 5 8 5 0 7

14 해솔마을6.7단지 7 3 6 5 10 5 0 8

15 한빛마을1단지 9 3 6 5 10 3 0 9

16 한빛마을3.6단지 11 3 8 9 10 4 0 10

17 한빛마을4.8단지 14 5 8 8 11 4 0 10

18 송산동 14 6 8 8 11 4 0 10

19 일산가구공단 15 6 6 7 11 6 0 10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8 6 6 7 8 6 0 9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8 6 7 7 8 6 0 8

22 농수산물센터 15 6 6 8 7 6 1 8

23 대화역 16 4 9 11 7 6 1 7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17 3 10 12 7 8 1 7

25 문촌마을(중) 17 3 11 16 6 8 1 8

26 주엽역(중) 20 3 13 16 8 8 1 7

27 강선마을(중) 20 3 13 13 8 7 1 7

28 일산경찰서(중) 20 5 12 14 7 6 3 6

29 일산동구청(중) 20 7 15 17 12 8 3 5

30 마두역(중) 22 11 17 18 14 9 5 6

31 알미공원(중) 22 11 18 19 15 9 5 5

32 백석역(중) 25 11 19 20 14 11 5 6

33 백석동(중) 25 11 20 20 17 11 5 7

34 일산IC진입(경유) 25 11 20 20 17 11 5 7

<표 B-5>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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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35 행주대교IC(경유) 25 11 20 20 17 11 5 7

36 방화대교북단(경유) 25 11 20 20 17 11 5 7

37 가양대교북단(경유) 25 11 20 20 17 11 5 7

38 성산대교북단(경유) 25 11 20 20 17 11 5 7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11 4 10 15 7 3 9 11

40 삼환아파트 10 4 9 15 7 4 9 10

41 영등포시장 6 3 5 10 5 4 3 6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19 17 12 16 25 4 7 12

43 영등포시장 28 20 12 20 29 4 8 15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33 21 13 23 29 5 13 15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49 38 35 34 44 10 13 26

46 양화대교북단(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47 성산대교북단(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48 가양대교북단(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49 방화대교북단(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50 행주대교IC(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51 일산IC진출(경유) 49 38 35 34 44 10 13 26

52 백석동(중) 43 26 32 35 38 7 10 23

53 백석역(중) 40 22 30 35 37 7 10 23

54 마두역(중) 36 20 23 28 36 8 8 15

55 일산동구청(중) 35 15 16 29 33 8 9 18

56 일산경찰서(중) 37 15 15 25 28 8 7 17

57 강선마을(중) 35 14 12 24 25 6 5 16

58 주엽역(중) 30 13 12 21 21 6 4 13

59 문촌마을(중) 26 12 12 20 19 6 3 10

60 일산서구청 22 11 12 19 18 4 3 12

61 대화역 21 9 11 13 12 5 4 12

62 농수산물센타 19 9 11 12 11 5 4 11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14 9 11 14 10 5 3 10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14 9 12 12 11 4 3 13

65 일산가구공단 14 10 12 12 12 4 3 12

66 송산동 14 10 11 12 12 4 3 9

67 한빛마을4.8단지 11 10 10 11 12 4 3 8

68 한빛마을3.6단지 11 8 7 11 10 3 4 4

69 한빛마을1단지 11 8 6 9 10 1 3 4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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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551141731552141731554141731253141731254141731255141731256141731257

70 해솔마을6.7단지 11 6 5 8 9 2 4 4

71 가람행복센터 10 6 4 7 7 2 4 4

72 가람마을11단지 10 6 4 7 7 1 4 4

73 운정1동주민센터 9 6 3 7 7 1 4 4

74 가람마을2.8단지 4 3 3 6 5 1 3 3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3 1 2 5 5 1 2 3

76 청암초교 3 1 2 5 5 1 2 3

77 월드2차아파트 1 1 2 4 5 1 2 2

78 숲속길마을3.6단지 1 1 1 3 1 1 2 1

79 트리플메디컬타운 0 0 1 0 0 0 0 1

80 청석마을9단지 0 0 1 0 0 0 0 1

81 청석마을8단지 0 0 1 0 0 0 0 0

82 난방공사 0 0 1 0 0 0 0 0

83 다율1리 0 0 1 0 0 0 0 0

84 연다산2리 0 0 0 0 0 0 0 0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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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0 교하차고지 3 0 0 0 0 0 0 0

1 연다산2리 3 0 0 0 0 0 0 0

2 다율1리 3 0 0 0 0 0 0 0

3 난방공사 3 0 0 0 0 0 0 0

4 청석마을8단지 3 0 0 0 0 0 0 0

5 청석마을9단지 3 0 0 0 1 0 2 0

6 숲속길마을7단지 1 2 1 0 1 0 3 0

7 숲속길마을3.6단지 3 3 1 0 1 0 3 1

8 산내마을6.8단지 4 3 1 0 1 0 3 1

9 청암초교 4 3 1 0 1 0 3 1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4 2 1 0 1 0 3 1

11 가람마을2.8단지 4 2 1 0 1 0 3 1

12 운정1동주민센터 4 2 1 1 1 0 3 1

13 가람마을11단지 4 2 1 2 1 0 3 1

14 해솔마을6.7단지 4 1 2 2 1 0 5 1

15 한빛마을1단지 4 1 1 2 1 0 5 1

16 한빛마을3.6단지 5 1 1 2 3 0 5 1

17 한빛마을4.8단지 6 1 1 2 6 1 5 2

18 송산동 7 1 1 2 6 1 6 2

19 일산가구공단 7 0 2 2 6 1 6 2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8 0 2 2 6 1 6 2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8 0 2 3 6 1 7 4

22 농수산물센터 7 0 1 3 6 1 6 5

23 대화역 6 4 1 3 3 2 7 10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7 4 1 4 3 4 7 10

25 문촌마을(중) 7 4 1 6 3 4 7 14

26 주엽역(중) 7 6 2 6 5 8 11 16

27 강선마을(중) 7 8 5 8 5 8 13 20

28 일산경찰서(중) 5 20 3 9 6 8 14 23

29 일산동구청(중) 10 25 7 14 10 10 19 26

30 마두역(중) 14 27 7 16 11 13 23 27

31 알미공원(중) 14 26 10 17 11 13 24 27

32 백석역(중) 14 28 11 20 12 15 24 31

33 백석동(중) 15 31 13 21 17 20 28 31

34 일산IC진입(경유) 15 31 13 21 17 20 28 31

<표 B-6> 차량별 운행구간 재차인원 최대값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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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35 행주대교IC(경유) 15 31 13 21 17 20 28 31

36 방화대교북단(경유) 15 31 13 21 17 20 28 31

37 가양대교북단(경유) 15 31 13 21 17 20 28 31

38 성산대교북단(경유) 15 31 13 21 17 20 28 31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6 9 12 9 9 6 15 16

40 삼환아파트 5 8 12 9 8 6 14 13

41 영등포시장 2 4 8 6 5 5 11 9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19 21 17 14 15 23 23 32

43 영등포시장 26 28 25 18 19 31 27 33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28 32 26 21 21 31 30 34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35 48 41 36 32 47 54 49

46 양화대교북단(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47 성산대교북단(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48 가양대교북단(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49 방화대교북단(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50 행주대교IC(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51 일산IC진출(경유) 35 48 41 36 32 47 54 49

52 백석동(중) 28 46 39 28 28 40 45 44

53 백석역(중) 23 44 34 27 27 35 45 42

54 마두역(중) 19 38 33 26 27 35 39 39

55 일산동구청(중) 19 31 26 22 28 34 34 36

56 일산경찰서(중) 19 31 25 19 25 31 32 31

57 강선마을(중) 14 28 23 19 23 30 29 29

58 주엽역(중) 13 24 20 16 22 27 28 25

59 문촌마을(중) 7 24 19 15 20 27 25 18

60 일산서구청 7 24 17 15 19 24 25 18

61 대화역 5 19 14 15 22 23 26 13

62 농수산물센타 5 19 12 15 20 21 25 13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5 19 11 14 22 21 23 13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5 16 12 14 20 22 20 13

65 일산가구공단 4 16 12 14 20 21 19 13

66 송산동 4 15 10 13 20 20 19 13

67 한빛마을4.8단지 3 13 8 12 17 20 19 13

68 한빛마을3.6단지 3 11 8 11 12 18 15 12

69 한빛마을1단지 2 9 7 10 9 16 15 1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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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차량구분

순서 정류장명 141731258141731259141731279141731405141731406141731407141731408141731409

70 해솔마을6.7단지 2 8 6 7 7 11 15 10

71 가람행복센터 2 8 6 6 7 10 11 8

72 가람마을11단지 2 8 6 6 7 10 10 8

73 운정1동주민센터 2 7 6 6 6 9 9 8

74 가람마을2.8단지 2 4 4 5 5 7 6 8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2 4 4 5 4 6 5 3

76 청암초교 2 4 4 5 4 6 5 3

77 월드2차아파트 2 3 3 4 2 4 2 3

78 숲속길마을3.6단지 1 1 3 3 2 1 1 2

79 트리플메디컬타운 1 0 1 0 2 1 0 2

80 청석마을9단지 1 0 1 0 1 0 0 2

81 청석마을8단지 1 0 0 0 0 0 0 0

82 난방공사 1 0 0 0 0 0 0 0

83 다율1리 0 0 0 0 0 0 0 0

84 연다산2리 0 0 0 0 0 0 0 0

85 연다산리종점 0 0 0 0 0 0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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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1500번 구간별 재차인원 및 입석 최대값

정류장
재차인원 입석

정류장
재차인원 입석

순서 정류장명 순서 정류장명

0 교하차고지 3 0 35 행주대교IC(경유) 49 8

1 연다산2리 3 0 36 방화대교북단(경유) 49 8

2 다율1리 3 0 37 가양대교북단(경유) 49 8

3 난방공사 3 0 38 성산대교북단(경유) 49 8

4 청석마을8단지 3 0 39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33 0

5 청석마을9단지 3 0 40 삼환아파트 32 0

6 숲속길마을7단지 6 0 41 영등포시장 31 0

7 숲속길마을3.6단지 8 0 42 영등포소방서.타임스퀘어 43 2

8 산내마을6.8단지 8 0 43 영등포시장 54 13

9 청암초교 8 0 44 당산동푸르지오아파트 56 15

10 운정2동주민센터(중) 9 0 45 당산동삼성래미안아파트 68 27

11 가람마을2.8단지 14 0 46 양화대교북단(경유) 68 27

12 운정1동주민센터 14 0 47 성산대교북단(경유) 68 27

13 가람마을11단지 14 0 48 가양대교북단(경유) 68 27

14 해솔마을6.7단지 20 0 49 방화대교북단(경유) 68 27

15 한빛마을1단지 25 0 50 행주대교IC(경유) 68 27

16 한빛마을3.6단지 33 0 51 일산IC진출(경유) 68 27

17 한빛마을4.8단지 36 0 52 백석동(중) 55 14

18 송산동 36 0 53 백석역(중) 55 14

19 일산가구공단 35 0 54 마두역(중) 47 6

20 철산아파트.탄현역앞 36 0 55 일산동구청(중) 44 3

21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38 0 56 일산경찰서(중) 37 0

22 농수산물센터 39 0 57 강선마을(중) 35 0

23 대화역 38 0 58 주엽역(중) 30 0

24 일산서구청.백병원(중) 39 0 59 문촌마을(중) 28 0

25 문촌마을(중) 43 2 60 일산서구청 27 0

26 주엽역(중) 41 0 61 대화역 26 0

27 강선마을(중) 42 1 62 농수산물센타 25 0

28 일산경찰서(중) 43 2 63 탄현이마트.서울도시가스 23 0

29 일산동구청(중) 44 3 64 철산아파트.탄현역앞 22 0

30 마두역(중) 45 4 65 일산가구공단 21 0

31 알미공원(중) 44 3 66 송산동 20 0

32 백석역(중) 46 5 67 한빛마을4.8단지 20 0

33 백석동(중) 49 8 68 한빛마을3.6단지 18 0

34 일산IC진입(경유) 49 8 69 한빛마을1단지 16 0

<표 C-7> 운행구간별 재차인원 및 입석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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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재차인원 입석

순서 정류장명

70 해솔마을6.7단지 15 0

71 가람행복센터 11 0

72 가람마을11단지 10 0
73 운정1동주민센터 10 0

74 가람마을2.8단지 10 0

75 운정2동주민센터(중) 11 0

76 청암초교 11 0

77 월드2차아파트 10 0

78 숲속길마을3.6단지 8 0

79 트리플메디컬타운 8 0

80 청석마을9단지 6 0
81 청석마을8단지 4 0

82 난방공사 4 0

83 다율1리 4 0

84 연다산2리 3 0

85 연다산리종점 0 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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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1500번 차량별 운행현황

구분 차량ID 전체이용객수(명/일) 운행당평균 이용객수(명/대) 운행횟수(회/일)

1 141731410 301 60.2 5

2 141731411 311 62.2 5

3 141731412 274 54.8 5

4 141731413 291 58.2 5

5 141731414 291 58.2 5

6 141731415 291 58.2 5

7 141731549 67 67 1

8 141731550 375 75 5

9 141731551 262 52.4 5

10 141731552 257 51.4 5

11 141731554 335 67 5

12 141731253 289 57.8 5

13 141731254 301 60.2 5

14 141731255 173 43.25 4

15 141731256 180 45 4

16 141731257 279 69.75 4

17 141731258 196 49 4

18 141731259 228 57 4

19 141731279 188 47 4

20 141731405 282 70.5 4

21 141731406 254 63.5 4

22 141731407 276 69 4

23 141731408 306 76.5 4

24 141731409 256 64 4

<표 D-8> 차량별 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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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wding valuation in regional bus

using smart card data

In-vehicle Crowing is relevant to the quality of travel. Due to

limited capacity of vehicle and frequency, high level of in-vehicle

crowding are found mainly in high-demand transportation and routes,

which in fact, causes a difference in the traffic duration experienced

by the passengers. As a consequence, passengers experience different

travel time. Despite of selecting same conditions, passengers will

experience various forms of travel time ; such as sitting, standing,

and users who are sitting but being affected by users standing, etc.

This paper concentrated on estimating the travel time value of

individual regional bus passengers in various in-vehicle crowding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effect on the travel time value of

individual in-vehicle crowding was intended to be analyzed in detail.

In the analysis model, the traffic-selection data of individual

transportation passengers based on smart card data were used. and

the in-vehicle travel time and the level of crowding as loadfactor

were set as variables. Variables which reflect the level of in-vehicle

crowding and the variables of in-vehicle travel time that reflect the

level of in-vehicle crowding were included in the mod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Since the in-vehicle crowding range has been configured from the

time when the passenger exists in the vehicle,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travel time value of the in-vehicle crowding level even

when seats are available. In addition, the crowding valua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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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d since the travel time value of individual passengers; sitting

and standing, would be different.

The analysis considered that the travel time value experienced by

individual users would increase as the in-vehicle crowding level

increases, and even at the same crowding condition, user’s experience

may vary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travel time. The smart card

data used in this paper is considered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conducting more sophisticated and realistic qualitative

research to reflect the values of variables for in-vehicle traffic hours

and in-vehicle crowding levels, which previously had limitations in

observation and quant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s of improvement measures for

reducing congestion on regional buses can be considered quantitatively

by apply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crowding multiplier. Furthermore,

the benefits of easing crowding in vehicles can be further considered

even when evaluating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and projects.

HEO, Eunj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Crowding Valuation, Loadfactor, Regional bus,

Smart card data, Box-Cox transformation

Student Number : 2013-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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