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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 passenger demand for the railroad operations required a short-term demand rather than a long-term 
demand. The rail passenger demand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First, the rail passenger 
demand will be use to the restructure of line planning on the current operating line. Second, the rail 
passenger demand will be use to the line planning on the new line and purchasing the train vehicles.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analyze the travel behavior of rail passenger for modeling of short-term demand 
forecasting. The scope of research is the passenger of KTX. The travel behavior was analyzed the daily trips, 
origin/destination trips for KTX passenger using the ANOVA and the clustering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 the directions of the short-term demand forecasting model.

1. 서론

철도수요 예측은 철도계획 및 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계획 

및 타당성 분석은 건설 후 30년 동안의 장기수요 예측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전통적 4단계 모

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0). 그러나 철도수요는 철도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송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 이기도 하다. 고속철도와 같은 간선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래 철도수

요를 기반으로 열차운행계획과 차량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철도운영에 필요한 수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래 철도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도수송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 필요한 철도수요는 철도계획 및 타당성 분석에서 요구하는 장기수요 보다 단기수요가 요구된

다. 이러한 철도수요는 예측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운영노선에 대한 철도수

요이다. 현재 운영노선의 열차운행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활용되며, 익년 철도수요를 예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래 신설노선에 대한 철도수요이다. 장래 신설노선의 열차운행계획과 차

량도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되며, 노선 신설 후 일정기간까지의 철도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열차운행계획의 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역간 O/D와 구간재차인원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전통적 4단계 모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 평균수요를 제시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0). 일부 연구에서 일 평균수요에 요일별 계수를 적용하여 요일별 수요를 산출하기는 했지만 주중통

행과 주말통행의 행태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한국철도공사 연구원, 2010). 2010년 KTX의 주말 

이용자은 주중 이용자에 비해 35% 정도 많다. 이와 같이 주중수요와 주말수요의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

에 주중과 주말 요일을 구분하여 철도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KTX의 단기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KTX 이용자의 통행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행행태 분석은 단기수요 예측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으로 일일 통행량의 이상치 특성 분석, 동질 

요일 선정 및 특성 분석, 동질 O/D 선정 및 특성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첫째, 일일 통행량의 이

상치 특성 분석은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며, 둘째, 동질 요일 선정 및 특성 분석은 분산분석과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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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질 O/D 선정 및 특성 분석은 군집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연구자료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3장에서는 통행행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단기

수요 예측방향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KTX의 단기수요 예측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행행태 분석이 목적이다. 단

기수요 예측은 시계열모형과 같이 과거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통행행태 분석자료는 동

질 서비스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KTX 

이용자의 주 평균 이용실적이다.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2010년 12월 15일 경전

선 KTX 직결로 이용실적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KTX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의 통행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분석기간

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2009년 1월 1일~2010년 10월 31일)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2010년 12월 15일~2011년 3월 31일)로 구분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의 KTX 정차역은 23개 역으로 이용 가능한 철도역간 O/D는 506개 이

나, 해당 기간 동안 1 인/일 이상 실적이 있는 O/D는 292개이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는 

31개 역으로 이용 가능한 철도역간 O/D는 930개이나, 해당 기간 동안 1 인/일 이상 실적이 있는 O/D는 

471개이다. 분석기간 동안의 열차운행횟수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직전 144회/일(화~목), 181회/

일(토․일)에서 2011년 3월 1일 현재 172회/일(화~목), 216회/일(토), 215회/일(일)로 19% 증가하였다. 

운임은 2007년 7월 이후 동일하다. 두 개의 분석기간 동안 일부 열차운행횟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소폭의 조정이며,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각각 동질 서비스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KTX 주평균 이용실적 (2009년 1월~2011년 3월)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일 통행량의 이상치 특성 분석, 동질 요일 선정 및 특성 분석, 동질 O/D 선정 및 특

성 분석으로 단기수요 예측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일일 통행량의 이상치 특성 분석은 해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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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일일 평균 통행량( )의 표준편차() 배수 범위를 초과한 자료를 이상치로 간주한다. 표준편차의 

1배 범위는 신뢰구간 68.3%를 초과한 값이며, 2배 범위는 95.4%를 초과한 값, 3배 범위는 99.7%를 초과

한 값이다. 둘째, 동질 요일 선정 및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요일별 일일 통행량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다. 요일 구분에 따른 일일 통행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법을 이용하며, 

각 요일 간 차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와 튜키(Tukey)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비교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요일별 일일 통행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한다. 셋째, 동질 O/D 선정 및 특성 분석은 O/D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O/D 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군집분석은 비지도 학습모형(unsupervised learning model)으로 군집들의 개수나 구조에 관한 아무런 

가정 없이 객체들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군집을 찾아내는 탐색적 통계방법이다. 이 중 집합계층분류

법(agglomerative classification method)은 유사성이 가까운 순서대로 개체들을 묶어 가는 방법으로 최

단결합(single linkage), 최장결합(complete linkage), 군평균결합(group average linkage), 최소분산법

(Ward's minimum variance method) 등이 있다. 군집분석에 의한 분류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덴

드로그램(dendrogram) 또는 수목도(tree diagram)라 부른다.

객체를 분류하여 얻어진 덴드로그램이 원래의 거리행렬을 얼마나 잘 적합 시켰는가를 측정하는 측도

는 코페네틱 상관계수(cophenetic correlation coefficient)와 결합계수(agglomerative coeffiecient)가 있

다. 객체 과 의 거리인  와 덴드로그램에서 객체 과 가 처음으로 같은 그룹으로 분류될 때의 분

류수준을 로 하면 이 둘 사이의 상관계수를 코페네틱 상관계수라 한다.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계층분

류법에 의한 덴드로그램 적합이 적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결합계수는 Rousseeuw(1986)이 제안한 것으로 

번째 관측치가 처음으로 그룹을 형성할 때의 거리를 최종 하나의 그룹이 될 때의 거리로 나눈 값을 

라 하면,  들의 평균을 결합계수라 한다(정강모․김명근, 2007).

군집 수 결정방법은 Sarle(1983)이 제안한 방법으로 군집 수와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의 

산점도를 그려 CCC 값이 3 이상이고 최대인 경우 그 때의 군집 수로 결정한다. 또한  Pseudo 

Hotelling's  검정 통계량은 두 군집 다변량 평균의 차이를 보는 통계량으로 개체의 군집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두 군집을 합치고, 유의하면 군집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PST2 값이 크다

는 것은 군집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군집을 나누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값이 적다는 것은 군

집간 거리가 가깝다는 것으로 군집을 합치는 것이 좋다. PST2 값이 주변 값들보다 크면 이 값 바로 전

의 군집 개수가 적절하다(권세혁, 2008).

3. 통행행태 분석

3.1 일일 통행량 이상치 특성 분석

KTX 일일 통행량의 이상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일 통행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일일 통행량 분포는 평균(mean)이 중앙값(median)보다 크며,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설날, 추석의 대수송기간과 연휴 또는 징검다리 휴일과 같이 지역간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에 

KTX 통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측치는 이상치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요예측방법

으로 추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런 이상치를 포함할 경우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 특성을 분석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치 분석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전체 일일 통행량을 이용하여 통행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표준편차의 배수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상치로 간주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편차의 1배 범위인 신뢰구간 68.3%를 초과한 값은 전체 

669건 중 215건이었으며, 2배 범위인 신뢰구간 95.4%를 초과한 값은 23건, 3배 범위인 신뢰구간 

99.7%를 초과한 값은 4건이 해당 되었다. 둘째, 전체 일일 통행량을 요일별로 구분하여 요일별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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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표준편차의 배수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상치로 간주하였다. 분석결

과 표준편차의 1배 범위인 신뢰구간 68.3%를 초과한 값은 전체 669건 중 120건이었으며, 2배 범위인 

신뢰구간 95.4%를 초과한 값은 31건, 3배 범위인 신뢰구간 99.7%를 초과한 값은 14건이 해당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체 통행량의 표준편차 1배를 이상치 판단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요일별 통행량을 기준할 때 보다 많은 건수가 이상치에 해당된다. 이는 요일별 통행량으로 구분할 경우 

정상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이상치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전체 통행량의 표준편차 

2배 또는 3배를 이상치 판단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요일별 통행량을 기준할 때 보다 적은 건수가 이상치

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일일 통행량의 표준편차가 요일별 통행량의 표준편차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요일별 통행량으로 구분할 경우 이상치 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통행량의 표준편차가 크기 때문에 2배 또

는 3배를 이상치 판단기준으로 선정하면 일부 자료가 정상치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상치 판단기준은 요일별 통행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일별 통행량 표준편차의 2배를 

기준할 경우 설날, 추석 대수송기간과 연휴 또는 징검다리 휴일이 포함되며, 표준편차의 3배를 기준할 

경우 설날, 추석 대수송기간의 일부만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상치 판단기준은 요일

별 통행량 표준편차의 2배 기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14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2010년 12월 15일~2011년 3월 31일)

이상치 제거 전 이상치 제거 후 이상치 제거 전 이상치 제거 후

자료

건수
평균

표준

편차

자료

건수
평균

표준

편차

자료

건수
평균

표준

편차

자료

건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자료 669 105,350 20,859 638 103,402 18,674 107 134,696 24,503 100 134,189 23,166

요일별

구분

자료

일 96 118,927 17,105 92 117,772 14,689 15 148,023 20,458 14 151,781 14,922

월 95 98,426 15,857 90 95,372 8,480 15 124,517 10,511 14 122,949 8,903

화 95 88,441 14,065 91 86,026 7,446 15 118,127 17,032 14 114,775 11,439

수 95 88,459 12,739 92 86,790 7,900 16 118,551 19,372 15 114,740 12,371

목 96 94,969 13,987 92 92,599 8,092 16 125,941 22,758 15 121,159 12,763

금 96 127,272 10,148 89 126,979 8,192 15 161,333 15,816 14 163,936 12,645

토 96 120,531 15,173 92 118,678 12,502 15 148,044 24,241 14 152,303 18,434

표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의 KTX 이용 통행량의 평균 및 표준편차

3.2 동질 요일 선정 및 특성 분석

열차운행횟수는 철도수요 특성에 따라 요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요일을 구분하

여 열차운행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요일별 통행량을 이용하여 동질 요일을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수요 특성이 동질한 요일이면 열차운행횟수를 동일하게 정할 수 있다. 동질 요

일을 선정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요일 구분에 따른 통행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자료를 이용한 분산분석 결과는 검정통계량 F값이 266.83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요일별 통행량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총 변동 중 요일 구분이 통행량에 미치는 영

향을 설명하는 가 0.7173으로 요일 구분이 통행량 차이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유의차와 

튜키방법을 이용한 다중비교 결과는 <표 2>의 왼쪽 표와 같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에는 주중 

인접 요일인 월-목, 화-수, 주말 인접 요일인 토-일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일 간

은 차이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통행량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중(월~목)과 주말(금~일)로 군집이 구분되었으며, 최장결합법과 군평균결합법이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자료를 이용한 분산분석 결과는 검정통계량 F값이 34.49로 유의수준 

0.01에서 요일별 통행량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총 변동 중 요일 구분이 통행량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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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설명하는 가 0.6899로 요일 구분이 통행량 차이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유의차와 튜

키방법을 이용한 다중비교 결과는 <표 3>의 오른쪽 표와 같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에는 주중 

요일인 월~목, 주말 요일인 금~일간의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즉, 주중과 주말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하게 주중(월~목), 주말(금~일)로 군집이 구분되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차이없음

월 - 차이없음

화 - 차이없음

수 차이없음 -

목 차이없음 -

금 -

토 차이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차이없음차이없음

월 - 차이없음차이없음차이없음

화 차이없음 - 차이없음차이없음

수 차이없음차이없음 - 차이없음

목 차이없음차이없음차이없음 -

금 차이없음 - 차이없음

토 차이없음 차이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표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의 요일별 차이여부

3.3 동질 O/D 선정 및 특성 분석

KTX 통행은 대도시권 통행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지역간 통행분포와 차이가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

계 개통 전/후를 구분하여 통행거리별 통행량 분포(Trip Length Distribution: TLD)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일반적인 통행거리대별 통행량 분포는 통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우하향 하는 통행행태를 

나타내는 반면, KTX 통행은 주요 O/D(서울-부산, 서울-동대구, 서울-대전 등)의 통행량 비중이 큰 

반면 다른 O/D는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통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우하향 하는 통행행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중장거리 통행은 KTX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반면, 단거리 통

행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고, 접근통행의 저항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그림 2.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의 통행거리대별 요일별 통행량 분포

열차운행횟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간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있는 철도역간 O/D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O/D에 대해 개별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보다 동질 O/D를 파악하여 해당 동질 

O/D별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KTX 이용실적으로 산출 가

능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동질 O/D를 분류하고, 이들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는 빈도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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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량 평균과 표준편차, 거리, 운임을 1차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명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통행량 평균과 표준편차, 거리와 운임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종 설명변수는 빈

도수, 통행량 평균, 거리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위한 결

합법은 <표 3>과 같이 최단결합법, 최장결합법, 군평균결합법, 최소분산결합법을 적용하였으나, 군집분

석 적합도 검정결과 코페네틱 상관계수와 결합계수가 공통적으로 높은 최장결합법과 군평균결합법이 적

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한 군집 수 선정기준은 CCC와 PST2를 이용하였다.

구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14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2010년 12월 15일~2011년 3월 31일)

코페네틱 상관계수 결합계수 코페네틱 상관계수 결합계수

최단결합법 0.7539 0.9759 0.7572 0.9825

최장결합법 0.8599 0.9909 0.8664 0.9940

군평균결합법 0.8828 0.9882 0.8820 0.9920

최소분산결합법 0.4420 0.9964 0.4551 0.9977

표 3. 군집분석 적합도 검정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선정된 군집수는 최장결합법으로 분석할 경우 6개 

군집, 군평균결합법은 7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이들 군집들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우선 최장결합법

에 의한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6은 통행량 평균이 7,413.9 인/일로 서울-부산, 서울-동대구, 서울-대

전 간 O/D가 해당되며, 군집 1, 2는 중간 정도의 통행량이나 군집 2가 군집 1보다 장거리 O/D로 구성

되어 있다. 군집 3, 4, 5는 통행량 평균이 3 이하로 매우 낮은 통행량을 나타내며, 빈도와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3, 4, 5는 전체 O/D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군평균결합법에 의한 특성은 

최장결합법에 의해 구분된 특성과 유사하나 군집 5는 서울-부산, 서울-동대구, 군집 6은 서울-대전으

로 구분되어 거리 차이에 의해 구분되었다. 군집 1, 2는 중간 정도의 통행량이나 군집 2가 군집 1보다 

장거리 O/D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3, 4, 7은 통행량 평균이 3 이하로 매우 낮은 통행량을 나타내며, 

빈도와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군집은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 특성을 정

리하면 O/D 통행량 다소에 따라 크게 구분되며 장거리, 단거리로 또 다시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통행량 평균이 클수록 표준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원인은 통행량이 큰 O/D는 주중과 주말 

통행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군집은 수요를 예측할 때 주중과 주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측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구분

최장결합법 군평균결합법

개수 빈도
통행량 

평균

통행량 

표준편차
거리 개수 빈도

통행량 

평균

통행량 

표준편차
거리

전체 292 562.6 354.3 92.6 176.1 292 562.6 354.3 92.6 176.1

군집1 172 622.4 178.9 51.2 136.6 144 613.8 193.4 52.7 106.0

군집2 55 636.7 510.8 149.3 343.4 105 611.5 296.0 90.3 295.4

군집3 10 45.5 1.2 0.5 91.5 19 105.8 1.4 0.8 98.3

군집4 19 234.2 1.6 1.1 68.6 17 324.8 1.9 1.4 69.9

군집5 30 449.3 2.6 2.0 170.4 4 638.0 8,426.0 2,042.4 350.8

군집6 6 638.0 7,413.9 1,640.4 287.1 2 638.0 5,389.6 836.3 159.8

군집7 1 345.0 2.5 2.1 363.3

표 4.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군집별 특성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선정된 군집수는 최장결합법으로 분석할 경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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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군평균결합법은 8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이들 군집들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우선 최장결합법

에 의한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7은 서울-부산, 서울-동대구 간 O/D가 해당되며, 군집 6은 서울-대전 

간 O/D가 해당된다. 군집 1, 2는 중간 정도의 통행량이나 군집 1이 군집 2보다 장거리 O/D로 구성되어 

있다. 군집 3, 4, 5는 통행량 평균이 4 이하로 매우 낮은 통행량을 나타내며, 빈도와 거리에 따라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군집 3, 4, 5는 전체 O/D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군평균결합법에 의한 특성은 최장

결합법에 의해 구분된 특성과 유사하나, 서울-천안아산, 동대구-부산이 군집 5로 별도 구분되었다. 군

집 5는 군집 1, 2에 비해 통행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큰 반면 거리가 단거리에 해당된다. 경부고속철

도 2단계 개통 후의 군집 구분은 1단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O/D 통행량 다소에 따라 크게 

구분되며 장거리, 단거리로 또 다시 구분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서울-대전, 서울-천안아산, 동

대구-부산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O/D를 별도 군집으로 구분하여 군집 수가 증가하였다.

구분

최장결합법 군평균결합법

개수 빈도
통행량 

평균

통행량 

표준편차
거리 개수 빈도

통행량 

평균

통행량 

표준편차
거리

전체 471 86.9 285.3 75.6 184.0 471 86.9 285.3 75.6 184.0

군집1 217 98.3 258.4 77.0 285.5 193 97.4 261.9 77.7 296.9

군집2 155 98.8 189.9 52.2 87.9 186 98.3 140.2 40.7 102.1

군집3 49 21.1 3.1 1.0 68.4 47 20.0 3.2 0.9 70.4

군집4 24 70.4 2.5 2.0 68.6 31 56.2 2.2 1.8 111.4

군집5 20 48.7 4.0 2.5 216.3 4 100.0 2,226.9 561.7 109.5

군집6 2 100.0 5,844.1 885.2 159.8 4 40.5 11.5 6.5 355.8

군집7 4 100.0 9,218.9 2,167.3 354.6 2 100.0 5,844.1 885.2 159.8

군집8 4 100.0 9,218.9 2,167.3 354.6

표 5.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후 군집별 특성

4. 단기 수요예측 방향

본 연구에서는 KTX 단기수요 예측을 위해 통행행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기수요 예측을 위해 다

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 이상치 제거와 결측치 보완이 필요하다. KTX 이용 통행량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가지는데, 이는 하한 이상치 보다 상한 이상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상치는 

대수송기간, 연휴 등으로 지역간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에 발생한다. 이들 이상치를 포함하여 장래 수송

수요를 예측할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치를 제거하고, 제거된 결측치를 대체

(imput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요일별 통행량 표준편차의 2배 범위인 신

뢰구간 95.4%를 초과한 값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적용할 경우 

설날, 추석의 대수송기간과 연휴 또는 징검다리 휴일이 포함된다.

둘째, 주중과 주말 통행량 차이를 반영하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요일 간 통

행량의 차이여부를 검정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에는 주중 인접 요일인 월-목, 화-수와 주

말 인접 요일인 토-일 간의 차이가 없었다. 개통 후에는 주중 요일인 월~목, 주말 요일인 금~일 간 차

이가 없었다. 총 변동 중 요일 구분이 통행량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 0.7173, 0.6899로 영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집분석 결과도 주중(월~목)과 주말(금~일)로 군집이 구분되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중과 주말 통행량에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주

중 통행은 업무 및 출퇴근 통행이 주를 이루는 반면 주말 통행은 여가통행, 친지방문 통행, 주말가정방

문 통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즉, 주중 통행과 주말 통행의 통행목적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주말 통행의 변동이 주중 통행에 비해 큰 특징이 있다. 주중과 주말 통행차이를 반영하는 방

법은 주중과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하거나, 시계열 자료를 주기(cycle), 추세(trend), 계절

(seasonality)변동으로 구분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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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질 O/D 군집의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통행

량이 작은 군집은 요일 구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통행량이 큰 군집은 주기변동 뿐만 아

니라 추세 및 계절변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동질 O/D 군집에 따라 예측모형을 개별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가 및 국내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O/D 군집 또한 통행량이 큰 

군집들로 이들 O/D 군집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론

KTX 단기수요 예측을 위해 KTX 통행행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날, 추석의 대수송기간과 연휴 또는 징검다리 휴일 등에서 상한 이상치가 나타났으며, 이들 이상

치는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 편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질 요일 분석

결과 주중(월~목)과 주말(금~일)로 구분되며, 요일 구분이 통행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셋째, 동질 O/D 분석결과 통행량 다소에 따라 크게 구분되며, 장거리, 단거리로 또 다시 구

분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군집별 주중 및 주말 통행량 변동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모형을 적용

함에 있어 군집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단기수요예측을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이상치 제거와 결측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주중과 주말 

통행량 차이를 반영하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동질 O/D 군집의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첫째, 군집 특성에 따라 시계열 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모형의 정

산 및 검증을 위해 시계열 예측에 필요한 과거 데이터량과 갱신간격을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대수송기간과 연휴기간의 통행량 예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수송기간 등의 수요예

측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TCS(Toll Collection System) 자료를 같이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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