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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igin-Destination(OD) trip survey being used in travel demand forecasting has been obtained through totalizing 
process with direct sample survey techniques such as plate license survey, roadside interview, household travel 
survey, and cordon line counts. However, the OD survey has many discrepancies in sampling, totalizing process, 
and such discrepancies contains problems of difference between forecasted traffic volume and observed data. 
On the other hand, transit smart card data recently collected has credible resource of obtaining travel information 
for bus and metro. This paper presents parameter estimation of gravity model by using transit smart card data. 
Through the parameter estimation method, we estimated ,    of gravity model for bus, and   , 
   for metro. The statistical test such as T-test, coefficient of correlation, Theil`s inequality coefficien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observed volume and estimated volume. Elasticities of bus and metro derived in this paper 
are also reasonable.

국문요약

지금까지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된 OD는 차량 번호판조사, 노측면접조사, 가구방문조사, 폐쇄선 조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수화 과정을 통하여 OD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OD는 표본조사 및 전수화 과정에서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차는 예측된 교통량이

관측치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전수

화 자료나 다름없는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분포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

(gravity model)중 이중제약 중력모형을 통하여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을 최소화 시키는 파라메타

(parameter) 추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파라메타 추정결과 버스는   ,    , 지하철은    ,  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검

증 결과 t-검증과 상관계수, Theil 부등계수 모두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 값이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라메타 추정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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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체계개편 이

후, 서울시에서는 교통카드로의 요금결제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자에 대

한 거래내역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교통카드 자료는 카드 사용자의 서울 시계 · 외 통행 자료를 포

함하고 있으며 카드 ID, 환승횟수, 승차일시, 승차 정류장, 하차정류장, 하차일시, 버스노선, 승차금액 등

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카드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얻을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존

별 통행수요(Origin /Destination)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구축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된 OD는 차량 번호판조사, 노측면접조사, 가구방문조사, 폐쇄선 조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전수화 과정을 통하여 OD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OD는 표본조사 및 전수화 과정에서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차는 예측된 교통량이

관측치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자에 한하여 전수화 자료나 다름없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행 하고자 한다.

4단계 수요예측 모형 중 인간의 행태적 공간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통행분포 모형은 수요예측 첫 단계

에서 구해진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을 각 존간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어느 한 존에서 유출된 통행량

을 다른 존에 분포시키는 단계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등지에서 많은 모형들이 개

발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성장률법(growth factor model), 중력모형(gravity model), 간섭기

회 모형(intervening opportunity model) 등이 있다.

각각의 통행분포 모형은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파워함수(power function), 결합함수

(combined function) 등과 같은 통행저항함수(travel impedance function)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통행

저항함수(travel impedance function)에는 파라메타(parameter)가 존재한다. 즉 파라메타(parameter) 변화

에 따라 교통존간(Traffic Zone) 통행량도 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파라메타(parameter) 추정에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 Hyman(1969), Evans(1970), Wilson(1970)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윤성순(1993)은 중력모형의 파라메터 정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으

며, 김형진(1996)은 카이제곱검증을 통하여 중력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노정현(1991)은 엔트로피

모형의 파라메타와 조정계수를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과 이를 풀기 위한 Hybrid방법을 제시하

였으며, 최근 노정현외(2005)은 고속도로 차량을 대상으로 중력모형과 간섭기회모형을 비교하였다. 신언

교외(1999)와 원제무외(2001)는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중력모형과 엔트로피 극대화모형의 파라메타

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전수화 자료나 다름없는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분포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중 이중제약 중력모형을 통하여 관측교통량

과 추정교통량을 최소화 시키는 파라메타(parameter) 추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분석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으로 한국스마트카드사(KSCC)에서 2009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공

간적 범위는 수도권으로 서울시 520개존, 경기도 126개존, 인천 25개존, 총 671개존에 대하여 Raw Date

를 제공 받아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수도권을 76개의 지자체별(서울시 25개존, 경기도, 41개존, 인천

10개존)로 분류 재가공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800



2. 기존문헌 고찰

2.1 통행저항함수

중력모형의 구조는 통행저항함수  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는 통행비용, 통행시간, 또는 통

행거리로 표시되는 통행에 대한 저항함수로써 일반적으로 통행저항함수는 통행비용(또는 시간, 거리)이

클수록 통행량이 적어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통행저항함수는 다음 세가지 유형과 같이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파워함수(power function),

결합함수(comined function)로 표현 될수 있다.

  exp  exp 
  

   

  
 exp   

   파라메타 

<그림 1> 톻행 저항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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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yman(1969) 파라미처 정산기법

현재 효율적인 중력모형의 파라미터 정산기법으로 잘 알려진 Hyman(1969)의 정산기법은 기준연도에

관측된 평균통행시간과 모형에서 도출된 평균통행시간을 일치시키는 파라미터를 구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Ortuzar et al., 2001).

다음과 같은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식 1>

여기서, c *
는 OTLD(Observed trip length distribution)의 평균 비용(mean cost)이며, N i j는 각 OD

쌍에 대하여 관측된 통행수이다. 파라메타값을 정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Hyman 파라메타 정산과정]

(단계1) 반복수 m = 0

초기 추정치 설정 β 0= 1/c *

여기서, c *
는 OTLD의 평균비용

(단계2)

(2.1) 을 가지고 중력모형을 수행하여 평균 통행비용(mead trip cost)  산출

(2.2) 값 계산 :  


(단계3)

(3.1) m= m+ 1

(3.2) 을 가지고 중력모형을 수행하여 값 산출

(3.3) 만약  ｜  이면, 중지하고 β m - 1값 선정 그렇지 않으면 단계4로 진행

(단계4) 값 계산

 
 

   

(단계5) 수렴할 때까지 (단계3)과 (단계4)를 반복수행

즉, 이방법은 관측된 통행비용과 관측교통량비율간의 TLFD(Trip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을 이

용하여 평균 통행비용( c *
)을 구하고 이에 가장 가까운 통행패턴(통행비용)이 될때까지 반복수행하여

파라메타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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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ntropy 극대화모형의 통행저항계수( ) 추정

정용기(1998)는 Wilson의 Entropy 극대화 모형의 정산기법인 반복평형기법의 정산방법인 양분법

(bi-section method)을 토대로 관측된 평균통행시간과 예측된 평균 통행시간의 오차가 허용범위에 다다

를 때까지 반복(interation)하였으며, 관측 통행저항계수(  )의 오차범위를 설정하여 오차범위 내

에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최적의 통행저항계수()값을 도출하였다.

    <식 2>

여기서   관측된평균통행시간 





 



  예측된평균통행시간 



 




  관측교통량


  예측교통량

[통행저항계수() 도출 흐름도]

(단계1) 통행저항계수 범위 설정

(단계2) 통행저항계수값 결정

양분법(bisection method), 황금분할법(gold section method)등

(단계3) 반복평형기법(내부반복과정)

(3.1) 반복회수를 나타내는 변수 의 값을 0으로 설정하고 모든 에 대하여

의 초기값 

을 정한다.

(3.2) 모든 에 대하여

  


exp를 구한다.

(3.3) 모든 에 대하여

  


exp를 구한다.

(3.4) 모든 에 대하여


와 

이 근접한지를 검정한다. 만약 근접하지 않았으면

반복횟수를 으로 증가시키고 (단계 3.2)로 가서 각 과정을 반복한다.

(3.4)   
  exp를 구한다.

(단계4)  ≃  검증

만약 근접하지 않았으면 (단계 1)부터 재 수행

(단계5) 최적해

  
  exp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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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라메타 추정

3.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스마트카드사(KSCC)에서 제공된 2009년 11월 01일 하루 동안의 수도권 671개존

(서울 520개, 경기도 126개, 인천 25개)의 버스 및 지하철 통행 자료와 통행비용함수로 사용될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자료를 제공 받아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수도권 671개 존을 76개 지자체별(서울 25개존, 경

기도 41개존, 인천 10개존)로 구분하여 통행 OD 및 일반화비용을 재 구축 하였다.

또한, 통행분포 모형 분석 결과 통행분포 모형이 지수 함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는 세가지의 통행 저항 함수 중 지수함수를 사용하여 파라메타를 추정하였다.

<표 1> 수도권 지자체별 존체계

존 지 역 존 지 역 존 지 역

1 강남구 27 고양시덕양구 52 안양시만안구

2 강동구 28 고양시일산구 53 양주시

3 강북구 29 과천시 54 양평군

4 강서구 30 광명시 55 여주군

5 관악구 31 광주시 56 연천군

6 광진구 32 구리시 57 오산시

7 구로구 33 군포시 58 용인시

8 금천구 34 김포시 59 의왕시

9 노원구 35 남양주시 60 의정부시

10 도봉구 36 동두천시 61 이천시

11 동대문구 37 부천시소사구 62 파주시

12 동작구 38 부천시오정구 63 평택시

13 마포구 39 부천시원미구 64 포천시

14 서대문구 40 성남시분당구 65 하남시

15 서초구 41 성남시수정구 66 화성시

16 성동구 42 성남시중원구 67 강화군

17 성북구 43 수원시권선구 68 계양구

18 송파구 44 수원시영통구 69 남구

19 양천구 45 수원시장안구 70 남동구

20 영등포구 46 수원시팔달구 71 동구

21 용산구 47 시흥시 72 부평구

22 은평구 48 안산시단원구 73 서구

23 종로구 49 안산시상록구 74 연수구

24 중구 50 안성시 75 옹진군

25 중랑구 51 안양시동안구 76 중구

26 가평군 - - - -

<그림 2> 통행분포 모형 bus <그림 3> 통행분포 모형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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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는 추정법은 관측 통행량과 추정 통행량의 차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파라메타를 구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최소화 문제로 표현 할수 있다.

min  





  
 <식 3>

여기서 여기서, 는 추정하고자 하는 통행저항함수의 파라메타이며, 는 기종점간 관측 통행수

요(travel demand)이며, 는 중력모형으로 추정된 교통수요이다.

[풀이 알고리즘]

[단계0] 초기화

(0.1) 반복수   

초기값 설정      

(0.2) Furness 방법으로 
  

 산정

(0.3) 초기 OD 통행량 산정


  




  계산

[단계1]    

[단계2]    산정

다음과 같은 최소화 문제로    값 산정

min       




  
  

여기서, 는 기종점간 관측 OD통행량

[단계3] Furness 방법으로 
  

 산정

[단계4] OD 통행량 산정


  




  계산

[단계5] 수렴성 검토

만약


  


 

  
≃ 이면 중지 : 최적 파라메타   

그렇지 않으면 [단계1]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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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라메타 추정 결과

3.3.1 Bus

앞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타의 자치구별 파라메타를 추정한 결과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값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복횟수 68번째에 목적함수(Z)가

1,120,988,528로 분석되어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파라메타 값은    ,

  로 분석되었다.

<표 2> 파라메타 추정 (Bus)

반복횟수 alpha beta 목적함수(Z)

1 0.50 0.01  9,392,756,930 

2 2.14 0.21 1,155,087,205 

3 2.19 0.22 1,178,372,173 

4 2.16 0.22 1,183,691,944 

5 2.12 0.22 1,182,009,610 

: : : :

66 0.60 0.14 1,121,023,283 

67 0.58 0.14 1,120,999,436 

68 0.57 0.14 1,120,988,528 

3.3.2 Metro

자치구별 파라메타를 추정한 결과 버스와 마찬가지로 반복횟수가 증가할수록 파라메타가 감소하는 형

태를 띄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복횟수 82번째에 목적함수(Z)가 최소로 나타나 최적의 파라메타는

   ,   로 분석되었다.

<표 3> 파라메타 추정 (Metro)

반복횟수 alpha beta 목적함수(Z)

1 0.50 0.01  11,719,731,392  

2 1.17  0.08 2,972,300,122  

3 1.24  0.09 2,897,875,595  

4 1.23  0.09 2,902,595,543  

5 1.21  0.09 2,896,926,946  

: : : :

80 0.23 0.05  2,703,681,481  

81 0.22  0.05 2,703,630,251  

82 0.21  0.05 2,703,6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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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적 검증

4.1 통계적 기준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추정치와 관측치간의 오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기준이 필요

하며, 주로 사용되는 통계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 평균차이측정(Mean Deviation, MD) : MD=∑
n

i=1

(e i-o i)

n

- 평균제곱근측정(Root Mean Squqred Error, RMSE) : RMSE= ∑
i
[
(e i-o i)

2

n
]

- 표준편차측정(Standard Deviation, SD) : SD= [∑
n

i=1

(e i-o i)
2

n
-∑

n

i=1

(e i-o i)

n
]

- 백분평균제곱근측정(Percentile Root Mean Squared Error, PRMSE) :

PRMSE=100×[
RMSE

∑
n

i=1
(e i -o i )

]

- 백분표준편차측정(PSD) : PSD= 100×
SD

∑
n

i=1
o i/n

여기서, ei : 링크 i의 추정치(교통량 등)

oi : 링크 i의 관측치(교통량 등)

n : 관측치의 수

-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 두 변수간의 상관도를 평가

r=
1

n-1 ∑
n

i=1

(e i-e)(o i-o)

σ eσ o

여기서, e,o는 각각 추정치와 관측치의 평균이며, σ e,σo
는 이때의 표준편차이다.

- Theil의 부등계수(Theil's Inequality Coefficient) :





 




 




 
  







 

  



  


여기서, U 값이 0에 가까우면, 추정치가 관측치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이나 그이상이되면, 추정치가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나) 통계적인 검정(statistical test)

추정자료와 관측자료간의 유의성 검정(significant test)

- 모수검정 : Krwskal Wallis(KW) 검정, Wilcoxon Signed-Rank(WSR) 검정, Paired t-검정, F-검정 등

- 비모수검정 : 카이스퀘어 검정(동질성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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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검증 결과

Bus 통행량의 관측치와 추정치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의수준  0.05 일때 p-value값이

1.00로 유의수준보다 더 높게 분석되어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와 Theil 부등

계수 또한 0.942, 0.153으로 분석되어 관측치와 추정치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Metro 통행량의 관측치와 추정치의 t-검증 결과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

계수와 Theil 부등계수 또한 관측치와 추정치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 귀무가설(HO) :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HA) :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있다.

<표 4> 검증결과

구 분
t - 검증

상관계수
Theil

부등계수자유도 유의수준 p-value 검증결과

Bus 645 0.05 1.00 HO 0.942 0.153
Metro 3,167 0.05 1.00 HO 0.958 0.135

<그림 4> Bus TLFD

<그림 5> Metro TL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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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통행 수요 예측 및 파라메타(parameter) 분석에 사용되었던 OD는 노측면접 조사, 차량번호

판 조사, 가구방문조사 등과 같은 표본 조사 및 전수화 과정에서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고속도

로 관측교통량인 통행료수납시스템(TCS : Toll Collection System)은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량을 바탕으

로 이루어져 자료의 특성상 단거리 통행이 분석에서 제외되어오는 문제점을 안고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전수화 자료나 다름없는 교통카드

Real O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 일수 있게 되

었으며 통행료수납시스템(TCS : Toll Collection System) 자료와 같이 장거리 통행만을 반영하지 않고

마을버스와 같은 단거리 통행과 간선버스, 광역버스와 같은 장거리 통행이 고려된 분석 OD를 구축하게

됨으로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결과 값을 도출 할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분포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식의 파라메타 추정 알

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기존 파라메타 추정 방식은 목적함수를 통행비용으로 설정하여 통행비용이 최적

화되는 파라메타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측 교통량과 추정 교통량의 차이가 최소가 되

는 파라메타 추정법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수렴성 검토에서는 각 존별 교통량 차이가 보다 작은 수렴성

검토를 실시하여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파라메타를 추정하였다.

파라메타 추정결과 버스는   ,   로 분석되었으며 지하철은    ,  로 분석 되

었으며, 추정된 파라메타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검증과 상관계수, Theil 부등계수 모두

관측량과 추정량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 값이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라메타 추정법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파라메타 추정에 사용된 OD 자료는 노측면접 조사, 차량번호판 조사,

가구방문조사 등과 같은 표본 조사 및 전수화 과정에서 많은 오차를 내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관측교

통량인 통행료수납시스템(TCS : Toll Collection System)은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량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 자료의 특성상 단거리 통행이 분석에서 제외 되어오는 문제점을 안고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al OD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분석 OD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

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파라메타는 Real OD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수요 예측시 사

용하고 있는 타 파라메타 보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장래 수요 예측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정확

한 결과 값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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