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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ansit services with respect to transit service measures such as the load factor representing 
number of passengers between stops, dwelling time, and operational speed based on transit smart card data recorded 
in 2009. A case study on the local bus line 7024 connecting Seoul railway station to evaluate bus services at 
passenger perspectives was accomplished. From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 dwelling time was not affected by 
the number of passengers which is because the tagging patterns are different among passengers. The operational 
speed was analyzed by calculating the average speed of the bus route and the speed of each bus stops based on 
dwelling time. Interestingly, calculating operation speed based on the transit smart card data is the first time effort 
ever made and this mean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observe travel speed of bus and railway at a field level any 
mo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 basis of evaluation of transit services purely based on the transit smart 
card data and help to make better transit services for passengers and operators as well.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집계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평가항

목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중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교통카드자료 활용방안’과 미국의 대중

교통 매뉴얼인 ‘TCQSM(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을 참고하여 스마트카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평가 항목으로 추출될 수 있는 정류장과 정류장의 재차인원(load factor), 승객 승․
하차 인원에 따른 정차시간(dwell time), 통행시간과 거리 산출에 의한 속도(speed) 등 정량적인 항목

들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평가대상 버스노선은 서울역환승센터 정류장을 운행하는 지선버스 7024번 노선 중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버스로 선정하였다. 평가결과 ‘이대부고~삼호아파트’ 구간의 재차인원은 1좌석/인을 

점유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으며, 정차시간은 승객의 수와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승객의 패턴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카드 tag 과정 또한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속도의 경

우 정차시간을 고려하여 정류장 간 주행속도와 전 구간에서의 평균통행속도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 및 조정함으로써 승객뿐

만 아니라 운영자 측면에서도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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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분석목적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추세로 말미암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국적으로 1인당 0.35대(2010년 

자동차 등록 대수 기준)이며 수도권은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정적인 토지에 이제는 

새로운 도로의 인프라 사업을 구축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중교통으로의 승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수단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평가는 이용자 설

문조사 내지는 만족도 평가에 의한 분석이 전부이며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전 노선에 대한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2009년 집계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불과 몇 년 전에 보급된 스마트카드는 현재 대중교통 이용객의 90% 이

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루어진 샘플조사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수집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야말로 승

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 생각된다.

1.2 분석범위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중심인 서울역환승센터 정류장을 지나는 노선 중 지선버스인 7024번 버스의 

승객이 가장 많은 17시 55분 차고지 출발 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분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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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마트카드 데이터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18개의 column과 153자리의 width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카

드번호’, ‘운행출발시간’, ‘노선 ID’, '차량 ID', ‘사용자구분’, ‘승차일시’, ‘승차정류소’, ‘하차일시’, ‘하차정

류소’, '승객 수', ‘이용거리’ 등 11개의 column을 분석 목적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column_name domain_name width nulls 설 명　
PCARD_NUM numeric 12 N 카드번호

RUN_DEPART_DTIME char 14 Y 운행출발시간

TRANS_ID char 3 Y 트랜잭션 ID

TRANSP_METHOD_CD char 3 Y 교통수단코드

TRAF_FREQ numeric 5 Y 환승횟수

BUS_ROUTE_ID char 8 Y 노선 ID

TRANSP_BIZR_ID char 9 Y 회사 ID

VEHC_ID char 9 Y 차량ID

PCARD_USER_CLASS_CD char 2 Y 사용자구분

RIDE_DTIME char 14 N 승차일시

RIDE_STA_ID char 7 Y 승차정류소

ALIGHT_DTIME char 14 Y 하차일시

ALIGHT_STA_ID char 7 Y 하차정류소

PASGR_NUM numeric 5 Y 승객 수

RIDE_AMT numeric 12 Y 승차금액

ALIGHT_AMT numeric 12 Y 하차금액

USE_DIST numeric 9 Y 이용거리

STAND_DT char 8 Y 사용일자

표 1. 카드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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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와 버스 tag 과정 비교

승객이 도시철도 또는 버스를 이용할 때 스마트카드 tag 과정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철도 또는 버스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추적에 적용된다.

2.1 도시철도 tag 과정

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의 스마트카드 tag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발 tag 후 플랫폼까지 걸어가는 시

간과 플랫폼 도착 후 열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또한 열차에서 하차 후 도착 tag 

하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스마트카드에 포함된 총 통행시간이다.

그림 2. 환승이 없는 경로의 도시철도 tag 과정

 : walking time between tag  and platform 
 : waiting time between platform  and get-in vehicle 
 : in-vehicle time between get-in vehicle  and get-off vehicle 
 : walking time between get-off vehicle  and tag 

총 통행시간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차내 통행시간과 이동하고 차량을 기다린 차외 통행시간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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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스 tag 과정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의 tag 과정은 차량 승․하차할 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차정류장 도착 전

에 미리 하차 tag를 하는 경우와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승차 tag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승․하차 tag의 

시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3. 버스 tag 과정


    : arrival time at station i




   : departure time at station i




 : running time between station i and j




  : dwelling time at station i




 : travel time between station i and j (


+


)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첫 승객의 tag가 이루어지기 전 버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약간의 손실시간

이 발생하고, 출발 전에도 마지막 승객의 tag 이후에 이와 같은 약간의 손실시간이 발생한다. 이는 스마

트카드 데이터로부터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승객의 tag 시간 기준으로 버스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유추하기로 한다.

  (가정1)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이후에 승차 승객은 tag 할 수 있다.

  (가정2) 하차 승객의 tag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할 수 있다.

위의 가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tag 원리가 생성된다.




 = first tag time of get-in person at station i




 = last tag time of get-off person at st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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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 서비스 평가방법

앞에서 가정한 (가정1), (가정2)에 의해 버스의 도착시간은 처음 tag한 승차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버스의 출발시간은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차 승객이 1명일 경우에는 승차 

tag 시점이 버스 출발 후가 될 수 있으며, 하차 승객이 1명일 경우에는 하차 tag 시점이 버스 도착 전

이 될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승․하차 승객 모두 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다.

  (가정3) 버스의 출발시간, 도착시간 추적은 승․하차 이용객 모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1 승객 간 tag 시간 차이

승객 간 tag 시간 차이는 승객들이 승차와 하차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카드

를 tag하는지 알아보는 절차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버스의 출발 후 tag 하는 경우와 버스의 도착 전 

tag 하는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다음은 정류장별 승객의 tag 시간에 대한 산점도이다.

그림 4. 정류장별 승객의 tag 시간

A와 B 정류장에서 승객의 tag 시간을 살펴보면,

A : 하차 tag가 처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로 다음 tag가 이루어졌다. 승차 승객의 tag는 

마지막에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하차 승객이 미리 tag한 경우

        둘째, 승차 승객이 버스가 출발한 후 tag한 경우

        셋째, 승차 승객과 하차 승객 모두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tag한 경우

B : 첫 tag는 승차 승객이었으며, 연속적인 승차 tag 후 마지막으로 하차 승객의 tag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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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정류장 모두 승객이 버스에 타고 내리면서 tag를 한 경우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

류장에서 타고 내리면서 tag한 경우를 추적하기 위해 승객 간 tag 시간 차이 분포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하차의 경우 정류장 도착 전에 tag를 미리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승차 승객 기준으로 승객 간 

tag 시간 차이 분포를 다음과 나타내었다.

승객 간 tag 시간 차이는 90% 이상이 5초 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간 차이는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버스에 탑승하면서 연속적으로 tag를 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5. 승객 간 tag 시간 차이 분포

  (가정4) 승객 간 tag 시간 차이가 5초 이내인 경우는 승차 또는 하차하면서 tag를 한 경우로 본다.

3.2 버스 출발-도착시간 추적

앞에서 언급한 가정들을 다음의 과정에 대입해 버스의 출발과 도착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버스 도착

시간은 비교적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 승차 승객이 두 명 이상인 정류장에 한해서 처음 tag한 승차

시간과 그 다음 tag한 승차시간 간격이 5초 이내인 경우는 버스의 도착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버스의 출발시간은 승차 승객과 하차 승객의 마지막 tag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좀 더 세

밀한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1817



그림 6. 버스 출발-도착시간 분석 흐름도

 

다음은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① : 전일 데이터로부터 개별 노선의 승․하차 시간 데이터를 추출한다.

② : 개별 노선의 분석 시간대별로 모든 정류장을 분류한다. 

③ : 처음 정류장에서 승차와 하차 승객이 모두 2명 이상인지 살펴본다.

④,⑤ : 버스가 도착해야 승객이 승차할 수 있고 승객의 하차가 완료되어야 버스가 출발할 수 있다는 

(가정1)과 (가정2)에 의해, 처음 tag한 승차시간과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승차와 하차 승객이 모두 2명 이상일 경우 처음 tag한 승차시간과 마지막 tag한 하차시

간을 비교하도록 한다.

만약 승차 승객이 1명일 경우에는 승차 tag 시점이 버스가 출발한 후일 수 있으며, 하차 승객

이 1명일 경우에는 하차 tag 시점이 버스가 도착하기 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3)에 의해 

그 정류장은 skip하고 다음 정류장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우 해당 정류장의 버스 출발 도착 

시간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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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⑦ :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이 처음 tag한 승차시간보다 늦게 일어났으면, (가정2)에 의해 정류장

에 버스가 도착한 시간은 처음 tag한 승차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tag한 승차시간

과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을 비교하여 버스의 출발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 마지막 tag한 승차

시간보다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이 늦게 일어났으면, (가정1)에 의해 버스 출발시간은 마지막 

하차 tag 시간이다.

⑧,⑨,⑩,⑪,⑫,⑬ :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이 마지막 tag한 승차시간보다 먼저 일어났으면, 두 가지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승차인원이 많아 마지막 tag한 승차시간이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와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마지막 승차 tag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런 경우 마지막 tag한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승차 승객을 버스에 탑승

한 역순으로 tag한 시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 tag한 승차시간과 바로 이전에 tag한 승차시간과의 차이가 5초 이내일 경

우 연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승객들이 승차를 하면서 tag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처음 tag한 승차시간까지 버스에 탑승한 역순으로 반복한다. 이때 

버스의 출발시간은 tag 시간 차이가 5초 이내인 승차 승객들 중 마지막으로 tag한 

승차시간이다. 만약 그 차이가 5초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류장은 skip되며 

다음 정류장을 살펴본다. 

⑭,⑮,,,, : 처음 tag한 승차시간이 마지막 tag한 하차시간보다 늦게 일어났다면, 두 가지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차 승객들이 전부 미리 

tag한 경우와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한 후 승차 승객들이 뒤늦게 tag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지막으로 tag한 하차시간에서부터 하차 승객 역순으로 tag 

시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과정을 반복하여 5초 이내로 tag한 승객들 중 마지막

으로 하차 tag한 시간이 버스의 출발시간이 된다. 5초 이상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정류장은 skip하고 다음 정류장을 살펴본다.

, : 처음 정류장에서부터 위의 과정을 마지막 정류장까지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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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데이터 filtering

본 연구에 활용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2009년 10월 26일 서울시 지선버스인 7024번을 이용한 승객

들 중 차고지 기준으로 승객이 가장 많았던 17시 55분 출발 버스에 대한 데이터이다. 스마트카드 데이

터상의 오류와 더불어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 승객을 제외하기 위해 데이터를 filtering 하였다. 

그림 7. 데이터 filtering 과정

구분 데이터 1차 filter 2차 filter 유효데이터

데이터 수

(%)

135

(100%)

9

(6.67%)

3

(2.22%)

123

(91.11%)

표 2. 데이터 filtering

총 승객 135명 중 우선 도착역에서 tag가 이루어지지 않은 9명을 1차적으로 제외하였으며, 승차와 하

차 tag를 동일 정류장에서 한 3명을 2차적으로 제외하여, 총 123명의 유효데이터를 얻었다. 이는 91% 

정도의 유효율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승객 수(명)

일   반 73

초등학생 3

청 소 년 41

경   로 4

장 애 인 2

총 123

표 3. 승객 구분

승객별로 살펴보면 일반 승객이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청소년, 경로, 초등학생, 장애인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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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 서비스 평가

4.1 서비스 평가항목

본 연구에서 평가할 서비스 항목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대중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교통카

드자료 활용방안’과 미국의 대중교통 매뉴얼인 ‘TCQSM(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을 참고하여 스마트카드 데이터로부터 서비스평가 항목으로 추출될 수 있는 정류장과 정류장의 

재차인원(load factor)과 승객 승․하차 인원에 따른 정차시간(dwell time), 통행시간과 거리 산출에 의한 

속도(speed) 등이다.

4.2 재차인원

재차인원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는 한국의 도로용량편람의 입석 버스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

과 같다.

평가
재차인원
(인/좌석)

탑승인원
(명)

면적기준 

( /인)

차량면적

()

입석면적

()
좌석 수

A 0.0～0.5 0～15 > 1.55

23.30 7.5 31

B 0.51～1.0 16～31 0.75～1.54

C 1.01～1.42 32～44 0.53～0.74

D 1.41～1.84 45～57 0.41～0.52

E 1.85～2.25 58～70 0.33～0.40

F 2.26～2.83 71～88 0.26～0.32

표 4. 재차인원에 따른 서비스수준

노선의 순환 기능성으로 인해 장거리 통행 패턴을 보이는 승객은 없었으며,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5. 정류장별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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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과 정류장의 재차인원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다음과 같다.

출발
정류장

도착
정류장

재차인원(명) 서비스 평가

봉원사 이대부고 7 A

이대부고 이대부중 7 A

이대부중 치과병원 16 B

치과병원 재활병원 17 B

재활병원 본관 18 B

본관 의대장례식장 18 B

의대장례식장 신촌기차역 18 B

신촌기차역 미라보호텔 11 A

미라보호텔 신촌역2호선 8 A

신촌역2호선 신촌로터리버거킹 12 A

신촌로터리버거킹 명물거리 12 A

명물거리 세브란스병원 18 B

세브란스병원 이대부중 21 B

이대부중 이대부고 14 A

이대부고 봉원동사거리 37 C

봉원동사거리 봉원사 35 C

봉원사 봉원동사거리 35 C

봉원동사거리 삼호아파트 50 D

삼호아파트 영천시장 14 A

영천시장 금화초교 12 A

금화초교 서대문4거리 11 A

서대문4거리 서대문경찰서 9 A

서대문경찰서 서울역버스환승센터 18 B

서울역버스환승센터 갈월동 8 A

갈월동 갈월동숙대입구역 7 A

갈월동숙대입구역 숙대입구전철역 9 A

숙대입구전철역 청파동 6 A

청파동 서계동 7 A

서계동 서부역 6 A

서부역 경찰청앞 10 A

경찰청앞 서대문경찰서 10 A

서대문경찰서 서대문 8 A

서대문 독립문 9 A

독립문 극동아파트 11 A

극동아파트 봉원동사거리 6 A

봉원동사거리 봉원사 1 A

표 6. 재차인원에 따른 서비스 평가

승객이 가장 많은 버스이지만 재차인원에 의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A~B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전반적으로 승객 1명당 1좌석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는 지선버스임에도 일정구간을 순환하는 순환

성 기능을 동시에 띄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이대부고~삼호아파트’ 구간은 C~D 정도의 수준

을 보여 다른 구간보다 혼잡하고 상대적으로 좌석에 앉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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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차시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및 정차시간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가정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정차시간을 도

출한 결과, 다수의 정류장에서 정차시간이 산출되지 않았다. 이에 차고지 기준 17시 34분 출발 버스에 

대해 분석 대상 시간대를 늘려 추가분석을 하였다.

승하차
17:34 17:55

승차인원 하차인원 정차시간 승차인원 하차인원 정차시간

1 봉원사 8 0 - 7 0 -

2 이대부고 2 1 - 2 2 -

3 이대부중 9 0 - 9 0 -

4 치과병원 2 0 - 3 2 32

5 재활병원 4 0 - 2 1 -

6 본관 0 0 - 0 0 -

7 의대장례식장 0 1 - 1 1 -

8 신촌기차역 0 3 - 0 7 -

9 미라보호텔 0 4 - 0 3 -

10 신촌역2호선 3 14 18 12 8 39

11 신촌로터리버거킹 0 0 - 0 0 -

12 명물거리 9 0 - 6 0 -

13 세브란스병원 0 1 - 3 0 -

14 이대부중 1 3 - 2 9 24

15 이대부고 1 2 - 25 2 57

16 봉원동사거리 0 4 - 3 5 68

17 봉원사 3 1 - 2 2 -

18 봉원동사거리 3 1 - 16 1 -

19 삼호아파트 1 1 - 1 37 -

20 영천시장 4 2 47 1 3 -

21 금화초교 2 2 30 1 2 -

22 서대문4거리 7 0 - 1 3 -

23 서대문경찰서 5 4 72 9 0 -

24 서울역버스환승센터 0 12 - 1 11 -

25 갈월동 0 3 - 0 1 -

26 갈월동숙대입구역 0 2 - 1 2 -

27 숙대입구전철역 3 3 84 3 3 -

28 청파동 1 0 - 1 0 -

29 서계동 0 0 - 0 1 -

30 서부역 6 0 - 5 1 -

31 경찰청앞 4 2 69 4 4 11

32 서대문경찰서 0 1 - 0 2 -

33 서대문 4 3 86 1 0 -

34 독립문 1 4 - 3 1 -

35 극동아파트 3 4 36 1 6 -

36 봉원동사거리 1 4 - 0 5 -

37 봉원사 0 5 - 0 1 -

평균정차시간 - - 55 - - 38.5

표 7. 정차시간에 따른 서비스 평가

단위 : 명, 초

주 :  정차시간이 평균 정차시간보다 낮은 구간

분석결과 버스의 구간별 정차시간은 정류장마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승․하차 인원에 정비례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승객의 승․하차 패턴과 더불어 운전사의 성향 등 승객의 수보다는 다른 요인

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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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속도

다음은 앞에서 구해진 정차시간을 토대로 기울기가 주행속도①, 세로의 길이가 정차시간②인 버스의 

운행도를 표시한 것이다. 10번, 14번, 15번 정류장에서는 정차시간을 구할 수 있어 정류장 간 주행속도

를 구할 수 있는 반면, 11번, 12번, 13번 정류장은 정차시간을 구할 수 없어 이들 정류장 간 주행속도

는 알 수 없다.

그림 8. 주행속도와 정차시간

이를 전(全) 정류장에 적용하여 버스 운행시간에 따른 시공간도를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정류장 간

을 주행한 주행속도와 버스의 기․종점을 잇는 평균통행속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림 9. 버스 운행 시공간도

계산된 정류장 간 주행속도는 다음과 같다. 평균통행속도보다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은 ‘봉원사~치과

병원’, ‘이대부중~봉원사’ 구간으로써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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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도착 주행속도(kph) 평균속도(kph)

봉원사 치과병원 14

13

치과병원 신촌역2호선 8

신촌역2호선 이대부중 6

이대부중 이대부고 35

이대부고 봉원동사거리 14

봉원동사거리 경찰청앞 17

경찰청앞 봉원사 13

표 9. 주행속도에 따른 서비스 평가

주 :  주행속도가 평균속도보다 낮은 구간

5. 결 론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는 승객을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집계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

통 수단인 도시철도와 버스에 대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버스에 대해서는 서울

역환승센터 정류장을 지나는 노선을 평가함으로써 현재 서비스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버스 승객의 tag 특성상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뒤 승차 승객은 탑승할 수 있고, 하차 승객이 모두 

내려야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버스의 출발과 도착시간을 추적하였다. 이를 토대

로 정류장별 정차시간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류장 간 주행속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선정된 버스 노선의 순환 기능성으로 인해 많은 승객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재차인원에서 

특정 몇 개의 구간을 제외하고는 1좌석/인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차시간은 모든 정류장에

서 도출할 수는 없었으나 산출된 몇 개의 정류장에서 정류장 간 주행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계산된 

주행속도는 버스의 기․종점을 잇는 평균통행속도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우위 판단하였다. 정차시간은 승․
하차 인원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승객의 승․하차 패턴이 일률적이지 않고 운전사의 운전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다른 요인과의 추가 조합을 통하여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고자 2009년 수집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설문지 조사를 통한 평가보다는 널리 보급된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평가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서비스 평가항목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카

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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