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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toward railroad conjunction with opening of high-speed rail in 2004 and 
concurrent implementation of nation's green growth policies. Meanwhile, users' expectation on service of public 
transportation, especially railroad has been growing than since ever due to heightened quality of life, entering aging 
society, voice of equity for minorities, and greater interest in environments of communities.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expectations, actual improvements for user's convenience/comfort and its assessment strategies in terms 
of service quality level are necessary. This study defines the index of this aspect of service level as 'Sensitivity 
Quality'. This is conceiv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define travel cost as do the travel time and fare, 
but hardly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ssessing a transportation system or policy-making for a transportation 
project. The elements inclu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sensitivity quality in this study are feeling of a ride, 
conformability and  convenience what users feel and recognize using a train. This paper suggests that establishing 
sensitivity quality elements would contribute in foundation of assessing service quality and provide improved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through their scientific and object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1. 서론

 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의 성격과 의미 또한 변화를 하
고 있다. 과거 발전위주의 시기에서는 기계중심의 기술로서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을 하였지만, 현재나 장래에는 기계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 즉, 인간중심의 기술로서 트렌드가 변
화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공학은 기계, 전기, 항공, 자동차 등 대부분의 공학적인 분야에서 인간의 특성
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이용자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증가로 인하여 친환경, 친인간적인 기술을 선호하게 되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철도분야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철도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치가 과거보다 향상이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실험을 통하여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지표를 감성품질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감성품질은 승차감, 쾌적성, 편리성 등 열차이용자가 
열차를 이용함으로 인해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감성품질 요소 정립으로 인하여 교
통수단의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한층 향상된 수준의 대
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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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대중교통분야에서 감성공학 적용

감성공학이란 고객과 같은 수요자가 지니고 있는 감성적 부분과 이미지를 물리적인 디자인 요소로 번
역하고 그것을 토대로 설계하여 실현하는 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정략
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현실을 반영하여 감성부분에 대하여 측정과 해석을 하려는 
분야이다. 감성공학은 Kansei Engineering 또는 Sensibility Ergonomics라고 불리며 여기서, Kansei 
Engineering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츠다주식회사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승차감이나 인테리어가 승차자
의 요구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생산을 제안함에 따라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작을 토대로 
현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과 인간공학을 접미하여 친 인간적
인 디자인과 설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분야에서도 이러한 감성공학을 적용하
여 차 내외 설계 및 계획에 활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철도는 최근 네트워크 확대, 고속화에 따른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운영효율화 위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철도로의 수단전환이 목적이고 국가적으로 녹색교통 부흥에 이
바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투자 및 서비스 향상에 따른 수단전환은 주로 대중교통 고정승객(Captive 
Rider)이 대부분이며 승용차 이용자의 수단전환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경제
학적으로 철도의 통행비용, 통행시간, 편의성 등이 철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
단선택은 통행시간, 통행비용과 같은 화폐가치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 인지하는 통행시간, 비용, 편의성, 
쾌적성과 같은 감성적인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Trade-off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편의성, 쾌적성 등과 같은 감성적인 요소들은 정성적인 부분들로서 정량적으로의 변환과 해석
이 어려우며 기초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용자들의 선
호도와 평가기준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를 평가하고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감성품질과 같은 정성적인 편익은 교통사업에서 다루는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철도 
투자의 사회적 편익이 편중되어 추정되고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특히,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요소로서 편의성, 쾌적성과 같은 감성품질의 정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투자에 있어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과 제도정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철도분야에서 감성품질을 적용한 연
구들과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경제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국외사례

官原能生(2011)의 '신칸센 차량의 진동을 제어하다'에서는 차량의 고속화와 더불어 차량의 주행 성능 
측면 뿐만 아니라 연선 환경의 보전(소음, 진동 등), 차량의 주행 안전성 및 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차내 쾌적성이다. (그림 1.)에서는 열차의 차내 쾌적성은 진동, 소음, 
온도, 좌석의 안정감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공학 분야에서는 진
동에 의해 생기는 쾌감과 불쾌감의 평가를 진동의 승차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열차의 차내 쾌
적성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 밝혀지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칸센은 이전과 
비교하여 주행속도가 100km/h 이상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동 승차감이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향상
되었다. 또한, 신칸센 승차감과 고속화 향상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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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내에서 느끼는 요인들

心地よい車内環境を求めて(2006)에서는 철도 차량에 일정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이 자신이 위치한 공
간에 대해서 폐쇄된 공간이라고 인지되면 쾌적/불쾌에 대하여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문
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량화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승객 개개인의 차
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철도차량에 있어서 특정 연령대나 성별, 기호에 치우친 
디자인 및 설계는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자극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쾌적성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철도 차량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보편적인 디자인이 아니므로 민족성이나 지역 고유의 쾌적성 기준 
차이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쾌적성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완벽히 스트레스 및 자극을 주지 않는 상태가 
불가능하다면 승객이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설계와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몇 가지로 예
를 들면, 진동동요를 제로로 할 수 없으면 승객이 기분 좋은 적정한 진동수준까지 제어하는 방안이나, 
휴식과 독서하는 양쪽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밝기의 디자인 등이다.

일본의 철도종합기술연구소의 인간공학연구실에서는 차내 쾌적성 시뮬레이터 실험설비를 개발하고 쾌
적성의 평가수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열차 내의 쾌적성은 진동, 소음, 온도 등에 더해 내
장이나 차창 풍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차내 환경을 실험실에서 
모의 가능한 차내 쾌적성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 차내 쾌적성 시뮬레이터 외관 및 차내

일보의 국토교통성에서는 쾌적성·안심성 평가지표(ICE : Index of Comfortable and Easeful public 
transportation)을 제안하여 공공교통의 쾌적성 향상의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ICE의 주요 내용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다'의 4개 부분의 전체 49개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이용자 요구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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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등의 우선순위를 근거로 「지표 A:　지표 계측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 「지표 B: 계측 지표에 
대해 향후 검토」2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즉, 상세지표별에 따른 기준을 활용하여 공공교통에 대한 
승차품질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승차품질 평가기준을 정립하였지만, 평가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바로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해 평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
는 것이다. 일본의 철도투자사업 평가편람(2000)에서는 여객 쾌적성에 대하여 환승편리성과 차량 내 혼
잡도를 사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환승 편리성을 환승시간 및 횟수
를 사용하였는데, 환승시간가치는 일반 승차 시 대비 2배, 환승 횟수의 경우 1회 환승 시 승차시간의 
10분과 동일한 불효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작성하였다.

도표 1. 혼잡률에 따른 혼잡불효용 함수
혼잡률(%) 혼잡 불효용 함수
0 ~ 100 F = 0.0270R

100 ~ 150 F = 0.0828R - 0.0558
150 ~ 200 F = 0.179R - 0.200
200 ~ 250 F = 0.690R - 1.22
250 이상 F = 1.15R - 2.37

2.3 철도부문의 감성/인간공학 연구방향

국내에서는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승차품질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 승차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승차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
문조사를 통한 열차 이용자들의 서비스수준평가를 활용하거나 가속도진동을 활용하여 수준에 따른 열차
의 승차감을 ISO 2631 규격이나 UIC 513R 규격을 사용하여 승차감 정도를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조사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감성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크기
를 비교하여 승차품질 향상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승차품질 모델링 관련 연구에서 측정결과치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모형 및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각 변수
들 간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열차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에 대
해서 제시를 하였다. 김인기(2005)에서는 프랑스 TGV와 한국 KTX 승객의 감성 비교를 하였는데, 실
제로 해당 열차의 승객들에 대해서 면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열차종간의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도출되었는데, 이는 열차 승차감 기준 정립 시 국제적
인 관점에서의 정립이 아닌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개별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주환(2007)에서는 한국형 고속철도 승차감의 감성 모형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다. 승객들에 대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객실환경, 좌석관련, 터널관련, 개인관련, 만족도로 이
루어진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특히, 결과에서 두드러진 점은 좌석관련변수가 승차감에 가장 높
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량수송과 고속운행이 주목적인 철도분야에서 앞으로 새롭게 계획과 설
계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박정욱(2010)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의 계량화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스트레스에 대중교통 
이용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를 최소화 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에 기여하고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
하여 생체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시간에 따른 생체신호의 패턴을 파악하여 수단별, 구간별로 파악하고 인
과관계를 파악하여 규명하였다. 특히, 생체지표를 통하여 수단선택 모형 정립 시 주요 변수로서 반영할 
수 있으며, 환승체계나 시설 기준 설정 등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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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최소화가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기
준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명백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의 감성품질 요소 정립 기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존
의 승차품질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측정의 어려움에 따라 배제된 생체신호와 열차 안의 환경측
정데이터를 설문데이터와 진동데이터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열차의 승차품질을 파악하는 것
과 이러한 평가된 승차품질을 편익인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현실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도표 2)는 철도의 감성품질 요소로서 승차품질의 정량화를 위하여 승차감, 쾌적성, 무해
성, 편의성의 4개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표 2. 철도의 감성품질 요소(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분 내용

승차감 기계적 진동/가감속에 대한 신체의 즉각적 반응과 물리적 공간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반응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만족정도

쾌적성 객차환경에 대한 신체의 즉각적 반응과 지속적 반응의 축적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만족정도

무해성 인지할 수 없으나,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하거나 접촉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오염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편의성 교통약자를 포함한 불특정 승객이 이동수단 탑승부터 하차까지 이용 중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약조건의 최소화 정도

세부적으로, 추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감성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개량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차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마다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은(2011)에서 이러한 감성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
였다. 서비스 및 시설개량에 따라 이용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하여 각 요소에 대
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서울~부산기준으로 보았을 시, 열차 내외부 청결도의 가치가 29,000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동심실제세동기(AED)와 같은 응급장비와 좌석별 모니터 설치여부 순
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쾌적성에 주요 원인인 청결도 부분에서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통행자들 관점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해당 연구에서는 생체신호와 환경측정치 간, 환경측정치와 설문치 간, 설문치와 생체신호 간의 연
관성을 파악하여 철도 이용자들의 승차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인과관
계를 규명하여 승차품질 요소 정립에 기준을 마련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실제 편익항목으로 포함하여 
더욱 효용성 있는 교통계획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교통분야에서 인간공학과 감성공학이라는 정성적인 학문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이용자
들의 삶의 질 향상,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정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선호도 및 취향의 차이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경우 최대한으로 불쾌감을 최소화시키고 쾌적성을 최대한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것이 과거에 단순히 승차품질 평가를 진동, 설문데이터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시대에서 조금 더 감성적
이고 인간적인 공학분야를 접목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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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 대한 승차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돼 왔다. 특히, 열차의 진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돼 왔으며, 앞으로 감성/인간공학을 접
목하여 승차품질 평가에 진동뿐만 아니라 생체신호, 열차 내부/외부 환경, 오감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들
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데이터와 같이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판단 및 무성의한 답변에 의한 결
과치의 신뢰성 및 결과를 이용하여 단순히 설문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관적인 판
단기준을 뒷받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체신호와 열차환경치와 같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측정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장래 열차와 같
은 대중교통 승차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설계방향에 대하여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편익으로만 인식되어왔던 승차감‧쾌적성 등에 대해 승차품질이라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차량, 인프라 등 철도시스템의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
치로 환산하여 감성품질 편익 항목을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승차품질이라는 요소들을 수단선택 모형 정립 시 반영하여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이 설명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통행행태와 습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점차 부각되고 있는 교통약자 편의성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사회성을 보장함으로써 통행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감성품질 적용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개선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Modal-Shift)이 이루어져 교통수단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환경적인 편익이 발생하며 철도교통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와 같
은 대중교통에 대한 국내외의 승차품질 평가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진행 중인 연구와 
추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친 인간적인 승차품질 평가방향과 기준정립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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