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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is one of the urban structure concentrated on the multi- 

functional space/district with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hich is introduced for maintaining

sustainable future cities. With such trends, the project of building complex transferring centers 

located at a urban railway station has widely been spreaded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alytical framework is required to clarify and readily understand the complicated 

procedure of estimation with the large scale of the project. By doing so,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analytical framework for estimating a pedestrian OD matrix using a spatial 

information and an integrated smart card data, which is so called a data depository and it has 

been applied to the Samseong station for the model validation. The proposed analytical 

framework contributes on providing a chance to possibly extend with digitalized and automated

data collection technologies and a BigData mining methods.

keywords: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multimodal transfer, pedestrian OD matrix, smart 
card data, spatial information, station

초록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는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기능을 가진 집약적인 도시

구조이며, 미래지향형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되는 개념이다. 최근 도시철도 역

사를 중심으로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계획과 유지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공간정보와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역사 보행 기종점 추정을 위

한, 표준화된 분석 절차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삼성역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된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절차는 자료 수집 기술과 빅데이터 

DB 분석 기법 발전에 따라 유기적 확장 가능한 분석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수단간 환승, 보행 기종점, 스마트카드 자료, 공간정보, 도시철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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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도시철도 역사는 단순 대중교통 승 ․ 하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 업무, 상업,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국토교통부(2017.2)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형 도시건설 사

업의 청사진과 일맥상통한다.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역사는 단순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달리,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과 연계하여, 도시교통환경 개선

을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로 공간의 용도 재

편’ 등 도시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스마트 역사(공간) 기술 출현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철도 역사에서 수용하는 통행 패턴은 대부분 첨두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고, 특히, 공간적으로 

복합 기능의 특성을 지닌 도시철도 역사의 경우, 1일 2회 첨두시간대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거나, 준 첨두시간대

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You et al., 2017). 반면, 물리적 측면의 도시철도 역사는 반영구적인 도시교통 

기반시설로, 역사 및 선로 시스템, 인프라 등 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확장이 제한적이며 대규모 추가공사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으로, 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성 및 안전에 대한 문제, 특

히 테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와 이로 인

한 도시철도 역사 내의 보행 통행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다양한 

첨단 수집 및 운영 기술을 통해 제한된 물리적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집계적인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동적인 분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며, 혼잡 완화 및 안전

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 및 시스템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 분석 방법론, 기초 자료수집, 모니터링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 운영 등 상이한 위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필수적이고 보편적

인 요소인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기종점 자료 추정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기종점 자료는 활용 및 

분석 수준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철도 역사 계획 및 건설 단계의 규모 산정시, 

보행 기종점 자료는 승강장, 출입구, 통과 노선 및 주변 대중교통 수단, 토지이용 특성과 연계되어 추정되는 보행 기

종점 자료가 있으며, 두 번째는 도시철도 역사 건설 이후 운영시, 배치된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과 연계된 추가적인 

기종점을 포함한 확장된 보행 기종점 자료이다. 궁극적으로 두 번째 유형으로 제시된 확장된 보행 기종점 자료도 계

획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시설 배치와 연계하여 분석 가능한 DB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보행 기종점 자료 분석 기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와, 도시철도 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 자

동 출 ․ 개찰 시스템, 토지이용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 기반의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자 기종점 추정을 위한 

표준화된 분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고, 삼성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고, 3장에서는 공간정보 기반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한 도시철도 역사 보행 기종점 분석 기법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삼성역 사례분석을 통

해, 보행 기종점을 도출하고 검증하였다. 5장에서 분석 기법의 확장성 및 보행 기반 빅데이터 활용처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제시하였다.

기존문헌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보행자 기종점 추정 관련 연구와 철도 역사 관련 실증 사례 등 관련된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교통카드 자료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 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Pelletier et 

al.(2011)은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개발, 운영관리 및 평가 등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교통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초기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패턴 분석(Blythe, 2004; Bagchi and Whit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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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sunomiya et al., 2006)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통행 경로 분석, 기종점 분석 등의 통행사슬 정보를 이용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répanier et al., 2007; Seaborn et al., 2009; Munizaga et al., 2010).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Park et al.(2008)은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수요 도출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는 오류와 결측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측치에 대한 보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사 연구로, 

Shin(2016)은 통행종점 정보가 누락된 불완전한 교통카드 자료에 대한 도착지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Lee and 

Kim(2010)은 수도권 전체를 분석 영역으로 하여, 통합 대중교통체계에서 개별 통행자의 통행 분석을 통해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2015)에서는 교통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운영을 계획하고 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TRIPS(Travel Record based Integrated Public transport 

operation planning System)를 개발하여, 정류장 및 역 단위의 통행 현황 및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기종점간 통행

사슬 분석을 통한 통행행태 분석, 역간 기종점 추정, 스케줄 생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였다. You et al.(2017)

은 통행사슬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통행자의 승 ․ 하차, 환승행태, 통행사슬과 연관된 도시철도 역사의 특성을 분석

함으로써 공간 정보와 연계한 통합 모빌리티 분석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교통카드, 통신량 자료,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정보 수집 체계로부터 얻어지는 교통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수단 중심의 기종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자를 기반으

로 한 기종점 혹은 이동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존재하는 보행 기종점 추정 연구는 일

회성 조사를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등 이용자와 운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해주지 못하고 있다. 조사 자료 기반의 보행 관련 저자의 최근 연구 (Jung et al., 2016; You et al., 2016)에서 도시철

도 역사 내에서도 경로선택 모형 등의 통행 배분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주변 토지이용 계획과 이용자의 전주기 통행

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보행 발생량, 보행 기종점 통행량은 경로선택 모형의 입력 자료로 제 역할(Garbage- in & 

Garbage-out)을 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의 종합적인 분석 기

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단계별 모형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에 따라 전체적인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 수행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간정보 및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한 보행 기종점 분석 기법 개발

1. 용어 및 개념 정립

1)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

도시철도 역사 내의 보행자 기종점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역사별 이용자 현황 자료(환승, 출 ․ 도착 

등)와 해당 이용자의 도시철도 역사 내 통행 경로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교통카드 자료와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통칭하여 통합 스마트카드로 정의하였

다. 각 자료에 대한 세부 사항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전자화폐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의 지불 수단과 동일한 가

치를 지니는 카드로 정의할 수 있다.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증가하

고 있으며, 2016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에 의하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버스 98.6%, 지하철 100%로 높은 교

통카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교통카드 자료는 암호화된 가상 카드번호, 

승차정보, 하차정보, 노선정보, 사업자정보, 차량정보, 요금정보, 환승정보 등의 27가지 항목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즉, 교통카드 자료는 이용자 정보 뿐만 아니라 수단과 관련된 정보, 운영자와 관련된 정보 등의 다양한 분

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가 통행한 전체 통행에 대한 

통행사슬 정보를 도출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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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출 ․ 개찰 시스템(Automatic Fare Collection, AFC)은 승차권 구입 및 개 ․ 집표까지 모든 업무와 각종 통계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내에 설치한 시스템이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설치되어있는 AFC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여 승 ․ 하차를 하게 되며, 이러한 도시철도 이용객의 이용 정

보는 AFC 시스템에 저장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AFC 시스템 자료는 태그날짜, 승차역 ID, 승차역 장

비 ID, 승차 태그시간, 하차역 ID, 하차역 장비 ID, 하차 태그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AFC 자료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이용객들이 주로 어느 개찰구를 통해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적 DB인 교통카드 태그 자료와 정적 DB인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자료를 

융합하여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는 교통카드 자료로부터 수

집되는 이용자의 수단, 통행사슬 등의 전체 통행에 대한 정보와 도시철도 역사 기반으로 수집되는 AFC 정보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한 이용객들이 언제, 어느 방면에서 유입하고 어느 방면으로 유출하는지 추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수도권 전체 교통카드 정보 중에서 분석대상 역사(삼성역)를 이용한 교통카드 태그정보와 AFC 자

료에서 추출한 단말기 태그정보를 매칭하여, Figure 1과 같이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통합 스

마트카드 자료는 카드 ID, 통행 ID, 이용자 유형 등의 이용자 정보, 통행 수, 이전 통행, 이후 통행 등을 포함하는 통

행사슬 정보, 분석대상 역사에 도착한 시간, 개찰구 정보 등에 대한 통행 정보만을 추출하여 정리한 DB이다.

Figure 1. Example of integrated smart card data

2) 도시철도 역사 내 통행 유형 정의

보행 기종점 추정은 역사 내 통행 특성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통행 유형에 따라 역사 내 보행 기종

점을 추정하는 절차를 분리하여 논리적 정밀도를 높였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통행 유형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를 최

초 출발지 또는 최종 도착지로 하는 직 승 ․ 하차 통행, 타 노선 혹은 타 수단과의 환승을 통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

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는 환승 통행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도시철도 역사를 기준으로 통행 방향을 

고려하면, 지상 시설에서 도시철도 역사 내부로 이동하는 유입통행(in-flow), 도시철도 역사 내부에서 도시철도 역

사 외부로 통행하는 유출통행(out-flow)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행 유형과 방향 특성을 고려하여, 분

석대상 역사를 거쳐 간 이용객의 통행 유형을 5가지로 정의하였다(Figure 2와 Table 1 참조).

3) 도시철도 역사 내 기종점 정의

기종점이란 사람 ․ 자동차 ․ 물자 등이 이동하는 출발지(기점, origin)와 도착지(종점, destination)에 대한 정보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통행 특성을 나타내며, 교통계획, 운영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

다. 도시철도 역사 내 기종점은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역사 구조물 내의 출발점 및 도착점에 대한 정

보를 나타내며, 노선 수, 개찰구 수, 출입구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 기종점을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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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 하차를 수행하는 승강장과 역사로의 유출 ․ 유입의 기준이 되는 출입구로 설정하였다.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여 

타 역으로 이동하는 통행의 경우, 출입구-개찰구-승강장의 경로로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자의 기점은 출입구가 되고, 종점은 승강장으로 결정된다. 반대로, 타 역에서 분석대상 역사로 도착한 도착통행

의 경우, 기점은 승강장, 종점은 출입구로 설정된다. 즉, 도시철도 역사 내 기종점은 출입구 수와 승강장 수로 결정되

며, 출입구가 8개, 승강장이 2개인 경우에는 총 10개의 기종점을 대상으로 하는 10×10의 OD matrix를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와 역사 인근의 토지이용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역사 내의 기

종점을 통합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Figure 2. Concept of the travel types

Table 1. Definition of the Travel Types 

Type Definition
Trip chain based on integrated 

smart card data
OD pair in target station

1 Departure at a target station Target station → Other subway station Exit to Platform
2 Arrival at a target station Other subway station → Target station Platform to Exit

3 Transfer to other transit modes 
(bus → subway)

Bus stop → Target station → 
Other subway station

Exit to Platform

4 Transfer to other transit modes 
(subway → bus)

Other subway station → Target station 
→ Bus stop

Platform to Exit

5 Transfer to the other railway lines Other subway station → Target station 
→ Other subway station

Platform to Platform

2.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기종점 분석체계 개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철도 역사 내 ․ 외부의 공간정보와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

여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기종점 추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분석체계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도시철도 역

사 내 보행 기종점 분석 체계는 분석자료 수집, 보행 기종점 추정의 2단계 모듈로 구성였으며, 분석 개념도는 Figure 

3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 기종점 분석체계는 전통적인 교통수요 4단계 추정모형에서의 통행분포 (Trip 

Distribution)와 유사한 과정이다. 

1) 분석자료 수집 

분석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분석대상 역사와 관련된 공간정보 자료,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자 통행자수 혹은 통행 패턴 수집을 위한 영상 (또는 CCTV) 자료 등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특히, 공간정보 자료는 

분석대상 역사 인근 토지이용 시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토지이용 특성, 주거 및 직장 인구수, 가구 수,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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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근 버스정류장 정보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상기에서 제시된 수집 자료는 Figure 4와 같

이, 분석대상 역사와 관련된 역사 정보, 토지이용 정보, 통행 정보 등 기종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포맷으로 정

리되어, 디파짓토리(depository)로 구축된다.

Figure 3. Framework for estimating pedestrian OD matrix

Figure 4. Data depository associated to a target station

2) 보행 기종점 추정 

보행 기종점 자료는 도시철도 이용 및 이동행태에 따른 현황분석, 신기술 도입에 대한 효과분석, 역사 내 보행동

선 분석 등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내 기종점을 

도시철도 역사의 내 ․ 외부 연결 통로인 출입구와 다른 역과의 연결 지점인 승강장으로 정의하였으나, 출입구와 승강

장은 통행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구 위치와 승강장 방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만으로 보행자가 승강장에 도착하여 개찰구를 통과한 후 실제로 어느 출입구로 나갔는지 추정하기

가 어렵다. 이에 도시철도 역사를 출 ․ 도착지로 하는 이용객의 경우, 인근 토지 이용의 공간정보 특성에 따른 출입구 

이용 패턴을 보일 것이며, 타 수단(버스)과의 환승을 통해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위치에 따른 출입구 이용 특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방안을 수립하였다

(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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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ncept of trip distribution for estimating OD matrix

앞서 설정한 통행 유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승 ․ 하차와 환승승하차에 따른 차별화된 출입구 선

택 패턴을 적용하여 출입구에 대한 기종점 보행량을 추정하였다. 직 승 ․ 하차의 경우, 인근 토지 이용 공간정보 특성

을 적용하여 Equation 1과 같이 출입구 배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분석 목적

에 따라 주거인, 직장인, 상업시설 이용자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주거인, 직장인, 상업시설 이용자는 앞서 디파짓

토리를 통해 구축한 출입구 인근의 주거인구수, 직장인구수, 상업시설 수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오전 첨

두 시간대 업무지구 인근의 역사에 대한 기종점을 추정하는 경우, 업무 목적을 100%로 적용하여 직장인구수 비율

에 따라 출입구 기종점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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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the number of the pedestrian from/to exit 

 : total number of the pedestrian at the target station




 : the ratio of household trip 




 : the ratio of working trip




 : the ratio of trip for using commercial stores


 : the number of the residents related to exit 


 : the number of the employees related to exit 


  : the number of the commercial stores related to exit 

 : exit number 

 : the number of exits

버스 환승을 포함하는 통행의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출입구를 선택하여 도시철도 역사로 유출 ․입 하고자 

하는 보행 행태에 근거하여 출입구를 기점 혹은 종점으로 추정하였다(Equation 2 참조).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에서 

도시철도 이용객의 통행사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간 환승통행자 대상으로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왔는지, 

어느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역과 버스 정류장과의 연계정보를 통해 출

입구와 버스정류장을 매칭하여 집계하면 수단간 환승통행에 대한 출입구 배분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수단간 환승

통행에 대한 출입구 배분에 대한 예시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 ,    i 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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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 of the transferring trip assignment from/to exit

From
(Station ID)

To
(Bus stop ID)

Number of 
pedestrian (


)

Exit

219 1 130 1
219 2 310 1
219 3 290 2
219 4 650 3

: : : :
219 59 250 2
219 60 120 4

Total 3,000 -

승강장의 경우 분석대상 역에 도착하는 보행자와 분석대상 역에서 다른 역으로 이동하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역사 

내 기종점으로 정의되며,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한 통행사슬 분석을 통해 이용객의 승강장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섬식 승강장의 경우 방향 별 승강장을 설정 할 필요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기종점 자료 생

성을 위해 상대식 승강장을 기준으로 각 방향 별 승강장을 구분하여 기종점 자료를 생성하였다. 교통카드 자료로부

터 직접 추출된 관측 자료인 통행사슬 자료를 이용하여 철도를 이용한 통행의 최적 경로를 도출하여 도시철도 이용

객이 어느 방면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유입했는지, 유출했는지 분석하였다. 최적 경로는 두 철도역 간(From station- 

To station)의 여러 경로에 대해서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였으며, 이동 경로에서 분석대상 역과 연

결되는 이전 역, 이후 역 정보를 추출하여 승강장 추정에 활용하였다.

사례 분석: 삼성역

1. 자료 수집

1)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보행 기종점 분석체계 기법을 활용하여 삼성역을 대상으로 보행 기종점을 추정하였

다. 삼성역은 2호선 하나의 노선만이 통과하는 단일역이지만, 코엑스, 무역센터 등에 의해 업무 통행 및 상업시설 이

용 통행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이용 수요를 보이는 역사이다. 또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권 광역복합센터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본 연구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삼성역은 다양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고밀도 업무지구 역사로, Figure 6과 같

이 1개의 섬식 승강장과 8개의 출입구, 세 구역의 자동 출 ․ 개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섬

식 승강장을 방향별로 구분하여 2개의 승강장, 8개의 출입구에 대하여 각 방향별로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의 기종점에 대한 보행 기종점 matrix를 추정하였다.

(a) Map of Samseong station (b) Exit and gate information

Figure 6. Study area (Samseo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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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 수집

삼성역 분석을 위해서, 2016년 11월 1일 스마트카드 자료와 AFC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구축

하였다. 2016년 11월 1일의 스마트카드 실적 기반 삼성역을 이용한 통행 수는 120,923건 이었으며, AFC 자료와의 

매칭을 통한 이상치 및 결측치 343건의 통행을 제외한 120,580건의 통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

된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별 일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자

료에서 제시한 121,448건과 1% 미만의 오차율을 보여 수집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보행 기종점 추정에 앞서,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5가지의 통행 유형에 따라 승하차 보행량, 개찰구 이

용 현황 등에 대한 특성 및 삼성역 통행에 대한 기초 통행패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 결과에 의

하면, 삼성역을 출발지 및 도착지로 하는 통행이 전체 통행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통행이 직 

승 ․ 하차 통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역의 경우, 오전 첨두시간은 8-10시 사이에 나타나는데, 업무 및 상업시설로 

인한 출퇴근 통행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개점시간이 대부분 10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철도 역사 보다 오전 

첨두시간대가 한 시간 가량 늦게 나타나는 양상을 띤다. 해당 일의 오전 첨두 시간대의 통행량은 28,069건으로, 전

체 일일 통행량의 약 23.3%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Table 3. Statistics of the trips using integrated smart card data 

Type # of trips (all day) # of trips (peak time, 8-10) # of trips for time of day

1 53,185 1,215

2 53,184 23,158

3 6,201 1,092

4 8,010 2,606

5 - -

Total 120,580 28,071

3) 공간정보 자료 수집

삼성역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분하여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거시설은 삼

성역 인근의 주거인구 수, 업무시설은 직장인구 수, 상업시설은 상업시설 수를 조사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였

다. 또한, 삼성역 인근의 버스정류장 위치를 권역별로 매칭하여 버스 정류장 위치에 대한 공간정보를 생성하였다. 

공간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 현황 조사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시스템1)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삼성역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앞서 설정한 4개의 출입구 구역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조사된 토지이용 현황 자료는 직 승 ․ 하차 통행에 대한 보행 기종점 추정 시 활용된다. 또한, 수단간 환승 통행

에 대한 보행 기종점 추정을 위해 버스 정류장과 삼성역 지상 공간 구역을 매칭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삼성역 인근

의 각 권역 별 공간정보에 따르면, 코엑스 몰이 포함되어 있는 3구역의 경우 직장인구 수가 57,595명으로 나타나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상가업소 수도 1,361개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구역의 경우 업무지역, 주거지역 및 

학교가 밀집해 있는 주택상업지역으로 분류되며 주거 인구수가 전체 권역 중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대별 통행 목적 비율(주거, 업무, 여가)에 따른 통행 분포를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

으나, 본 연구의 시간적 분석 대상인 삼성역의 오전 첨두시간대에는 업무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통

행 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출입구에 대한 통행 분포를 적용하였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상권정보분석시스템 (http://www.sbiz.or.kr/su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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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IS information by sections

Section Area (m2) Residents Employees
Number of 
commercials

1 240,427 1,261
(6.8 %)

16,799
(12.2 %)

155
(6.9 %)

2 566,598 15,317
(82.8 %)

42,083
(30.6 %)

520
(23.1 %)

3 346,324 1,924
(10.4 %)

57,595
(41.9 %)

1,361
(60.6 %)

4 251,092 -
(0.0 %)

21,012
(15.3 %)

211
(9.4 %)

2. 보행 기종점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집한 자료 및 분석체계를 이용하여 삼성역의 보행 기종점 추정을 위한 통합 보행 기종점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ure 7에 개발한 통합 보행 기종점 분석 프로그램 UI (User Interface)를 제시하였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은 앞서 수집한 공간정보 및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 분석하고자 하는 역사에 대한 정보, 시간대 정보 

등을 입력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절차 및 연산과정에 의거하여, 보행 기종점 자료가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보행 기종점 추정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앞서 수집된 삼성역의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와 공간정보 자료이

며, 두 자료를 융합하여 대중교통 수단 혹은 노선 간 환승 정보가 자동 추출 된다(통합 스마트카드 자료+ 공간정보 

자료 → Figure 7의 오른쪽 상단 박스에 있는 Bus stop section, AFC section 매칭 → 수단 및 노선 간 환승 OD 생

성). 또한, 공간정보 자료에 매칭 가능한 출입구 영향권역을 설정하고, 보행 기종점 추정을 위한 분석 파라미터로 분

석대상 역사에 대한 역 ID, 분석 시간대를 정의하여 입력하면 분석가가 도출하고자 하는 역사에 대해 설정한 시간대

(오전 첨두, 오후 첨두, 전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Figure 7. Program interface for analyzing pedestrian OD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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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 기종점 자료 추정 및 검증 절차

제안된 도시철도 역사 보행 기종점 분석 기법과 구현된 UI를 활용하여, 추정된 삼성역 보행 기종점 자료는 Table 

5와 같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자료를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도시철도 역사를 단순 통과하는 통과 보

행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실제 지하철을 이용한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실적 자료 기반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보행 기종점 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점이 승강장, 종점이 출입구인, 타 역에서 삼성역으로 유입하는 

도착 통행이 25,764 통행으로, 오전 첨두시간대 전체 삼성역 이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역 

방향의 승강장으로 도착한 통행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승강장으로 도착한 이용객들의 통행 패턴은 출

입구 3구역으로의 유출하는 통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엑스 몰, 무역센터 등이 연결되어 있는 5,6

번 출구로의 출근 통행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출입구에서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유입통행의 경우, 2,307통행으

로 나타났으며, 삼성역으로 유입한 이용자는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edestrian OD matrix in Samseong station 

Exit Section 1
(Exit 1,2)

Exit Section 2
(Exit 3,4)

Exit Section 3
(Exit 5,6)

Exit Section 4
(Exit 7,8)

Platform to 
Seolleung

Platform to 
Sports Complex

Sum
(Origin)

Exit Section 1
(Exit 1,2)

0 0 0 0 246 594 840

Exit Section 2
(Exit 3,4)

0 0 0 0 141 367 508

Exit Section 3
(Exit 5,6)

0 0 0 0 211 542 753

Exit Section 4
(Exit 7,8)

0 0 0 0 57 149 206

Platform to 
Seolleung

855 2,416 3,203 1,375 0 0 7,849

Platform to 
Sports Complex

1,986 5,511 7,340 3,078 0 0 17,915

Sum
(Destination)

2,841 7,927 10,543 4,453 655 1,652 Total
28,071

Table 5의 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은 오전 첨두시 삼성역으로 유입하는 통행 비율이 높으며, 종합운동장 방면의 승

강장에서 하차하는 승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사당역(4호선), 교대역(3호선), 강남역(신분당선), 선

릉역(분당선)과 연계되어 있는 방향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교통카드를 활용한 통행 패턴 분석을 통해 분석대상 

역사와 관련된 타 노선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추후 

종합운동장역과 연계되는 9호선 확장 및 서울시 동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종합운동장역 주변 국제교류

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통행 패턴을 보이게 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행 기종점 추정 방법의 활용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보행 기종점을 검증하기 위해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자료와 영상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출발

통행(출입구→승강장) 2,307통행과 도착통행(승강장→출입구) 25,764통행에 대한 기종점 추정 결과를 검증하였다. 

삼성역은 섬식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강장에 대한 검증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출입구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

였다. Figure 6과 같이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인근에 비디오 영상장치를 장착하여 혼잡 시간대에 역사 외부에서 내부

로 들어오는 유입통행(inflow)과 역사 내에서 외부로 통행하는 유출통행(outflow)에 대하여 출입구 방향 별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삼성역 오전 첨두시간대 개찰구 별 통행량과 개찰구 별 출입구 방향 비율을 Figure 8에 제시하였다. 

이 때, 유입통행은 유입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개찰구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출입구 1구역과 4구역은 각각 개

찰구 1그룹과 2그룹으로 100% 유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출입구 2구역과 3구역에서 개찰구 3그룹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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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은 비디오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유출통행 비율 또한 비디오 영상자료를 통해 각 개찰구에서 

출입구로 분포하는 비율을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 Inflow to Samseong station (b) Outflow from Samseong station

Figure 8. Throughput and ratio of AFC at Samseong station

교통카드 자료 기반으로 도출한 출입구 기종점 보행량 분석 결과를 현장조사와 AFC자료 기반으로 도출한 보행

량과 비교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검증을 위한 평가 척도는 OD 추정 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인 GEH를 

사용하였으며, Figure 3에 의해 도출된다. GEH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비교 데이터가 일치성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GEH가 10% 이내인 경우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Chitturi et, al., 2014). 분석 결

과, 유출 ․입 통행에 대하여 모든 출입구에서의 GEH 값이 10%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기반

의 출입구 배정 방법론이 실제 보행자들의 통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3)




 : estimated pedestrian volume using smart card data and spatial information




 : observed pedestrian volume using AFC and video recorded data

Table 6. Validated result between the estimates and AFC throughput at each exit

Type of flow Exit section Exit OD estimation AFC throughput GEH (%)
Inflow
(Exit to Platform)

1 1, 2 840 1,055 6.98
2 3, 4 508 424 3.90
3 5, 6 753 677 2.84
4 7, 8 206 151 4.12

Outflow
(Platform to Exit)

1 1, 2 2,841 3,125 5.19
2 3, 4 7,927 8,140 2.38
3 5, 6 10,543 9,549 9.92
4 7, 8 4,453 4,950 7.25

결론

도시철도 역사 등 교통시설은 4단계 교통수요 모형에서 외부 존과 내부 존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

통수단 수요예측을 위해 개발된 4단계 수요분석 모형은 내부 존 중심의 거시적인 분석을 표방하고 있다. 도시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보행 기종점 자료 추정 기법은 교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4단계 교통수요 모형에 있어서 

분석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교통DB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KTD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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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되고 있지만, KTDB의 주 수단 OD는 주 수단과 보조 수단을 분리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역사 이용자

의 이동 ․ 환승에 따른 연계 수단 분석이 불명확하고, 대중교통 노선 변화에 따른 전 주기 통행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

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KTDB와 보행자 기종점 자료의 활용 목적 및 분석 대상의 차이로 기인한 것

으로 신뢰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상이한 위계의 기종점 자료에 대한 연계성 및 정합성 유지를 위해, 유기적인 

연구체계 하에서 연구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 등 교통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공간

정보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카드 자료와 관련한 자료를 융합하고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기종점 분석 방법

을 체계화하여, 보다 표준화된 분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방법의 기초 입력 자료를 공간 정보, 지속

적으로 구득이 가능한 스마트카드 자료 및 추후 디지털화되어 구득이 용이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정보로 한정하였

다. 특히, 공간 정보는 추후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위한 

핵심 연계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 기종점 분석체계를 자료 수집과 보행 기종점 추정의 2단계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삼성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2016년 11월 1일 삼성역을 이용한 이용객들에 대한 교통카드 실적 자료와 삼성

역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자료를 통합한 통합 스마트카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삼성역 인근의 공간정보 자료로 주

거인구 수, 직장인구 수, 상가업소 수, 버스정류장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 내의 보행자 통행 

패턴 분석을 위해 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시철도 역사 내의 주요 기 ․ 종점을 출입구, 승강장으로 정의하였으며, 

출입구와 승강장에 대한 통행 배분 체계를 적용하여 최종 보행 기종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삼성역의 보행 OD 

matrix에 대하여 각 출입구에 대한 통행량을 자동 출 ․ 개찰 시스템 자료와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GEH 값이 모든 출입구에 대해 10% 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기반의 출

입구 배정 방법론이 실제 보행자들의 통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삼성역과 같은 단일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역사에 대한 분석 체계

를 제시하였으나,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에 대한 보행 기종점 분석 체계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 보행 기종점 수요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 혹은 분

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형 신뢰성은 주요 스크린 라인에서 오차율 10% 이내로 검증 하였다. 추

후, 검증 지점 추가 혹은 경로기반 통행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 등 검증절차에 대해 상세화가 필요하며, 검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역사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모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건물별 연상

면적, 층별 시설이용 특성, 시간대별 활동인구 등 상세한 속성을 포함한 동적 공간 정보 DB를 통해 모형 확장하고자 

하며,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한 통행발생 지점을 열차 출입문 위치로, 핀 포인트 수준으로 상세화 하여, 수요추정 뿐

만 아니라 수요예측 정밀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셋째, 보행 기종점 분석 체계를 승강장-출입구에서 승강장-개찰구

-출입구로 확장하여 추후 보행동선 예측, 도시철도 역사 내 경로 선택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 관련하여, 현재 오전 첨두시간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업

무통행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역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행 목적에 대한 추가

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비첨두 시간, 오후 첨두 시간 등의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동적 OD matrix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KTDB 등 기존 OD와 연계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정합성 추구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실용 학문적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철도 역사 내 보행 기종점 분석체계는 향후 도시철도 역사 시설 개선,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설계 및 효과분석 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에서 복합 환승역사까지 다

양한 범위의 철도 역사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역사 설계,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료의 디지털화, DB화, 그리고 교통 알고리즘과 연계한 시스템구축에 대한 연구

는 보행자의 속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 역사 내 모니터링 기술 등의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접목되어 도시철도

역사 계획, 설계 뿐만 아니라 통합 운영 및 유지 ․ 관리 차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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