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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n efficient railroad operations the demand forecasting is required. Time series models can quickly 

forecast the future demand with fewer data. As well as the accuracy of forecasting is excellent compared to 

other methods. In this study is proposed the intervention ARIMA model for forecasting methods of KTX 

passenger demand. The intervention ARIMA model may reflect the intervention such as the Kyongbu 

high-speed rail project second phase. The simple seasonal ARIMA model is predicted to overestimate the 

KTX passenger demand. However, intervention ARIMA model is predicted the reasonable results. The KTX 

passenger demands were predicted to be a week units separated by the weekday and weekend.

1. 서론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인 철도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

도수요의 예측방법은 크게 과거 수송실적에 기반한 패턴인식방법과 열차운행횟수, 운임 등의 정책 변화

를 고려할 수 있는 회귀모형, 직접수요모형, 전통적 4단계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턴인

식방법 중 시계열모형에 대한 것이다. 시계열모형은 적은 자료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장래 수요를 예

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의 정확도도 다른 방법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래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예측할 수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열모

형의 예측결과는 다른 예측방법의 예측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바로 철도수요예측에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철도수요예측의 국내 연구는 이덕규 외(1998), 오석문․홍순흠(2000), 오석문․김

동희(2001), 최태성․김성호(2004)가 있으나, 초기 연구들로 철도수요예측에 바로 활용할 수 없다. 이들 

연구 중 최태성․김성호(2004)는 Holt-Winters 모형을 적용하여 시계열의 계절성과 추세성을 수요예측

에 반영하였다. 국외 연구는 Tsai et al.(2005)이 대만철도 1999년~2000년 수송실적으로 신경망모형을 

구축하여 장래 수요를 예측 하였으며, 요일별, 월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선형 자기회귀 신경망(non- 

linear autoregressive neural network)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KTX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입 ARIMA 모형(intervention ARIMA model)을 

제안한다. 개입 ARIMA 모형은 시계열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개입을 반영할 수 있

는 시계열모형으로 최근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같은 신선 건설 영향을 반영하여 장래를 예측하

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개입 ARIMA 모형을 이용한 연구방법과 연구자료에 대해 설명한

다. 3장에서는 KTX 수요예측에 적합한 개입 ARIMA 모형의 식별과 추정단계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

계 개통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개입의 영향을 분석한다. 모형 검증단계에서는 추정된 모형 중 단순 

계절형 ARIMA모형과 개입 ARIMA 모형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설명하고, 실측치와 비교를 통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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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모형의 예측력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2.1 연구방법

시계열이 일정한 계절적인 주기를 가지고 변할 때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는 삼각함수 또는 지시함수

를 이용한 회귀모형, Winters의 계절형 지수평활법, 계절형 ARIMA 모형 등이 있다. 이 중 앞의 두 개 

모형은 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결정적이며,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는 반

면, 계절형 ARIMA 모형은 시계열의 구성성분들이 확률적이거나 다른 성분들과 상관이 있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시계열자료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가 관측되고 자료가 생성된 시스템이 미래에

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모형을 적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예측값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장

기간에 걸쳐서 관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규 철도노선 건설, 경제충격 등과 같은 제어할 수 없는 여

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 기존에 관측된 시계열자료와는 다른 패턴을 갖는 

자료가 관측될 것이다. 시계열자료가 만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

우 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계열자료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개입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입력변수로 사용하는 시계열모형을 개입

모형(intervention model)이라고 한다. Box and Tiao(1975)는 고속도로 개통 및 자동차 배기가스의 발

생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 통과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Los Angeles 지역의 오존발생량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입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조신섭․손영숙, 

2010).

개입변수들은 일반적인 시계열변수와는 달리 어떤 사건의 발생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지시함수

(indicator function)와 계단함수(step function)의 두 가지 형태를 따른다. 지시함수  는 어떤 사건

이 시점에서 발생하여 그 효과가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하며, 식 (1)과 같이 정의한

다. 반면 계단함수  는 신규 노선건설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시점에서 발생하여 그 효과가 발생시

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하며, 식 (2)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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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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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월별 통행량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4월 개통 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2010월 12월 경전선 KTX 직결로 인해 크게 증가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금융위기가 있었다. 금융위기는 

2008년 정점에 다다른 만큼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충격이 KTX 통행량 시계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KTX 월별 통행량은 주중/주말 모두 계절적인 주

기를 가지고 변하므로 계절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계절형 시계열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래 KTX 통행량 예측에 이와 같은 신규 노선건설과 경제충격이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개입 ARIMA 모형을 적용하여 본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나타나고 있

는 통행량 증가가 시계열의 구조변화를 시사할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2008년 금융위

기가 통행량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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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TX 월별 통행량(2004.4~2011.7) 그림 2. KTX 월별 평균통행량(2006.1~2009.12)

2.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2011년 7월까지의 KTX 월별 통행량 자료이

다. 김한수․윤동희(20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KTX 통행량은 주중(월~목), 주말(금~일)로 통행량 차

이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KTX 월별 통행량을 주중과 주말 통행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러한 구분은 주중과 주말 통행량의 개입에 따른 탄력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장래 예측의 정확도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KTX 월별 통행량을 주말, 주평균, 주중 통행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며, 그림 2는 KTX 통행량이 안정된 기간(2006년~2009년) 동안의 월별 주중/주말 평균통행량이다. 

주중 기준으로는 2월, 8월이 높은 반면, 3월이 낮다. 주말 기준으로는 4-5월, 10-12월이 높은 반면, 3

월, 7월이 낮다. 본 연구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2010년 11월)으로 인한 개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4년 4월~2010년 10월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모형을 식별한다. 개입이 존재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

형을 식별할 경우 왜곡된 모형이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추정은 2004년 4월~2011년 3월 자료

를 이용한다. 예측은 2011년 4월~2012년 12월에 대해 실시하나, 모형검증은 수송실적이 충분히 확보

되지 않기 때문에 2011년 4월~2011년 7월 자료를 이용한다.

3. 개입 ARIMA 모형 추정 및 검증

3.1 모형 식별

모형 식별단계는 ARIMA(p,d,q)(P,D,Q)s에서 차분 차수 d+Ds, AR 차수 p+Ps, MA 차수 q+Qs를 결

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s는 계절주기를 나타낸다. 첫 번째 단계는 시계열 그림과 표본상관도표

(sample correlogram)를 그려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시계열을 정상시계열로 변환한다. 그림 2에서 본 

바와 같이 시계열의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이 일정하므로 로그변환 등의 분산안정화 변환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계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절 차분을 하며, 그림 3

의 a와 같이 계절 차분된 시계열에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차분을 한다. 계절 및 1차 차분을 한 

결과 그림 3의 b와 같이 정상시계열로 변환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ARIMA 모형의 차수를 결정한다. 차수 결정방법은 표본자기상관함수(sample auto- 

correlation function; SACF)와 표본부분자기상관함수(Sample Partial Autocorrelations Function; 

SPACF)를 이용하여 ARIMA(0,1,1)(0,1,1)12, ARIMA(0,1,1)(1,1,0)12 모형을 식별하였으며, 모형선택 

기준(model selection criterion)으로 사용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와 SBC(Schwartz's 

Bayesian Criterion) 통계량을 이용하여 ARIMA(0,1,1)(0,1,1)12 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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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시계열을 차분하였기 때문에 상수항 을 모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수항 

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상수의 p-value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제외한 모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a) 계절 차분된 시계열도 (b) 계절 및 1차 차분된 시계열도

그림 3. KTX 월별 통행량의 차분 시계열도

3.2 모형 추정

본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시계열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입을 반영하기 위한 I08은 2008년 금융위기에 따

른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더미변수로 2008년을 1, 나머지 기간은 0의 값을 가진다. 또한 

I10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더미변수로 2010년 11월 이

후를 1, 나머지 기간은 0의 값을 가진다. 모형 추정은 SAS 9.1.3의 ARIMA Procedure를 이용하였으며, 

모형추정방법은 조건부 최소제곱추정법(conditional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 모형1 : 계절형 ARIMA모형 - 계절, 1차 차분모형

- 모형2 : 개입 ARIMA모형 - 계절, 1차 차분모형 (2008년 금융위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 모형3 : 개입 ARIMA모형 - 계절, 1차 차분모형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표 1. 모형별 ARIMA 추정계수

구분

주중모형 주말모형

SARIMA 모형 개입 ARIMA 모형 SARIMA 모형 개입 ARIMA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MA(1)
0.56533

(5.63)***

0.68982

(7.65)***

0.68611

(7.64)***

0.27329

(2.35)**

0.44864

(3.94)***

0.44490

(3.97)***

MA(12)
0.76517

(8.42)***

0.71626

(7.59)***

0.71763

(7.68)***

0.65580

(6.20)***

0.54125

(4.76)***

0.54287

(4.82)***

I08 -
888.41294

(0.37)
- -

568.54240

(0.20)
-

I10 -
17238.2

(4.38)***

17225.9

(4.38)***
-

26263.6

(5.19)***

26266.8

(5.22)***

AIC 1434.556 1423.293 1421.438 1446.521 1428.019 1426.063

SBC 1439.081 1432.343 1428.226 1451.046 1437.070 1432.851

주 : 괄호 속은 t-value를 나타냄.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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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추정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IC와 SBC 통계량이 최소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을 반영한 모형3의 개입 ARIMA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08의 계수 부호가 KTX 통행량이 증가하는 

양(+)으로 나타났으며,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어 금융위기로 인해 통행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은 KTX 통행량이 주중 17,000, 주말 26,000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추정 결과 

KTX의 장래 수요예측 시 단순 계절형 ARIMA 모형 보다는 개입 ARIMA 모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3.3 모형 검증

계절형 ARIMA 모형과 개입 ARIMA 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1 보다는 모형3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그러므로 장래 KTX 수요예측에 모형1과 모형3을 적용하여 모형의 예측력을 검증하여 본다. 모

형의 예측은 그림 4의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2011년 4월~2012년 12월까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경부

고속철도 2단계의 개입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1은 모형3에 비해 과대예측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중 통행량 보다 주말 통행량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11월 예측치에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인해 시계열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

다. 개입을 반영하지 않은 모형1은 2011년 11월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며, 2012년 11월 통행량도 비상

식적으로 증가 하게 되는 예측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개입을 반영한 모형3은 모형1의 비상

식적인 증가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장래 예측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주중 예측결과 (b) 주말 예측결과

그림 4. KTX 월별 주중/주말 통행량 예측결과 (2011.4~2012.12)

모형의 예측력 검증을 위해 수송실적이 확보된 2011년 4월~2011년 7월의 4개월간의 실측치와 모형

1과 모형3의 예측치를 평균제곱오차의 제곱근(Root Mean Squared Error; RMSE),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절대백분율오차의 평균(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E)으로 비교한다. 

표본구간 내 예측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중모형은 모든 기준에서 모형3이 낮은 것으로 나와 모형3의 

예측력이 상당히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MAPE가 1.41인 것은 직 전기 자료를 이용한 바로 다

음기의 예측은 약 1.41%의 오차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말모형은 모든 기준에서 모형1이 낮은 것으

로 나와 모형 추정결과와 앞에서 설명한 장래 예측결과 해석과 상반된다. 그러나 이는 예측력 검증을 

위한 표본구간이 4개월로 짧고, 11월 이후의 실측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2011년 11월 이후의 실측치까지 표본구간이 확대될 경우 모형3의 예측력이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 모형3의 MAPE는 2.84로 주중모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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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주말이 주중보다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오차가 보다 크게 나타난 현상이다.

  





  



  


 (3),   




  



    (4),   



  



  
×  (5)

표 2. 모형검증 결과 비교

구분
주중모형 주말모형

모형1 모형3 모형1 모형3

RMSE 2469 1936 4645 4902

MAE 2097 1660 4341 4595

MAPE 1.77 1.41 2.68 2.84

4. 결론

KTX 통행량은 2004년 4월 개통 이후 2006년까지 증가하다,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인해 한 단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까지는 계절형 ARIMA 모형

으로도 장래를 예측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같이 큰 개입

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입 ARIMA 모형이 보다 효과적인 예측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

고속철도 2단계의 신선 개통과 2008년 금융위기의 경제충격이 KTX 통행량 시계열에 영향이 미치는지

를 분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는 KTX 통행량 시계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장래 예측에 있어서도 

개입을 반영하지 않고는 적합한 예측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철도 통행량 예

측에 있어서 개입이 통행량 시계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파악하고, 철도 통행량 예측에 이런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래수요를 예측하는데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자료만으로도 예측이 가능한 시계열모형

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KTX 전체 수요를 개략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KTX O/D별 예

측치를 검증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계열모형의 특성 상 장래수요를 예측할 때 열차운행횟수, 

운임, 운행시간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책 활

용과 철도수요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DB구축과 함께 과학적인 수요예

측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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