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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근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이 활발해지며, 역세권의 환경 변화를 통하여 국내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TOD 통합계획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세권 유형과 이용수요에 관한 실증분석이 전제되어야 향후 계획수립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역세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TOD 향요인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진행하 다. TOD의 대표적 요소인 Density, Diversity, Accessibility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요인분석과 회

귀모형을 구축하 다. 분석결과 (1) 요인분석을 토대로 7개 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Factor 1(Diversity/토지이용복합도

(LUM)), Factor 2(Density/개발 도수준), Factor 3(Accessibility/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4(Design/가로설계수준),

Factor 5(Green/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Design/지하철시설규모),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

로 유형화되었다. (2) 요인-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승하차 인원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Factor

1(Diversity : 토지이용복합도(LUM) 요인), Factor 3(Accessibility : 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2(Density : 개발 도수준),

Factor 5(Design/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지하철시설규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역세권의 승하차 인원에 부정

적(-) 향은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

철과 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할 경우 이용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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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has recently been active, which presents that TOD planning elements should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enhance domestic transit ridership by changing environments in rail station areas an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ype of rail station areas and transportation demand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usage of future development planning. This study aims to
grasp a variety of TOD of influence factors in Seoul rail station area and to perform analysis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portation demand and these TOD design factors. To make it come true, we gathered data with respect to Density, Diversity, and
Accessibility as representative TOD planning elements and carried out factorial and regression analysis. Consequently, we drew 7 influence
factors base on factorial analysis: Factor 1(Diversity/ -Use Mix(LUM)), Factor 2(Density/development density), Factor 3(Accessibility/public
transportation facility supply), Factor 4(Design/street design), Factor 5(Green/access mode (pedestrian, bike), Factor 6(Design/subway size),
Factor 7(Accessibility/Public transit operation) As the result of model development by using factorial and regression analysis, positive influence
factors on passenger flow in rail station area are Factor 1(Diversity : Land-Use Mix), Factor 3(Accessibility :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y
supply), Factor 2(Density : development density), Factor 5(Design/ access mode) and Factor 6(subway size) Next, negative influence factor on
passenger flow in rail station area shows Factor 7(Accessibility/Public transit operation)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s is because the
growth of service interval of linked subway and bus leads to reduce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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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통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은 세계적 도시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각 도시마다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게 그 해법을 찾고 있다. 인구 도

가 높고 대량수송의 필요성이 큰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

심도시로의정책전환이중요한관건이라할수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980년 초반 강병기는 2000년

초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의 1,000만 인구

를 수용하면서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써 역세권 위주의 도시개발 및 교

통체계의 구축을 주창하 다(강병기, 1993). 이후 철도

역세권 개발(Rail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RTOD)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주로

역세권 유형 분류 및 토지가격 변화 등 도시 계획적 측

면에 치중되었다고 불 수 있다. 1990년 후반 철도역뿐

만 아니라 주요 버스정류장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역세권 개발은 토지이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포함한 녹색교통의 중요성도 함

께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실증연

구 및 정책적 사례가 미흡하고 일부 진행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역세권의 개발 도(연상면적, 대지면적 등)를 활

용하여 토지이용 유형 및 입지특성이 통행패턴에 미치는

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역세권의 다양한 토지이용, 가로특성, 대중교통특성(버

스, 지하철)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계획요소를 통합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 도 측면에서 한강,

남산, 관악산 등에 위치한 역세권의 경우 Open Space

면적이 개발 도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 있어 분석시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최근 Space Syntax(공간구

문론)를 활용하여 역세권 연계교통수단이며,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인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접근성과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의 지하철 역세권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TOD

계획특성인 Density(개발특성 : 연상면적, Open Space

면적, 순개발 도 등), Diversity(주거, 상업, 업무 등에

대한 토지이용 복합도(LUM)), Accessibility(접근성 :

버스, 철도, 도로 등), Design(가로설계 : 도로, 교차로

수 등), Green(녹색교통 연계시설 : 보행, 자전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세권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역세권으로부터 반경 500m로 대별하여

도(Density), 토지이용 다양성(Diversity : Land-

Use Mix(LUM)), 대중교통 접근성(Accessibility) 등

물리적 환경을 각각 추출한 후에 요인분석(탐색적, 확인

적)을 통하여 TOD 통합계획요소에 대한 잠재변수 특성

을 해석하고, 도출된 잠재변수와 대중교통이용수요(승

하차인원)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회귀분석)을 시도하

고자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대중교통지향형개발의 대상지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

위를 설정하 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중교통 시

설 및 운 변수와 같은 교통측면 변수의 수집이 유용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에 있는 총 249개의 지하철역세권 중 반경 500m안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는 일부 역세권1)을 제외하고 212

개로 한정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절차와 방법론은 크게 다섯 단계

로 구분 접근하 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역세권 및 TOD관련 연구문헌을 검토하

여, 대표적인 향요소를 도출하 다. 특히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본 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자료수집 범위 및 정의, TOD의 대

표적인 향요인을 도출하고 연구의 방향을 정립한다.

둘째, 변수의 수집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분하

으며, 종속변수는 역세권의 승객승하차 인원, 독립변수

는 TOD통합계획요소와 본 연구의 착안점에 해당하는

녹색교통접근성(Green/Design), 대중교통 접근 및 운

특성(Accessability : Headway, 버스유형 등), 개발

관련계획(뉴타운, 재개발등)특성을추가하여진행한다.

셋째, 역세권의 다양한 향요소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을 실시하고, GIS를 활용하여 공간적 분포 및 집중도를

검토한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의 대중교통이용수요에

미치는 변수를 분류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잠재변수 특성을 반

하기 위한 단일차원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실시하여최종요인을설정한다.

넷째, 대중교통 이용수요와 TOD계획요소간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요인-회귀분석(Factor-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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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봉역, 구일역, 도봉산역, 독산역, 복정역, 석수역, 시흥역, 온수역, 장
지역 등은 500m의 행정구역이 일부 경기도가 포함되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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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요인-회귀분석의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활용하여 향력의 정도를 해석함으로

써 대중교통 이용수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사점을

제시한다.

2. TOD계획요소 및 선행연구검토
2.1. TOD관련 계획요소 검토

TOD 계획 요소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표적

인 문헌연구를 검토하 다. 국외의 대표연구인 Ewing

& Cervero(2001)는 TOD와 관련된 50개 실증 문헌 고

찰을 통해 설정하 다. Ewing & Cervero(2001)의 연

구에서 설정된 대표요소로는 도(Density), 복합적 토

지이용(Diversity), 도시설계(Design)라 정의하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Density)는 역세권

을 중심으로 역세권내의 토지이용 도는 대중교통의

이용정도를 제고하는 가장 큰 계획요소 중의 하나이며,

개발된 도의 수준과 형태에 따라서 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복합적 토지이용(Diversity)은 주거, 소매, 상업

과 교통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하여 직주근접을 이룰 수

있는 경제활동시설들의 공간적 배열을 의미하며, 도시

용도 형태의 차이가 거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선택, 활동

을 유발하는 시설들의 입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

방식에 향을 준다. 즉, 토지이용의 복합화는 통근(쇼

핑)목적의 통행에 있어 승용차 이용을 감소시키고, 대중

교통및도보의이용을촉진시키게된다고볼수있다. 

셋째, 도시설계(Design)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TOD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에서 가로망과 도시설

계적인 요소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 보행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에 미

치는 요소로는 보행동선, 블록의 형태나 크기, 보행환경

등도 중요한 도시공간요소로 작용한다고 하 다. 

Calthrope(1993)은 역사시설에 접근하는 보행로는 보

행자의 횡단을 안락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하며 환승주차

장이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

급하면서, 접근성이가장우선순위이며가장나쁜형태는

역사주위가 주차장과 버스정차 시설로 둘러싸여 보행자

의접근을방해하는것이라고지적하 다. 일반적으로보

행접근 및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Moudon(2002)

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에서는 가로구조가 격자형으로

형성되어 많은 교차점과 다양한 보행동선을 제공하고 블

록의 크기도 작게 하여 이동경로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도시공간구조를제시하고있다. 

Llewelyn(2000)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은 건축

물이 가로변과 연접하도록 배치되어 가로벽(street

wall)을 형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배치는 가

로공간과 건축물이 긴 히 연계되게 함으로써 가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시각적으로도 가로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 

다음으로 국내의 대표연구인 성형곤 외 2인(2007)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한 변수는 다음

의 표 1과 같다.

2.2. TOD관련 선행연구 검토

TOD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

의 목적상 2.1에서 살펴본 향요인과의 비교를 위하여

TOD 계획요소(변수)를 중심으로 반 여부를 검토하고

착안점을 도출하 다. 

국내외 TOD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 으

며, 표 2와 같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중교통지향형개발

(TOD) 관련된 연구는 정책적 연구와 교통측면의 효과

분석(Simulation)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 일부 연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과 관련된 역세권 대중교통 이용수요 실증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의 대표 연구로는 성형곤

₩김태현(2005), 성현곤 외(2007), 오 택 외(2009)연

구로 한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연구 논문

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착안점을 정립할 것이다. 

첫째, 성형곤₩김태현(2005), 성현곤 외(2007)의 연구

는 일부 시설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라 할 수 있

다.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측면(Transit)의 시설변수 중 선행연구

(Design 요소)가 고려하지 못한 역세권의 녹색교통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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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OD 계획요소-대중교통수요 적용변수 종합표

설 명 변 수

접근성
버스 노선수(단거리 포함), 배차간격, 정류장수

철도 역간 거리, 역사 출입구수

토지
이용
특성

도 주거 / 상업 / 업무 도

다양성 4개용도 / 상업+업무 복합지수

접근성 지하철 도심접근시간, 지하철 수도권접근성

설계
특성

가로망 도로총연장, 간선도로비율, 4지 교차로 도

건물설계 건물군 평균면적, 건물당 평균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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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변수(보행, 자전거 등)를 고려할 것이며, 이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Space Syntax의 접근성 계량화 지수를

활용할 것이다(임현식(2002),이병욱,이승재(2005), 채

훈₩김태호₩최유란(2009)). 

둘째, 도시측면(Land-Use)을 고려할 수 있는 역세권

의 개발여건(뉴타운, 개발예정지구 인접여부 등), 개발

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오

택외(2009)의연구에서는토지이용을고려한유형별모

형을 개발하 으나, 서울시의 특성상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한강을 포함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Open Space

면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상면적 산출시 제외하여

순연상면적을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3.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분석
3.1. 자료수집 방법

3.1.1. TOD 계획요소 수집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 자료는 버스교통카

드자료, 현장조사자료, GIS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활

용되었으며, 분석은 각각의 자료 중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하 다. 

종속변수는 Smart Card자료를 활용하 으며, 독립

변수로는 역세권별로 정리한 Density(Open Space면

적2), 순개발 도), Diversity(주거, 상업, 업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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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종합표

연구자(연도) 변 수(Variable)

TOD 통합요소 고려

DensityDiversity
Accessibility

Design
Green

정희윤(2002) 통근통행(통행거리₩시간, 장거리 통근자수, 초과통근률), 통근통행 변화 특성 × × × ×

이창효(2004) 통근목적 지하철 이용통행자 수, 통행시간, 종사자의 분포, 토이지용 특성 ○ × × ×

신상 (2005) 통행시간, 통행속도, 대중교통 분담률 × × × ×

성현곤(2005)
지하철역 승하차, 토지이용현황, 평균지가, 토지유형별 총 연상면적,
주민등록인구 등

○ × × ×

황기연(2005) 혼잡통행료, 승용차 통행시간, 통행거리 × × × ×

정희윤(2006)
도, 지가, 교통비용(통행량, 시간(거리), 직주/내부통근비율, 환경비용, 

기초생활서비스시설, 고용자, 타도시 출근비율, 쇼핑자족지수
○ × × ×

성현곤(2006) 건물연상면적, 도 직주균형지수, 토지불균형지수(Mix)), 통행수단 분담률 등 ○ ○ × ×

성현곤(2007) 이용자변수(일일교통카드자료) 공급변수(노선수, 정류장수, 환승여부 등) ○ × ○ ×

박동진(2007) 개발 도, 통근목적 승하차인원, 통행시간, 종사자의 분포, 토이지용 특성 ○ × × ×

성현곤(2008) 토지이용특성, 도시설계특성 등 ○ × ○ ×

황기연(2008) 대안별 통행속도(시간)변화, 교통수단분담률 × × × ×

대한주택공사
(2008)

교차역세권 수, 버스전용차로, 구간혼잡도, 추가개발제한여건 등 ○ × ○ ×

오 택(2009) 이용자변수(일일교통카드자료),공급변수(노선수, 정류장수, 환승여부 등), 개발 도 ○ × ○ ×

이수일(2010) 편의시설, 보행가로망(Network), 대중교통서비스 × × × ×

박성해(2011) 토지이용, 교통체계, 기반시설, 환경에너지 등 ○ × × ×

Marc Schlossberg
(2003)

도로유형별 도로접근성, 보행권역, 교차로 도, 막다른길의 도 등 ○ × ○
△

(보행)

John L. Renne 
(2005)

대중교통 승객수, 인구(주택) 도, 가로망 형태, 복합용도건물 수,
설문조사 등

× × × ×

William J. DeCoursey
(2007)

보행자 접근 및 시설특성, 토지이용특성, 교통특성, 역세권 이용자만족도 등 ○ × ×
△

(보행)

Evan Du Vall
(2007)

가로망 도, 역세권 주차장, 고용(주거) 도, 상업 복합도 등 ×
△

(상업)
△

(가로망)
×

Edward J. O'Donnell
(2010)

배차간격, 노선수, 정류장수, 보행접근성, 복합용도개발, 개발 도,
출입구 수 등

○ ○ ○ ×

2) 지하철역세권 주변에 한강, 공원, 산 등이 존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오차를 반 하기 위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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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이용 복합도(LUM)), Accessibility(접근성 : 버

스, 철도, 도로 등)기준으로 GIS에 입력하여 600m 단위

(Buffer 100m 포함)3)로 수집 재정리하 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통계자료및 Internet 문헌조사를활용하여주

변개발계획(뉴타운, 재개발 등), Space Syntax를 활용

한 녹색교통 접근성(자전거, 버스), 대중교통 운 특성

(배차간격, 운 시간) 등을추가적으로보완하 다.

3.1.2. Space Syntax를 활용한 네트워크 평가

녹색교통(보행, 자전거네트워크) 연결성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Space Syntax의대표적인 효과척도로 제시되

고 있는 통합도(Integration), 연결성(Connectivity)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명료도(Intelligibility)를 이

용하여 보행네트워크의 인지 및 연결정도를 정량화하

다.4) 정량화를 위해서는 GIS Map에 Space Syntax의

효과척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 수식을

입력하여결과값을산정하 다.

Space Syntax의 효과척도는 공간의 연결 관계에 따

른 보행자의 이동을 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공간분

석기법으로 도시나 건축부문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

다. 종전에는 계측할 수 없었던 공간구조형태를 객관적

으로 분석하여 계량화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자전거 등

급별 가로망(Network)에 대한 정량화 값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인 과정은 (1) 평균깊이 산정, (2) 평균깊이를

표준화시킨 RA(상대적 비대칭)값, (3) 편차보정 및 변

별력 향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Integration값(전

체, 국부)을 산출, (4) 전체통합도와 공간의 지역적인 속

성(연결도, 국부통합도)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명료도

(Intelligibility)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표 3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변수설명, 단위, 계

산 수식을 포함한 세부설명을 제시하 다.

3.2. 상관분석을 활용한 1차변수 선정

상관분석 결과는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긍정적인 향

(+)을미치는변수를각계획요소별로분류및검토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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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형곤₩김태현(2005), 성현곤₩박지형₩김동준(2007), 이수일₩이승재₩손
혁준₩김태호(2010) 외의 국내 역세권 관련 연구에서는 역세권을 중심
으로 철도법(역세권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에 추가적으로 Buffer
역(100m)을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 음.

4) [1] 전체통합도(Integration)는 분석대상범위내의 축선도에 표현된 모
든 축선들을 기점과 종점으로 가정하고, 한 축선에서 다른 모든 축
선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각 경로의 공간깊이를 합
산하여 산출한 통합도이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임의의 공간으로부
터 쉽게 접근할 수 있음.

[2] 연결도(Connectivity)는 한 축선(공간)에서 직접 연결되는 축선의
수를 의미하며, 임의의 공간에서 이웃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을 의미함.

[3] 명료도(Intelligibility)는 통합도와 연결도에 대한 관계를 하나의 값
(상관계수)으로 표현하여 제시한 결과임.

자료 : Hiller, B. and Hanson, J(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표 3. 변수명 설정 종합표

구 분 변수 세부설명

ln(승하차)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단위 : 인/일)

dev주1)

r

s

p

of

l

dopra -

lum주2) 2, 6

rail-enter 역세권 Buffer내 지하철 출입구수(개소)

rail_headway 지하철 평균배차간격(분)

StationA 지하철 내부 역사면적

drail

bus_headway 역세권 Buffer내 버스 평균배차간격(분)

dbus

dra

dNode

Bikepark 역세권 Buffer내 자전거 주차면수

Parking 역세권 Buffer내 자동차 주차면수

PedAcess Space Syntax 활용한 보행자 네트워크 접근성

BikeAcess Space Syntax 활용한 자전거 네트워크 접근성

Buffer, 용도별 연상면적(Km2)500

Buffer, 용도별 대지면적(Km2)500
×100

Buffer별 오픈페이스면적500

Buffer별 면적500

(강, 산, 공원, 하천 임)

: 용도 : 면적 비율
: 용도 개수

Buffer별 지하철역수(개소)500

Buffer별 면적(Km2)500

Buffer별 정류장수(개소)500

Buffer별 면적(Km2)500

Buffer별 도로면적(Km2)500

Buffer별 면적(Km2)500

Buffer별 교차로수(개소)500

Buffer별 면적(Km2)500

주1 : dev. = 개발 도, t=total, r=residential, s=shopping, of=office,
500=500m-buffer, lum=land use mix(토지이용복합도), lum_2=
주거 : 비주거 토지이용복합도, bus=bus transit accessibility,
rail=rail transit accessibility, bus 20, bus 21은 노선길이
20Km 기준으로 단거리, 장거리로 구분한 변수임(정희윤, 김선웅
(2002))

주2 : unit of density=floor area(km2)/urbanized area(km2), unit of
land use mix=entrophy index(0~1), unit of transit
accesibility=number of each public transit mode/Buffer
area(km2)

주3 : Buffer 면적계산은 ( 은 Buffer별 반경)을 활용하 으며, 
도계산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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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 개발 도(Density)는 dev_t500(0.534),

dev_s500(0.402), dev_p500(0.324), dev_of500(0.351),

dev_l500(0.325)로나타났다. (2) 토지복합도(LUM)를의

미하는 다양성(Diversity)은 l_rs500(0.394),

l_rof500(0.354), l_sof500(0.473), l_rsof500(0.391)로

나타났다. (3) 접근성(Accessibility)은 dbus_500(.706),

drail_500(0.642)로 나타났다. (4) 가로설계(Design)요소

는 dra_500(.763), dNode500(0.522) (5) 연계시설 및 녹

색교통(Green) 계획요소는 rail_enter(0.684),

PedAcess(0.509), Bikepark(0.488), Parking(0.446),

StationA(0.441), BikeAcess(0.404)로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접근성(Accessibility), 가로설계

(Design)의 변수들이 강하게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의 연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교통(보행, 자전거)와 지하철 역사 자체의 규

모변수(역사면적, 지하철출입구수)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1) 개발

도(Density)는 dev_r500(-0.556), opra_500(-0.352)

로 나타났다. (2) 토지복합도(LUM)를 의미하는 다양성

(Diversity)은 lum2_500(-0.438)으로 나타났다. (3)

접근성(Accessibility)은 rail_headway(-0.441),

bus_headway(-0.554)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와 관련된 토지이용 변수와 대중교통의 운 변수

(배차간격)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스페이스 면적의 경우 대중교통이용수요에 직접적

인 향이 없으며 향후 개발 도 산정시 (순)개발 도의

개념을 도입할 것이므로 향후 분석에서 제외할 것이다.

또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bline_20(.267),

bline_21(.340), lum4_500(.283), lum6_500(.218)로

나타나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4. 대중교통이용수요 향모형 개발
4.1. 요인분석을 활용한 잠재변수 선정

역세권의 TOD 물리적 환경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전

체 Kaiser-Meyer-Olkin(KMO)는 0.868로 KMO의

표본적합도인 MSA(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를 통하여 볼 때, 요인 7의 eigenvalue는 1.058이며,

누적분산은 약 76.0%로 압축되어지는 요인의 수는 전

체 23개 중 7개(전체 중 약 30%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5)

요인분석에서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의 분산의

총합인 고유값(eigenvalue)을 산포도로 표시할 때 그

분포가 크게 꺾이는 곳(sharp break point)의 최대 지

점(그림 1 참조)이 요인 2와 3, 요인 7과 8로 나타났으

며, 고유값도 이를 기점으로 1보다 크고, 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요인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표 6에 언급되어

있으며, 표 7에 요인별로 세부사항과 회귀분석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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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관관계분석 종합표

(잠재)종속변수 상 관 계 수

승하차인원

BikeAcess(.404)**, Bikepark(.488)**,
Parking(.446)*, PedAcess.(.509)**,
StationA(.441)*, rail_enter(.684)**,

rail_headway(-.441)**, drail_500(.642)**,
bus_headway(-.554)**, bline_20(.267)*,

bline_21(.340)*, dbus_500(.706)**,
dra_500(.763)**, dNode500(.522)**,
dev_t500(.534)**, dev_r500(-.556)**,
dev_s500(.402)**, dev_p500(.324)*,
dev_of500(.351)*, dev_l500(.225)*, 
opra_500(-.352)*, l_rs500(.394)**,
l_rof500(.354)**, l_sof500(.473)**,

l_rsof500(.391)**, lum2_500(-.438)**,
lum4_500(.283)**, um6_500(.218)**

주 1 : *은 0.05, **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한 변수임을 의미함

5) 요인분석결과 검증방법 중 하나인 Cronbach's Alpha의 신뢰계수
(reliability coefficient)는 0.0211로 0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고, 회
전된 요인간의 상관성이 거의 없음을 신뢰할 수 있음.

그림 1. 스크리검정 그래프(Scre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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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인명을 결정하 다. 다만,

전체개발 도(dev_t500)변수와 요인 5(Design : 연계

+지하철시설수준), 요인 7(Density : 주거개발 도)은

잠재변수로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개발 도(dev_t500) 변수의 경우 탐색

적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요인 7(Density : 주거

개발 도)의 경우도 별도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 5(Design : 연계+지하철시설

수준)의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지하철 자

체의 시설규모(역사면적, 지하철출입구수)와 지하철로

접근하는 연계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주차 등)의 성격

이 혼재되어 있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요인을

2개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요인분석 결과(1) : 요인 추출종합표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합계 %분산 %누적

1 5.221 22.701 22.701 5.221 22.701 22.701 4.705 20.456 20.456

2 4.616 20.069 42.771 4.616 20.069 42.771 4.467 19.423 39.879

3 2.278 9.903 52.674 2.278 9.903 52.674 2.080 9.044 48.924

4 1.909 8.300 60.974 1.909 8.300 60.974 2.034 8.843 57.766

5 1.329 5.777 66.751 1.329 5.777 66.751 1.508 6.557 64.324

6 1.064 4.627 71.377 1.064 4.627 71.377 1.383 6.014 70.337

7 1.058 4.599 75.976 1.058 4.599 75.976 1.297 5.639 75.976

8 .858 3.732 79.708

9 .712 3.094 82.802

10 .650 2.824 85.627

11 ... ... ... ... ... ... ... ... ...

Statistics
Cronbach's Alpha 0.0221

Overall KMO 0.868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Factor(성분)

1 2 3 4 5 6 7

bus_headway .802

rail_headway .831

StationA .744

BikeAcess .799

Parking .842

Bikepark .767

PedAcess .794

rail_enter .732

drail_500 .555

dbus_500 .587

dra_500 .882

<표 계속>

dNode500 .817

dev_r500 -.850

dev_s500 .776

dev_p500 .843

dev_of500 .897

dev_l500 .781

l_rs500 .931

l_rof500 .949

l_sof500 .881

l_rsof500 .969

lum2_500 .674

표 7. 요인분석을 활용한 요인명명

구 분 세부설명 잠재변수 명명

Factor 1 토지이용복합도 요인(Diversity)
토지이용복합도

(LUM)

Factor 2
(비)주거(쇼핑, 업무, 공공, 여가)

개발 도 요인(Density)
개발 도수준

Factor 3
지하철, 버스의 접근성 요인

(Accessibility)
대중교통시설수준

Factor 4 역세권 블록규모 요인(Design) 가로설계수준

Factor 5
역세권 연계시설

(Green : 보행, 자전거)
녹색교통 연계

시설수준

Factor 6 지하철시설 요인(Design)
지하철연계
시설수준

Factor 7
지하철, 버스의 배차간격이

좋은 요인
대중교통운 수준

주 1 : Factor 7(Density : 주거개발 도)

주 2 : Factor 5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조정한 결과 2개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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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인-회귀분석 모형개발 및 검증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검증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승하차인원과 주

요 변수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많을 경우 선형회귀 분석

의 변수조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주는 단계별변수투

입(Stepwise)6)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모형 개발시 단계별변수투입(Stepwise)방식을 활용하

다. 

서울시 역세권을 대상으로 구축된 통합변수 요인 7개

를 독립변수로 하고, ‘승하차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Adjusted-R2는

0.565로 56.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87로 1.5와 2.5의 범위에 존

재하므로 자기상관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변수투입을 수행한 결과, Factor 4를 제외하고

모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승하차 인원에 향을 미치는 유형관련 요인

을 살펴보면, 긍정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Factor 1(Diversity : 토지이용복합도(LUM) 요인),

Factor 3(Accessibility : 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2(Density:개발 도수준), Factor 5(Design/

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지하철시설규

모)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복합도(LUM)의 경우 주거를

기준으로 비주거시설의 복합도가 높을수록 역세권의 이

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만

한 점은 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거)이 지하철시설의

면적과 출입구수와 같은 시설적 특성보다 매우 높은

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세권의 승하차 인원에 부정적(-) 향은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로 나타났

으며,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할 경우 이용수요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는 역세권 TOD의 물리적 계획요소 특성을 요

인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역세권의 승

하차인원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요인-회

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해석과 토의될 만한 초점은 역

세권의 TOD 통합 계획요소의 유형적 특성분석결과 및

역세권의 승하차인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대

별할 수 있다. 

첫째, 요인분석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교

그림 2. 통계적 모형검증 흐름도

표 8. 요인-회귀분석 결과 종합표

구 분
비표준계수

(B)
표준화계수
(Beta)

표준순위
t값 유의확률

+ -

(상수) 10.428 244.483 .000

factor1 .299 .373 1 6.986 .000

factor2 .237 .297 3 5.550 .000

factor3 .253 .316 2 5.917 .000

factor5 .144 .155 4 4.916 .000

factor6 .011 .014 5 -3.983 .000

factor7 -.075 -.094 1 2.922 .004

주 1 : 종속변수는 ln(승하차수)

주 2 : 요인명은 다음과 같음.

Factor 1(Diversity/토지이용복합도(LUM)), Factor 2(Density/개
발 도수준), Factor 3(Accessibility/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4(Design/가로설계수준), Factor 5(Design/연계교통시설
(보행자, 자전거), Factor 6(지하철시설규모),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

R R2 Adjusted-R2 Durbin-Watson

.795 .683 .565 1.87

6) 김정은, 박양규, 박중재(2001), 원도우 SPSS통계분석 10, 21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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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계가 복합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으

나, 본 실증분석 결과 토지이용, 접근성의 특성은 별도

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rank et al., 2005;

Forsyth et al., 2007; 2008).

요인분석 결과, Factor 1(Diversity/토지이용복합도

(LUM)), Factor 2(Density/개발 도수준), Factor

3(Accessibility/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4(Design/가로설계수준), Factor 5(Green/연계교통

시설(보행자, 자전거), Factor 6(Design/지하철시설규

모),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로 다

양성 요인 1개, 토지이용특성 요인 1개, 가로설계특성 2

개, 대중교통접근성 2개, 녹색교통과 관련된 연계시설

1개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인-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역세권 승하차

인원에 향을 미치는 유형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긍정

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Factor 1(Diversity :

토지이용복합도(LUM) 요인), Factor 3(Accessibility

: 대중교통시설공급수준), Factor 2(Density : 개발

도수준), Factor 5(Design/연계교통시설(보행자, 자전

거), Factor 6(지하철시설규모)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복합도(LUM)의 경우 주거를 기준으로 비주거시설의

복합도가 높을수록 역세권의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연계교통시설(보

행자, 자전거)이 지하철시설의 면적과 출입구수와 같은

시설적 특성보다 매우 높은 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세권의 승하차 인원에 부정적(-) 향은

Factor 7(Accessibility/대중교통운 수준)로 나타났

으며, 가장 높은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간격이 증가할 경우 이용수요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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