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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대

한 관심증대에 따라 경제산업, 가정, 교통분야 각

각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

고, 정책에 반영되었다. 행정부는 기후협약과 관

련하여,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겠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

다. 이는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

라는 엄청난 노력을 뜻하는 약속이다. 산업, 가정, 

공공 등등의 온실가스 배출 주체로서의 사회분야 

중 특히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승용차 이용 

감소-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정

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매우 높은 밀도의 지

하철망이 대중교통체계의 핵심인 서울시와는 달

리, 경기도의 경우, 서울 지하철망과의 연계교통

과 도내 버스교통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실현이 필

요하다. 즉,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도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선 버스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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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합리적 버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정류장의 환승센터로서의 유형 구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분야 기존 연구는 주로 버스정류장 이용 수요의 특성과 버스정류장을 역세권으로 보았을 때 주변의 토지이용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정류장의 유형을 구분한 후 구분된 유형들 각각의 특성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러한 전통적 역세권 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대표적 연구 변수인 토지이용 특성과 정류장 이용 특성 등 횡단면적 

snapshot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환승의 본질인 통행 연계의 detail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승통행 발생 정류장의 기능 구분을 위해 통행연계 변수로서 교통수단연계, 경유지연계, 이용시간연계 등의 변수 값

이 각 정류장이 환승센터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와 방향인지를 확인토록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4월 20

일 월요일 하루 동안 경기도 버스에 승하차한 통행 샘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버스정류장은 연계성 관련 변수를 

기준으로 비교적 뚜렷한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승센터 입지 선정이나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버스정류장, 환승, 통행연계, 토지이용, 이용수요,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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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 

교통체계의 통합으로 인한, 경기와 서울의 대중교

통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 환승

센터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로서, Parkhurst(1995), Cairns 
(1997), Van der Loop(1997), Bos et al.(2004), 

Wang et al.(2006), Farhan & Murray(2008), 빈미

영(2009), Liu et al.(2009), Meek et al.(2010), 이
금숙 외(2010) 등은 Park & Ride와 inter-modality 
등 복합 환승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제고를 향상

에 관한 연구 수행하였다. 특히, 빈미영(2009)은 

경기도 버스서비스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13개 버스정책지표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20일 

오전 출근 시간대 5시에서 9시까지 경기도 버스 

승하차인원의 총 78만여 통행을 산출한 후, 분석

한 결과경기북부지역의 버스 이용률을 향상시켜

야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버스

수요와 토지이용을 근거로 바탕으로 한 환승규모 

선정 및 기능별 환승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

였다.

선행연구에 덧붙여, 환승정류장의 본질적 특

성으로서 개인의 통행연계 패턴을 정류장별로 면

밀히 분석할 수 있다면, 환승정류장의 대표적 유

형구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환승역

(transfer stations)은 개인 통행에서 하나의 교통수

단으로 기종점 간 통행이 완결되지 않음으로 인

해 다른 교통수단 혹은 동일 교통수단이나 노선이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환승은 이용

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여,기종점 간의 상

호 관련성, 환승역의 위치 특성, 하루 중 환승 시

간대, 연계되는 교통수단 특성 등 관련된 많은 특

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환승역이 갖

는 특성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환승역 위치 선

정, 시설 및 서비스 내용 등에 있어, 환승역 이용 

수요 및 주변 토지이용 특성 외에도 환승역마다 

다르게 갖게 되는 이러한 통행연계의 특성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환승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환승역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선 합리적 버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 환승센터 유형 구분을 위해 환승정류장

의 본질적 특성인 교통수단연계 통행특성을 정류

장 별로 확인하여 정류장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2
장은 환승센터로서의 버스정류장 유형 구분을 위

한 필요한 개념적 정의로서, 유형 구분을 위한 구

성 요소와 유형 구분 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다. 3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쓰인 자

료를 설명하고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4장의 

연구 요약과 연구 아젠다를 살펴봄으로써,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작성하였다. 

2. 개념과 방법론

1) 환승센터로서의 버스정류장 유형 구분의 

구성 요소

버스정류장의 성격에 따라 환승센터로서의 특

징을 지니고 있는 지를 평가할 기준설정이 필요하

다. 버스정류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크게 

버스정류장을 둘러싼 지역의 토지이용과 해당 정

류장을 방문하는 이용수요 등의 특성을 들 수 있

다(빈미영, 2009). 먼저 토지이용 특성에 포함되

는 특정 버스정류장의 성격으로는 해당 정류장의 

상대적 위치 특성(도심과의 거리나 도심 기준 방

위 등), 해당 정류장이 갖는 연계버스 노선 수, 주

변의 상업적 토지이용 비율 등이 존재하며,이용수

요 특성에 포함되는 특정 버스정류장의 성격으로

는 해당 정류장에서의 환승 빈도, 정류장 혼잡도, 

차내 혼잡도, 도로 혼잡도, 승객 유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



빈미영·정의석·이원도·조창현334

에서 확인한 특수한 시공간상의 자료에 근거한 것

으로, 횡단면적 snapshot의 특성만이 반영되여 환

승의 본질인 통행 간 연계의 정보의 확인이 어렵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각 버스정류장별 

정류장 이용자들의 통행연쇄 특성과 더불어 통행

연쇄의 기종점 정류장 특성 등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통행 간 연계의 특성 확인을 통해 환승 통행

을 발생시키는 버스정류장의 기능을 구분할 수 있

다. 통행연쇄 특성은 교통수단 연계, 경유지 연계, 

이용시간 연계 등으로 표현되며, 기종점 특성은 

버스정류장의 OD(Origin-Destination: 기점과 종

점) 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버스

정류장의 환승센터로서의 기능 구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토지이용 특성을 기반으로. 이용

수요 특성을 더하여 통행 간 연계 특성을 포함한 

유형 구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버스정류장 별 환승센터로서의 특성 차이가 확인

된다면, 이를 환승센터로서의 버스정류장 기능 구

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환승센터로서의 버스정류장 유형 구분의 

방법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이용특성을 기준으로 유

형을 구분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승과 통

행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OD간에 두 번의 환승을 포함하는 어떤 통행을 생

각해 보자. 이 하나의 통행(trip)은 두 번의 환승

(transfer)에 의해 세 통행단(trip element)으로 나뉜

다. 최초 기점 승차에서 첫번째 환승지 하차까지

의 첫번째 통행단, 첫번째 환승지 승차에서 두번

째 환승지 하차까지의 두번째 통행단, 그리고 두

번째 환승지 승차에서 마지막 종점 하차까지의 세

번째 통행단이 그것이다(그림 1).
여기서, 환승지에서의 하차정류장과 승차정류

장 간 이동(점선으로 표시)은 반영되지 않으며, 원

안의 숫자는 버스정류장 혹은 전철역, 문자는 교

통수단 혹은 이동시간을 의미한다. 즉 ②와 ④는 

환승 하차정류장, ③과 ⑤는 환승 승차정류장, ①

은 기점 정류장, ②은 종점 정류장이며, ②의 후행 

정류장은 ④이고, ⑤의 선행 정류장은 ③이다. ②

와 ③의 직후 교통수단이나 ④와 ⑤의 직전 교통

수단은 모두 B이다. 이에 따라, 그림 1에서 버스정

류장 연쇄는 하차정류장을 기준으로 ①-②-④-

⑥이, 승차정류장을 기준으론 ①-③-⑤-⑥이 된

다. 또한, 환승지에서의 하차 정류장과 승차 정류

장 간 이동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류장 연쇄에 비

해 교통수단 연쇄는 간단히 A-B-C 하나로 정의

될 수 있다. 이상의 버스정류장 특성은 다양한 내

용으로 정류장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표 1).
이러한 개별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의 통행연계

의 특성에 더해 일반적인 행태적 특성으로 이용자 

특성, 이용 시각, 이용 빈도, 환승 빈도, 통행당 총

거리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의 환승센터로서의 기능 구분을 일반적인 군집분

석 알고리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두 번의 환승을 포함한 통행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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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분석에 쓰인 자료는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경

기도 버스에 승하차 자료이다. 자료는 1,206,387
건(record)으로, 개인이 행한 2,412,774 통행(trip), 
3,861,395 통행단(trip element)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는 평균적으로 통행당 1.6 통행단, 통행당 

0.6 환승, 개인당 3.2 통행단, 개인당 1.2 환승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평균 통행단 거리

는 9.1km로 밝혀졌다. 자료에서, 버스 이용자는 

11.5%는 청소년, 87.9%는 일반으로 구분된다. 이

용 교통수단은 경기마을버스 11.9%, 경기일반버

스 51.9%, 경기좌석버스 11.2%, 지하철 17.1%(도

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포함), 서울통행버스 

6.9%(서울마을버스, 서울지선버스, 서울순환버

스, 서울간선버스 포함), 서울광역버스 0.2%, 인

천통행버스 0.7%(인천지선버스, 인천간선버스, 

인천급행간선버스, 인천좌석버스 포함), 인천광

역버스 0.1% 등으로 나타났다. 승차와 하차 정류

장 등급은 이용된 빈도로 볼 때 3등급(일반국도 

표 1. 버스정류장 통행연쇄 특성(그림 1의 예)

① ② ③ ④ ⑤ ⑥

이용시각 승차시각 하차시각 승차시각 하차시각 승차시각 하차시각

직전수단 - A A B B C
직후수단 A B B C C -

전수단연쇄 - A A AB AB ABC
후수단연쇄 ABC BC BC C C -

직전역 - ① ① ③ ③ ⑤

직후역 ② ④ ④ ⑥ ⑥ -

전역연쇄 - ① ① ①③ ①③ ①③⑤

후역연쇄 ②④⑥ ④⑥ ④⑥ ⑥ ⑥ -

기점 ① ① ① ① ① ①

종점 ⑥ ⑥ ⑥ ⑥ ⑥ ⑥

직전시간/거리 0 A A B B C
직후시간/거리 A B B C C 0
총전시간/거리 0 A A A+B A+B A+B+C
총후시간/거리 A+B+C B+C B+C C C 0
총시간/거리 A+B+C A+B+C A+B+C A+B+C A+B+C A+B+C
총전통행단수 0 1 1 2 2 3
총후통행단수 3 2 2 1 1 0
총통행단수 3 3 3 3 3 3
총환승수 2 2 2 2 2 2
교통수단A 1 1 0 0 0 0
교통수단B 0 0 1 1 0 0
교통수단C 0 0 0 0 1 1
기점여부 1 0 0 0 0 0
승차역여부 0 0 1 0 1 0
하차역여부 0 1 0 1 0 0
종점여부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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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류장) 약 29%, 4등급(지방도 상 정류장) 약 

12%, 5등급(시군도 상 정류장) 약 56%이며, 1등
급(고속국도 상 정류장)과 2등급(도시고속화도로 

상 정류장)은 1% 미만이었다. 승하차시각은 6시

에서 9시 사이가 약 25%, 18시에서 21시 사이가 

약 20%이며, 나머지 시간대는 약 10~15%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자료에서 확인된 총버스정류장은 49,781개이

며, 이들을 이용한 통행의 전체 평균특성은 표 2와 

같다. 해당 정류장을 이용한 통행연쇄 중 교통수

표 2. 버스정류장 평균 특성

특성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빈도 49781 1 36311 155.13 707.003
총승차빈도 49781 0 20707 77.57 378.893
총하차빈도 49781 0 17614 77.57 359.759
하차비율 49781 0 1 0.54 0.351 

청소년비율 49781 0 1 0.01 0.045 

저녁시간비율 49781 0 1 0.30 0.236 

총통행단평균 49781 1 5 2.00 0.697 

총환승평균 49781 0 4 1.00 0.697 

총전통행단평균 49781 0 5 1.04 0.750 

총후통행단평균 49781 0 5 0.96 0.746 

후통행단비율 49775 0 1 0.48 0.323 

총거리평균 49778 0 99885 16794.41 9858.124 

총전거리평균 49781 0 87630 8664.49 8902.289 

총후거리평균 49780 0 99885 8129.89 8830.570 

후거리비율 49781 0 1 0.48 0.361 

직전거리평균 49781 0 86790 4146.45 5100.434 

직후거리평균 49781 0 79920 4009.24 5057.606 

표 3. 총수단 상위 20개의 최빈 통행연쇄

순위 수단연계 빈도 % 순위 수단연계 빈도 %

1 경기일반 17246 34.64 11 경기일반 → 전철 693 1.39 

2 경기마을 7721 15.51 12 인천통행 → 경기일반 682 1.37 

3 서울통행 → 경기일반 2446 4.91 13 경기일반 → 인천통행 628 1.26 

4 경기일반 → 서울통행 2419 4.86 14 경기일반 → 전철 → 인천통행 614 1.23 

5 경기일반 → 전철 → 서울통행 1869 3.75 15 인천통행 → 전철 → 경기일반 601 1.21 

6 서울통행 → 전철 → 경기일반 1641 3.30 16 전철 → 경기일반 517 1.04 

7 경기좌석 1539 3.09 17 전철 → 경기마을 465 0.93 

8 경기일반 → 경기일반 1343 2.70 18 경기마을 → 전철 457 0.92 

9 경기좌석 → 서울통행 1098 2.21 19 경기좌석 → 전철 → 서울통행 354 0.71 

10 서울통행 → 경기좌석 1042 2.09 20 서울통행 → 전철 → 경기좌석 331 0.66 

*: 빈도와 %는 전체 49,781 정류장 중 해당 연쇄를 최빈연계로 갖는 정류장의 빈도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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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계를 각 버스정류장 별로 확인한 결과는 표 3
의 총수단 연계와 표 4의 전/후수단 연계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경기일반버스와 경기마을버스

가 압도적 다수여서, 경기도 버스 이용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음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경기일반버스와 서울

통행버스와의 연계통행 비율이 높음을 보이는데, 

이는 경기도와 서울 간의 지역간 통행 비율이 상

당한 정도임을 교통수단 이용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기버스-서울

버스 간의 연계가 그 사이에 전철을 포함한 연계

보다 높음을 보인다. 표 4에 의하면, 전수단 연계 

빈도의 내용과 후수단 연계 빈도의 내용이 대칭으

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과 표 4의 특성

이 각각의 버스정류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니, 

이는 버스정류장 유형 구분에 매우 좋은 정보를 

갖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역등급, 총빈도, 총승차빈도, 총하차

빈도, 하차비율, 청소년비율, 저녁시간 이용비율, 

기점역 최빈등급, 종점역 최빈등급, 총통행단평

균, 총환승평균, 총전통행단평균, 총후통행단평

균, 후통행단비율, 총거리평균, 총전거리평균, 총

후거리평균, 후거리비율, 직전거리평균, 직후거

리평균 등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한 결과, 

4개의 구분되는 군집을 보였으며, 집단별 공간상 

분포를 지도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군집의 결과

를 동일 변수로 단계투입 방식의 판별분석한 결과 

93.2%가 올바른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표 4. 전/후수단 상위 각 20개의 최빈 통행연쇄

순위 전수단연계 빈도 % 순위 후수단연계 빈도 %

1 0 → 21944 44.08 1 → 0 25385 50.99 

2 경기일반 → 9952 19.99 2 → 경기일반 8578 17.23 

3 경기마을 → 4398 8.83 3 → 경기마을 3579 7.19 

4 서울통행 → 2748 5.52 4 → 서울통행 2327 4.67 

5 경기일반 → 서울통행 → 1498 3.01 5 → 서울통행-경기일반 1360 2.73 

6 경기좌석 → 1182 2.37 6 → 경기좌석 1045 2.10 

7 경기일반 → 전철 → 서울통행 → 1147 2.30 7 → 서울통행 → 전철 → 경기일반 852 1.71 

8 경기좌석 → 서울통행 → 748 1.50 8 → 전철 → 경기일반 624 1.25 

9 경기일반 → 전철 → 553 1.11 9 → 서울통행 → 경기좌석 586 1.18 

10 경기일반 → 전철 → 인천통행 → 514 1.03 10 → 경기일반 → 경기일반 515 1.03 

11 경기일반 → 경기일반 → 510 1.02 11 → 인천통행 → 경기일반 497 1.00 

12 경기일반 → 인천통행 → 485 0.97 12 → 인천통행 → 전철 → 경기일반 457 0.92 

13 인천통행 → 458 0.92 13 → 전철 379 0.76 

14 전철 → 경기마을 → 410 0.82 14 → 인천통행 364 0.73 

15 전철 → 경기일반 → 326 0.65 15 → 경기마을 → 전철 342 0.69 

16 경기좌석 → 전철 → 서울통행 → 258 0.52 16 → 경기일반 → 전철 286 0.57 

17 전철 → 247 0.50 17 → 서울통행 → 전철 → 경기좌석 223 0.45 

18 경기일반 → 경기마을 → 197 0.40 18 → 경기마을 → 경기일반 185 0.37 

19 경기마을 → 전철 → 서울통행 → 143 0.29 19 → 서울통행 → 전철 → 경기마을 147 0.30 

20 서울광역 → 138 0.28 20 → 서울광역 110 0.22 

*:  전수단의 ‘0’은 해당 정류장이 기점인 경우로, ‘전수단이 없음’을 의미하며, 후수단의 ‘0’은 해당 정류장이 종점인 경우

로, ‘후수단이 없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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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 1집단 정류장은 서

울과 인천 주요부에 집중해 있으며, 4집단은 그

에 더해 경기 남북의 주요 인구밀집 지역을 포괄

한다. 2집단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전반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고, 가장 특징적 분포인 3집단은 서

울, 인천 주요부를 제외한 주변 대도시 및 위성도

시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들 4개 정류장 

집단을 환승성을 고려한 속성별 주요 특성에 의해 

그 유형의 성격을 요약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여

러 변수 별 집단의 평균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2집단의 정류장 분포는 네 집단 중 가장 

고르게 연구지역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행연쇄를 중심으로 한 2집단의 정류장 특

성 관련 변수들의 내용을 보면, 총전거리평균이 

매우 짧은 반면 총후거리평균이 매우 길어 전형적

인 기점의 특성으로서 거주지의 성격이 강함을 알 

그림 2. 정류장 유형별 4개 집단

 

 

 

 

1집단

3집단 4집단

2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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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버스 정류장 집단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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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반해 1집단은 총후거리평균이 매우 

짧은 반면 총전거리평균은 매우 길고 또한 하차비

율이 높고 저녁시간 비율 역시 높아 종점의 특성

으로서 목적지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청소

년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총거리평균과 환승평균

이 매우 낮은 특성으로 나타나, 3집단은 통학을 포

함한 단거리의 역내 통행에 서비스하는 정류장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총빈도, 하차비율, 저

녁시간이용비율 등으로 보아 1집단과 4집단은 일

과 중 경제활동 및 일과 후 여가활동과 높은 관련

이 있는 정류장이라 생각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정류장의 환승 특성에 따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류장 주변 토지

이용 특성과 정류장 이용의 일반적 특성을 기반으

로 통행연계 특성을 정류장 유형 구분 변수에 명

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통행연계 특성으로는 교통수단연계, 정류장연계, 

기종점 특성, 환승 수, 해당 정류장 이용 전후의 

통행시간과 통행단 수 등을 반영하였다. 교통수

단연계 및 정류장연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

(토지이용, 정류장이용, 통행연계)을 고려한 정류

장 유형 구분의 결과, 경기도와 서울 인천 전반의 

정류장이 4개 집단으로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그들 

각각이 관련 변수들에 근거하여 기능적 특성의 구

분이 가능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연계와 정류장연계 

변수를 포함한 통합적 정류장 유형 구분이 시도될 

것이다. 표 3과 표 4에서 확인한 바, 교통수단 연

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총수단 통행연쇄 빈도

와 전/후수단 통행연쇄 빈도는 매우 훌륭한 버스

정류장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나, 일반적인 군

집분석의 절차로는 집단구분 변수로 투입될 수 없

다. 즉 일반적 집단구분 방법에 투입되는 횡단면 

변수(cross-sectional variables)가 아니라 맥락변수

이기 때문이다. 연쇄변수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

하게 하는 방법론은 조창현 외(2008) 및 조창현

(2011)에서 소개되었으며,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한 집단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이

용, 정류장이용, 통행연계의 각 변수 집단 별 버스

정류장 구분의 결과가 통합적인 구분의 결과와 비

교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통축 상의 정류장들의 환승센터로서의 유형 구

분 역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연구들은 환승센터 입지선정이나 기능 정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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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nd Profiling of Bus Stops in Gyeong-gi Province on  
the Basis of Trip Chain Variables

Miyoung Bin* · Euiseok Jung** · Won Do Lee*** · Chang-Hyeon Joh****

Abstract : The current research aims at classifying the bus stops as transfer center in order to establish the 
rational bus transfer systems. Existing research typically identifies characteristics of demands for bus stops 
and land use surrounding the bus stops and classifies and profiles the bus stops. A common problem with 
this type of research is that the results with cross-sectional characteristics of land use and bus stop usage 
do not capture the details of trip chain,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trips with transfer. This pa-
per therefore examines bus stop classifications with such variables as transport mode chains, intermediate 
stop chains and timing chains. Th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ed on Monday 20 April 2009 for passen-
gers of Gyeong-gi bus results in a clear classification among bus stops in terms of such trip chain variables. 
The research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decision support of transfer stops location choice 
and infrastru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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