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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 연구

Public Transportation Alighting Estimation Method Using Smart Card Data

김경태 · 이인묵*

Kyoungtae Kim · Inmook Lee

1. 서 론

효율적이고 정밀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객의 정밀한 수요 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류장 단위의 통행 정보, 특히 OD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다. 중장기 관점의 교통계획 데이터는 공간적

으로는 정류장보다 큰 집합인 동 단위, 시간적으로는 연 단위로 구축되어 있어, 교통운영에 적용이 제한적이다. 대중교통 운영

이 데이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반 데이터가 공간적으로는 정류장 단위, 시간적으로는 시간(또는 더욱 상세) 단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9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200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통카드시스템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요구의 증대가 맞물

려 교통카드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실제 활용 사례가 증가하였다. 교통카드데이터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시피 시

공간적으로 세부적인 개별 통행자의 통행 기록을 담고 있어, 교통운영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요

금제도(통합거리비례제) 특성에 따라 승차뿐만 아니라 하차 시에도 카드를 태그(tag) 하도록 하여, 개별 노선의 승하차 시간 정

보가 포함된 정류장 단위의 OD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즉, 단순한 데이터 정리, 정제(비정상 통행 데이터의 보정 또는 제거)

를 통해 정류장 단위의 세부시간별 OD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 및 대부분 해외 지역은 교통카드 이용 시 하차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using smart card data. However,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utilization of data in many areas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the data does not contain alighting infor-

mation. This paper present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alighting stops of smart card data. Estimation results were

verified by smart card data from Seoul and Gwangju. The estimation rates were 78.2% and 81.6% in Seoul and

Gwangju, respectively. The matching accuracy was 54.2% and 33.4%, respectively. However, if up to two stops of error

are allowed, the accuracy values were 93.6% and 94.0%, respectively. We also discussed changes in estimation results

due to adjusting the allowable walking distance, which is a key parameter of trip chaining methods. As the allowable

walking distance increases, the estimation rate increases, while the accuracy decreases, and it is found that the estima-

tion results change by around 500m.

Keywords : Alighting stop estimation, Public transport OD estimation, Trip chain, Smart card data, AFC data

초 록 최근 데이터 중심적 교통정책수립 필요성 인식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

만 수도권 외의 많은 지역의 데이터에 하차 정보가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 논문은 승차 정보만 포함된 교통카

드데이터에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검증은 서울시와 광주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추정 성

공률은 서울시, 광주시 각각 78.2%, 81.6%로 나타났다. 정확도는 각각 54.2%, 33.4%로 나타났는데, 2개 정류장 오차

까지 허용하는 경우 정확도가 서울시 93.6%, 광주시 94.0%로 크게 높아진다. 또한 광주시와 서울시가 오차 양상이 다

름을 밝혔다. 통행사슬 방법의 핵심 매개변수인 허용 도보거리 조정에 따른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의 변화도 다루었

다. 허용 도보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추정 성공률은 높아지는 반면 추정 정확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500m

를 전후하여 추정 결과의 변화 양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요어 : 하차정류장 추정, 대중교통 OD 추정, 통행사슬, 교통카드데이터, AFC데이터

*Corresponding author. E-mail: mook79@krri.re.kr.

© 2017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s://doi.org/10.7782/JKSR.2017.20.5.692



김경태 · 이인묵

69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2017년 10월)

태그 절차가 없거나 선택적(환승의 경우)으로 시행하고 있어 정류장 OD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승차 정보만 존재하는 교통카드데이터로부터 하차 및 OD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통행사슬(trip

chaining)에 의한 방법이다. 통행사슬 방법론(trip chaining method)은 Barry 등[1]에 의해 기본개념이 정립된 방법으로, 교통카

드데이터의 식별번호(카드번호, 승객번호 등) 및 탑승 노선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이용자의 통행사슬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

여 하차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Fig. 1의 예시와 같이 어느 노선에서의 하차정류장은 다음 승차정류장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교통카드데이터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암

호화 한 식별번호를 활용하여야 하나, 암호화 된 식별번호 역시 특정 시간범위(일반적으로 1일) 내에서는 동일한 번호를 유지

하고 있으므로 통행사슬에 의한 추정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Zhao 등[2], Trépanier 등[3]은 Barry 등[2]의 기본 가정에 최대도보거리 개념을 추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대도보거리는

이전 통행 하차지점과 다음 통행 승차지점 간의 승객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Zhao 등[2]은 최대도보

거리를 400m로 한정하여 도시철도 승객을 대상으로 하차지점을 예측하였다. 또한 도시철도 통행 후 후속 버스 통행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도시철도 통행의 하차지점이 버스 통행 승차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통하

여 전체 데이터의 71.2%의 하차지점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다. 버스 통행의 하차지점을 예측한 Trépanier 등[3]은 하루 내에 통

행사슬의 구성이 불가능한 표본의 경우, 다른 날에 발생한 통행사슬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통행사슬에 최대도보거리

의 개념을 추가하여 통행사슬이 구성된 표본 중 66%의 하차정류장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다.

Nassir 등[4]은 통행사슬을 구성하는데 최대 환승허용시간은 90분이며, 최소 활동시간은 30분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통행사슬을 대상으로 Barry 등[1]의 가정 하에 버스 하차지점을 탐색하였고, 그 표본 중 92.5%의 하차지점 탐색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Wang 등[5]은 기본 가정에 최대도보거리 개념을 포함하여 전체 68% 가량의 버스 승객 하차지점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는 5개 노선의 승객 조사 결과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하차정류장이 탐색 불가능한 거래내역의 영향

으로 실제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적은 OD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Munizaga와 Palma[6]는 최대도보거리 개념이 아닌 승객별로 일반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차지점 탐색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최대도보거리만을 가정할 시 합리적이지 않은 하차지점이 탐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승객별로 후보가 되

는 하차정류장을 선택한 후, 각 정류장에 내렸을 때의 차내통행시간과 다음 승차정류장까지의 도보시간을 합산하여 최소가 되

는 하차정류장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통행사슬이 구성된 전체 3,600만 건의 데이터 중 80% 이상의 하차지

점을 예측하는데 성공하였다. 후속 연구(Munizaga 등[7])를 통하여 30만 건의 기종점 데이터를 통하여 90% 가량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검증 과정에서도 통행사슬을 구성할 수 없는 표본은 제외하였다.

Alsger 등[8]은 하차 시간 및 위치가 있는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통행사슬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승

차정류장에서의 스케줄에 의한 예상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승차정류장 출발시간과의 비교에 의해 하차 지점 추정 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마지막 통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 실제 하차정류장과의 추정 오차를 기존 평균

806m에서 530m로 개선하였다.

He 등[9]은 tolerance distance(허용 도보거리와 동일한 개념) 증가에 따른 추정 정확도 감소 및 측정되는 표본수 감소를 측정

하였으며, 결과에 나타난 경향성에 따라 직관적으로 1000m를 가장 적합한 tolerance distance로 제시하였다. Alsger 등[8]은 허

용 도보거리 및 허용환승시간 변화에 따른 추정 정확도를 실험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OD 통행량과의 비교를 통해 800m

이상의 허용 도보거리는 추정 정확도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하차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한 연

구에서도 여전히 허용 도보거리 변화를 세밀한 거리대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변화에 따른 추정 정확도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Fig. 1. Concept of trip chaining method for alighting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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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경우 검증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알고리즘의 검증을 정확도가 아닌 추정 비율로서 제시하거나 소규모 설문조

사 자료로서 검증을 대체하였다. 또한 추정 비율 향상 관점에서의 통행사슬방법의 핵심 매개변수인 허용 도보거리(allowable

walking distance)를 각 연구자의 가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추정 결과의 변화를 다룬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거리 변화에 따른 추정 정확도 및 추정 성공률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허용 도보거리 변화의 폭을 세밀하

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 및 검증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최대 만~십만 단위에 불과하여 국내 교통카드데

이터 대비 소규모 거래내역(transaction) 데이터로서 다양한 조건변화에 대한 검증의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첫째, Munizaga와 Palma[6]의 기본 가정 하에 실제 대중교통 운영에 적용성이 용이하도록 Munizaga와 Palma[6]

가 제시한 일반화 시간을 일반화 거리로 변경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방법론은 하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중교통

거래내역 데이터인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행사슬 추정방법의 정확도를 검증한

다. 둘째, 통행사슬방법의 핵심 가정의 하나인 허용 도보거리와 방법론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허용 도보거리 조정에 따른 추

정 성공률 및 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방법론의 검증 및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지역적으로 비교하

여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데이터

우선 통행사슬방법의 평가를 위해 하차 시 교통카드 태그가 보편화 되어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 서울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영업일(새벽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기준 2015년 10월 20일(화요일) 교통카드데이터

를 이용하였다.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노선 간 환승 정보가 없으므로 명확한 탑승 노선을 추출할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명확히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이용 데이터만 추정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버스 탑승 후 도시철도로 환승

한 통행의 경우, 통행사슬 구성을 위하여 환승한 도시철도의 승차 역 정보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탑승기록

(transaction) 중 검증이 불가한 하차 정보 누락 데이터, 도시철도 데이터, 정류장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제외한

5,981,068 건의 버스 탑승기록 중 간선 및 지선 버스의 탑승기록 4,614,149건을 추정 대상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광역버스의 경

우 일반적인 도시교통과 통행 성격이 다르고, 마을버스의 경우 하차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하차정류장 정보가 없거나 불완전한 교통카드데이터가 생성되는 지역과의 비교 및 방법론의 유용성 검증을 위하여 광

주시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광주광역시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2016년 버스노선개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

차 태그 캠페인을 시행하여, 하차 정보를 포함하는 탑승기록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캠페

인 기간 중 1주일(2016년 4월 18일(월)~24일(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이때에 하차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1주

일 평균 39.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2,643,216건의 탑승기록(transaction) 중 지하철 탑승기록 및 오류 데이터를 제

외한 2,417,834건의 버스 탑승기록을 활용하여 추정에 활용하였으며, 검증 시에는 하차 정보가 포함된 959,578건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버스 탑승 후 지하철로 환승한 통행의 경우, 통행사슬 구성을 위하여 환승한 지하철의 승차역 정보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기본 정리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인 “MariaDB 10.1”을 이용하였으며, 알고리즘 적용 및 결과 분석은 통계 분석

도구인 “R 3.3.1”을 활용하였다.

2.2 통행사슬 방법론 정확도 검증

2.2.1 통행사슬 방법론 고찰 및 수정 방법론 제시

이 논문은 서울 및 광주의 대규모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행사슬 방법론 중 영향력이 큰 Munizaga와 Palma[6]의 하

차정류장 추정 방법을 기반으로, 적용성 확대를 위하여 수정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를 검증하였

다. 우선 이 논문의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Munizaga와 Palma[6]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단계 1) 추정 대상 통행의 대중교통 노선 및 그 노선이 하차하는 정류장을 확인하고, 다음 통행의 승차정류장과 허용 도

보거리(allowable walking distance, 1km 가정) 반경 내에 포함되는 정류장을 추출하여 하차정류장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 (단계 2) 하차정류장 후보와 다음 승차정류장까지의 일반화 시간(Tgi)을 각각 계산하여, 일반화 시간을 최소화하는 정류장

을 하차정류장으로 추정한다(Fig. 2의 예시와 같이 정류장 간 거리는 가까우나 차내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등의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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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배제를 위함).

 (Tgi: 일반화 시간, ti: 승차정류장에서 정류장i까지의 소요시간, fw: 도보의 비효용 계수, di-post: 정류장i에서 다음 승차

정류장까지의 거리, sw: 도보속도)

 ▪ (단계 3) 추정 대상 통행 다음의 통행이 없으면서 해당 통행이 그 날의 마지막 통행인 경우, 해당 통행이 귀가 통행이라는

가정 하에 그 날의 최초 승차정류장을 다음 통행의 승차정류장으로 간주하고 단계 1, 2와 같이 하차정류장을 추정한다.

 ▪ (단계 4) 단계 3에 해당하나 그 날의 최초 승차정류장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날의 최초 승차정류장을 다음 통행의

승차정류장으로 간주하고 단계 1, 2와 같이 하차정류장을 추정한다.

Munizaga와 Palma[6]의 방법론은 허용 도보거리 내의 후보 정류장 집합에서 일반화 비용 개념인 일반화 시간(Tgi)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하차정류장 해를 찾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류장까지의 통행시간(ti)을 산정해야하는 제약이 따른다. 교통카

드데이터의 승하차 시각은 차내 카드 단말기에 태그(tag)하는 시각으로서 실제 차량의 정류장간 통행 시간과는 다르므로 직접

차량의 운행시간으로 변환하기 어렵다. 또한 도시지역의 버스 운행 특성상 운행 스케줄이 준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정의된

정류장별 운행 스케줄 정보로 통행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신뢰도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데이터에서 확보할 수

있고 하나의 값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정보인 거리를 중심으로 일반화 비용 함수를 수정하여 제시한다.

(Dgi: 정류장 i의 일반화 거리, di : 승차정류장에서 정류장i까지의 운행거리, fw: 도보의 비효용 계수, cb-w: 도보거리보정계

수(버스-도보 속도차 보정), di-post : 정류장i에서 다음 승차정류장까지의 거리)

이 논문은 일반화 거리 산정에 필요한 계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도보의 비효용 계수 fw는 한국교통연구원[10]의 “국가

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여객교통수요 신뢰도 개선방안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보시간 가중치(1.26~1.70)를 참고하여 1.5

를 적용하였다. 도보거리보정계수는 5(도보: 1m/s, 버스: 5m/s 가정)를 적용하였다. 일반화 거리를 적용함에 따라 하차정류장 추

정을 교통카드데이터 만으로 수행할 수 있어 방법론의 적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2.2.2 통행사슬 방법론의 추정 정확도 검증 결과

서울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서울시 교통카드데이터는 하

차 정보의 포함 비율 및 거래 내역이 매우 크므로(세계 최대수준) 하차정류장 추정 방법론의 검증에 매우 유리한 데이터이다.

검증 시에는 하차 정보는 가린 채로(하차 정보가 없는 교통카드데이터로 변환하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Tgi = ti + fw

di post–

sw
----------------
⋅

Dgi = di + fw cb w– di post–

⋅ ⋅

Fig. 2. Alighting estimation model (Munizaga and Palm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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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zaga와 Palma[6]의 추정 방법론은 다음 승차정류장, 해당일의 첫 승차정류장, 다음날의 첫 승차정류장 순으로 정보를 참

조하여 하차정류장을 추정한다. 하지만 다음날 첫 승차를 참조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가 낮고 실험을

위한 표본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음 승차정류장, 해당일의 첫 승차정류장만을 참조하여 추정을 수행하였다. 허용

도보거리는 Munizaga와 Palma[6]와 동일하게 1km로 가정하였다.

일반화 거리가 적용된 수정 Munizaga와 Palma[6]의 추정 방법론에 따른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는 바

로 다음 통행에 의해 추정한 경우, 해당 날짜의 최초 승차정류장에 의해 추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때에 추정 성

공률(추정한 표본수 ÷ 추정대상 표본수)은 전체 78.2%로 나타났으며, 추정 정확도(정확히 추정한 표본수 ÷ 추정한 표본수)는

54.2%로 나타났다. 통행사슬 구성 단계에 따라 추정된 결과를 보면, 바로 다음 통행에 의해 추정한 결과에 비하여 해당 날짜

최초 승차에 의한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가 모두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추정 정확도의 하락이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 지역의 평균 정류장간 거리가 439m(교통카드데이터 노선 정보 기준으로 산출)로서 Munizaga와

Palma[6]가 가정한 허용 도보거리인 1km 보다도 훨씬 작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 내에 다수의 정류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목적지(버스 하차 이후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라도 다른 인접한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하차 이전에 하차 단말기에 미리 태그하는 현실적인 행태도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정류장 추정 시 1개 또는 2개 정류장

오차 내 범위로 추정 정확도의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완화한 판정 조건에 따른 Table 2의 결과와 같이

1~2개의 정류장 이내로 확장된 범위에 따른 정확도는 눈에 띄게 개선된다. 2개 정류장 차이까지 허용하는 경우 93.6%까지 정

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하차 추정 방법은 하차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정류장 2개 차이 이내의 오차를 허용하는 수준의 교통운영에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다.

통행사슬방법에 의한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동일한 추정 방법에 따라 광주시 교통

카드데이터에 적용하여 하차정류장을 추정하였다.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인 추정 성공률, 정확도는 각각 81.6%, 33.4%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승차정류장에 의해 추정

된 결과가 우수하다. 다만, 서울시에 비하여 추정 정확도가 명확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차정류장 추정 정확도의 판

정 기준을 확장하여 Table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1. Result of alighting estimation (Seoul).

Trip-Chaining references Samples (A) Estimated samples (B) Estimation rate (B/A) Accuracy

by Corresponding boarding 4,614,149 2,636,167 57.1% 58.7%

by First boarding of the day (for last trip) 1,483,291 973,093 49.2% 42.0%

Total 4,614,149 3,609,260 78.2% 54.2%

Table 2. Change of accuracy according to acceptance criteria (Seoul).

Accuracy acceptance criteria No error allowed 1-stop of error allowed 2-stops or error allowed

Matched samples ÷ Estimated samples 54.2% 87.6% 93.6%

Matched samples ÷ Total samples 42.4% 68.5% 73.2%

Table 3. Results of alighting estimation (Gwangju).

Trip-Chaining references Samples (A) Estimated samples (B) Estimation rate (B/A) Accuracy

by Corresponding boarding 959,578 638,850 66.6% 35.5%

by First boarding of the day (for last trip) 320,728 143,697 44.8% 23.7%

Total 959,578 782,547 81.6%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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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1~2개 차이로 추정 오차를 허용하는 경우에 추정 정확도가 3배 가까이 향상된다.

따라서 광주시의 경우에도 하차 추정 결과를 교통운영에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3 추정 정확도의 지역적 비교

앞의 2.2.2에서 제시한 두 도시의 하차정류장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 성공률은 광

주시의 경우 81.6%로 서울시에 비해 3.4% 높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하차 정보가 없는 샘플(1,458,256건)의 경우 추정 성공

률이 67.4%에 불과하며, 전체 샘플 기준으로 측정 시 추정 성공률은 73.0%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시의 하차 정보가 있는

39.7%%의 샘플 중 다음 승차정류장에 의해 추정 되는 경우는 Table 5에서와 같이 66.6% 나타났으나, 하차 정보가 없는 샘플

의 다음 승차정류장에 의해 추정 되는 비율은 38.0%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의 경우 환승을 하는 경우에만 하차 태그를 하

여도 무방한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차 태그 정보가 있는 데이터는 다음 승차 기록이 있는 환승 통행일 가능성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하차 정보가 있는 샘플의 경우 다음 승차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정 성공률도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정착에 따라 환승을 하지 않는 단일 통행(unlinked trip)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통

행자가 하차 시 태그하는 행태가 보편화 되어, 광주시에 비해 통행사슬 방법론의 적용이 불가능한 단일 통행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짐에 따라 추정 성공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요금제 및 이용 행태에 따라 추정

성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정 정확도의 경우 두 도시 간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확도 판정 기준을 1~2개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즉 정확히 추정하는 비율의 경우 광주시의 경우가 서울시의 경우에 비하여 약 62%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의 분석을 위하여 Fig. 4와 같이 추정 오차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광주시의 경우 오차가 –

Table 4. Change of accuracy according by acceptance criteria (Gwangju).

Accuracy acceptance criteria No error allowed 1-stop of error allowed 2-stops or error allowed

Matched samples ÷ Estimated samples 33.4% 87.2% 94.0%

Matched samples ÷ Total samples 27.2% 71.1% 76.6%

Fig. 3. Comparison of alighting estimation results between two cities.

Table 5. Comparison of estimation rate by including alighting information (Gwangju).

Trip-Chaining references
Samples with alighting 

information

Samples without alighting 

information
Total Samples

Share of samples 39.7% 60.3% 100%

Estimation 

Rate

by Corresponding boarding 66.6% 38.0% 49.4%

by First boarding of the day 44.8% 29.4% 23.7%

Total 81.6% 67.4%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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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추정된 정류장 위치 대비 1개 앞선 정류장에서 관측 값이 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개 뒤에 관측 값이 존재하는(오차가 1인) 경우 대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것은 하차정류장 이전에 미리 하차 태그를 하는 행태, 이른바 사전태그 행태가 반영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오차의 개

수가 동일하게 1개인 경우에도 추정치 대비 관측치가 1개 초과되는(오차가 1인) 경우에 비하여 1개 미달되는(오차가 –1인) 경

우가 서울시와 비교할 때에 월등히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광주시의 경우 서울시 대비 오차

가 –1인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지역적인 행태의 차이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하차 태그 시행 초기에는 사전태그의 비율 및 정도(실제 하차 정류장 보다 태그하는 위치가 앞서는

정도)가 높았으나, 버스 운송사들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점차 사전태그 비율이 많이 줄어든 반면, 광주시의 경우 하차 태그를

장려하는 초기단계이다 보니 아직 사전태그 행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관측 조사 등을 통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민감도 분석

통행사슬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개별 통행을 다음 통행과 엮는(사슬을 구성하는) 공간적 범위인 허용 도보거리

(allowable walking distance)이다. 기존 연구들은 허용 도보거리를 임의로 가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Munizaga와 Palma[6]는 1km로 가정하여 하차정류장을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는 하차 정보가 포함된 검증 데이터 확보에 한계

가 있었으므로 추정 정확도 검증에 보다는 해당 방법론의 모형에 의한 하차정류장 추정 성공률 관점으로 검증에 접근하였다.

허용 도보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의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의 성공률 관점에서 허용 도보거리가 다소 크게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용 도보거리가 과다하게 설정되는 경우, 실제는 개별 통행임에도 하나의 통행사슬로 묶이

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허용 도보거리는 대중교통 통행자의 허용환승거리에 해당하므로, 추정 성공률 관점에서 임의로 가정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대중교통 환승 행태의 반영 및 추정 정확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허용 도보거리 변화에

따른 추정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m부터 1000m까지 허용 도보거리를 100m씩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추정 정확

도 및 추정 성공률의 결과를 측정하였다. 추정 성공률은 2개 정류장의 오차를 허용하는 완화 기준에 의한 값도 같이 제시하였

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6에서 ‘Section’의 의미는 이전 허용 도보거리 구간에서 해당 도보거리 구간으로 100m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

정되는 표본에 대한 통계 수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허용 도보거리 300m의 ‘Section – Estimation Rate’는 이전 구간인 200m

의 허용 도보거리에서 추정되는 표본 이외에 300m로 허용 도보거리를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정된 표본에 대한 추정

성공률을 의미한다. 이때 추정 성공률은 이전 구간에서 추정된 표본을 제외하고 추정되지 않은 표본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였

다. 같은 구간에서의 ‘Section – Matching Accuracy’는 300m로 허용 도보거리를 증가시킴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정된 표본들의

실제 하차정류장 대비 정확도를 나타낸다. 이 경우의 분모는 추가적으로 추정된 표본의 수가 된다. 이렇게 Section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낮은 허용 도보거리 구간에 추정 성공률이 집중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허용 도보거리 구간에서 추정된 샘플

의 영향이 누적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누적된 수치로는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Fig. 4. Distribution of alighting estimation error (‘Observation stop order’ minus ‘Estimation stop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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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의 결과를 누적 결과와 Section 결과를 분리하여 Fig. 5의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Fig. 5의 왼쪽 그래프(누적 결과)는 보

는 바와 같이 허용 도보거리의 증가에 따라 추정 성공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정되는 표본 증대의 목적만으로 허용 도

보거리를 증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낮은 허용 도보거리 구간에서의 증가율이 높은 반면 후반부로 갈수

록 증가율이 둔화됨을 알 수 있다. 500m를 전후하여 증가율의 둔화가 눈에 띈다. 반면 추정 정확도는 천천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낮은 허용 도보거리 구간에서 대부분의 추정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허용 도보거리 구간의 추정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Fig. 5의 오른쪽 ‘Section’기준의 그래프를 보자. 구간별로 보면 추정 정확도, 성공률 모두 지

속적으로 하락한다. 추정 성공률의 하락률이 점차 둔화되는 것은 통행사슬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는 통행들로 인하여 더 이상

추정할 수 있는 대상 표본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추정 성공률과 추정 정확도를 동시에 고려할 때에 거리에 따른 명확한 고점 또는 저점이 발견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별도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허용 도보거리를 최적의 값으로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하차추정의 필요조건에

따라 Table 6와 같이 추정 성공률, 추정 정확도를 기댓값으로 참조하여 통행사슬 방법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다

만, 교통에서 통상 환승거리로 설정하는 500m구간을 전후하여 수치가 추정 성공률에 변화가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추정 성공률과 추정 정확도 변화를 지역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광주시 데이터를 이용

하여 Table 7와 같이 분석하였고, 누적 결과와 section 결과 각각에 대하여 Fig. 6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광주시의 분석결과에서도 허용 도보거리 증가에 따른 추정 성공률의 상승 및 추정 정확도의 하락 패턴이 서울시의 경우와 유

사하게 나타난다. Fig. 6의 왼쪽 그래프에서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의 추정 정확도가 낮은 것은 2.2.3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오차가 –1인 경우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Fig. 6의 오른쪽 section 분석결과 그래프의 추정 성공률 부분이다.

오차를 2개 허용하는 경우에는 특이점 없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이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 도보거리가

500m 이전 구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버스 정류장간 거리가 대략 500m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오

차가 –1인 경우에 추정 결과가 집중되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균적 정류장간 거리인 500m 이후부터는 안

정적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Fig. 7에 두 도시의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추정 성공률에서의 차별적 특징 보다는 보다는 추정

정확도에 있어서 차이가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500m 이하에서의 결과의

Table 6. Result of estimation rate and matching accuracy by allowable walking distance (Seoul).

Allowable waking distance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700m 800m 900m 1,000m

Estimation Rate 51.8% 72.4% 79.5% 82.4% 84.1% 85.3% 86.2% 86.8% 87.3% 87.6%

Section - Estimation Rate 51.8% 42.8% 25.5% 14.4% 9.8% 7.4% 5.9% 4.8% 3.3% 2.7%

Matching Accuracy 57.3% 56.5% 55.9% 55.5% 55.2% 54.9% 54.7% 54.5% 54.3% 54.2%

Section - Matching Accuracy 57.3% 54.3% 50.3% 44.9% 38.0% 34.7% 31.8% 29.8% 25.0% 21.8%

Matching Accuracy 

to allow 2 errors
94.9% 94.9% 94.7% 94.5% 94.3% 94.2% 94.0% 93.9% 93.7% 93.6%

Section - Accuracy 

to allow 2 errors
94.9% 94.8% 92.9% 89.8% 84.9% 81.4% 78.5% 75.6% 68.4% 61.2%

Fig. 5. Estimation rate and matching accuracy by allowable walking distanc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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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추정 정확도와 추정 성공률은 트레이드오프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정 성공률 또는 정확도의 허용

치를 분석가가 설정하여 그에 맞도록 허용 도보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추정 성공률을 85% 이상

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600m를 허용 도보거리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추정 정확도는 94.2%가 된다. 다만, 제시된 수치는

실적에 의한 통계적 수치이므로 절대적 수치가 아닌 기댓값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추정 정확도를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에는 누적 정확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간별 정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추정되는

모든 샘플의 추정 정확도의 기댓값을 90% 이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면 400m 보다 작은 허용 도보거리에 의하여 추정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하차정류장을 추정함에 있어 허용 도보거리의 적용은 각 지역별 특성과 분석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Table 7의 추정 결과는 서울시 4,614,149건, 광주시 959,578건의 교통카드데이터 건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

대비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광주시 각각 1일, 1주일의 교통카드데이터로 분석된 결과이므로 요일,

계절의 변동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여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500m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하여 복수

개의 허용 도보거리 대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Results of estimation rate and matching accuracy by allowable walking distance (Gwangju).

Allowable waking distance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700m 800m 900m 1,000m

Estimation Rate 62.3% 70.2% 74.6% 77.1% 78.7% 79.6% 80.4% 80.9% 81.2% 81.6%

Section - Estimation Rate 62.3% 21.1% 14.5% 9.8% 7.0% 4.5% 3.7% 2.5% 1.8% 1.7%

Matching Accuracy 34.0% 33.6% 33.7% 33.6% 33.8% 33.7% 33.6% 33.5% 33.4% 33.4%

Section - Matching Accuracy 34.0% 30.5% 35.6% 30.9% 40.2% 29.3% 21.4% 18.5% 18.5% 14.8%

Matching Accuracy 

to allow 2 errors
95.6% 95.4% 95.2% 95.0% 94.8% 94.6% 94.4% 94.2% 94.1% 94.0%

Section - Accuracy 

to allow 2 errors
95.6% 93.6% 92.4% 88.2% 85.9% 79.9% 72.8% 65.4% 63.6% 54.0%

Fig. 6. Estimation rate and matching accuracy by allowable walking distance (Gwangju).

Fig. 7. Comparison of estimation results by allowable walking distance between two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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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의 흐름 및 데이터 활용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부문에서도 데이터 중심적 통행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도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한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 이후 하차 정보

가 포함된 대량의 교통카드데이터가 생성되어, 정책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수도권 외의 지

역에서도 교통카드 이용률 확대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가 충분히 생성되고 있지만 하차 정보의 부재에 따라 승차인원 확인 정

도의 간단한 목적 외에 활용성이 낮은 실정이며,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카드데이터의 경우 2015년 12월 ‘대중교통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국가에서 종합하여 수집·관리하고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외의 하차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도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교통카드데이터의 활용성 향상 및 의미 있는 정보 생성을 위하여 교통 데이터로서 중요한 정보인 하차 정류장을

추정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Munizaga와 Palma[6]의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 정류장

추정 방법론의 기본 가정 하에, 실제 대중교통 운영에 적용성이 용이하도록 Munizaga와 Palma[6]가 제시한 일반화 시간을 일

반화 거리로 수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론을 서울시와 광주시의 교통카드데이터에 적용하여 추정 결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추정 성공률과 추정 정확도를 지표로 검증하였다. 추정 성공률은 서울시, 광주시 각각 78.2%, 81.6%로 나타났다. 추

정 정확도는 각각 54.2%, 33.4%로 나타났는데, 정확도의 판정 기준을 2개 정류장 오차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서울

시 93.6%, 광주시 94.0%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평균 정류장간 거리가 439m임을 감안하면 정류장

2개의 평균 거리는 878m 이내가 된다. 이는 1km 이상인 도시철도 평균 역간거리 보다 작은 수치로, 개별 정류장 조정 등 일부

미시적 분석 외의 버스노선 신설, 조정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운영계획에 유의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지역적 특성 비교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비해 광주시에서 사전태그 형태 등에 따라 서울시와 오차의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방법론의 적용에 앞서 하차 태그 행태나 교통카드 시스템의 특성 및 대중교통 이용

행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통행사슬방법의 핵심 가정의 하나인 허용 도보거리와 하차 추정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허용 도보거리 조

정에 따른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 도보거리가 증가됨에 따라 추정 성공률은 높아지는 반면

추정 정확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추정 성공률 및 정확도 모두 허용 도보거리에 따른 명확한 고점 또는 저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최적이 값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500m를 전후하여 변화의 양상이 발견되므로,

500m를 기준으로 하여 방법론의 허용 도보거리를 가감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

한 통행사슬방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의 제시를 위하여 향후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한 실험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행사슬 기반의 하차 정류장 추정 방법론은 통행사슬이 구성되지 않는 통행의 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약 20% 내외로 이러

한 통행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향후 이러한 통행의 하차 정류장 추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허용 도보거리에 대

한 보다 고차원적인 분석을 통하여 허용 도보거리의 최적 값을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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