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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방법에 따른 TOD 계획요소 중요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Importance of TOD Planning Factors according to 

Decision Mak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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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요

구되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2004년 실시된 지선

및 간선 개편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 타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 및 연계체계강화, 다양한 신교통수단의 도입, 역세권 중

심의 도시개발 및 정비, 각종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 등 다

각적인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

교통중심의 도시 및 교통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분담

률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 이용률 제

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이슈를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대중교통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의 대

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역세권에 대한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정책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책적

평가방법을 통해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역세권의 수준을 평

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낸다면, 앞서 언급한 대중교통이

용률 증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적용 가능할 것이

다. 다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성적인 설문

조사(Expert Survey, FGI Interview)를 중심으로 한 지표 및

가중치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평가지표의 정량화방안과

가중치 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평가지표 산정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분석(ANP)을 많

이 활용하고 있으나, 측정지표 및 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상관분석과 정성적 상관분석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적용하고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이를1 바탕으로 TOD기반 역세권 계획2에 있어

서 그 동안 형성되어온 역세권 환경의 현실적3 특성4과 계

획적 특성5에 대한 중요도 차이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역

세권 환경을 고려한 역세권의 TOD기반 정비계획이 어떠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urban station influence areas and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uch characteristics in planning, by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ransit-oriented devel-

opment (TOD) plann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In terms of the methodology for the assess-

ment, this study gives in-depth discussions over the validity of assessment methods that utilize quantitative data and those

that rely on qualitative surveys of experts. Based on such discussions, the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of the actual char-

acteristics of station influence areas (quantitative) and the characteristics in planning identified by experts (qualitative),

thereby suggesting implications for the orient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station influence areas.

Keywords : AHP, Transit-Oriented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Expert survey, Network Analysis

초 록 본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을 영향을 미치는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도시철도 역세권 환경

의 실제적 특성과 계획적 특성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평가 방법론적 의미로서 정량

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 설문조사에 기초한 평가방법의 타당성과에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조성된 역세권 환경(정량적)의 현실적 특성과 전문가 관점(정성적)

의 계획적 특성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향후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의사결정방법, 대중교통지향형개발, 비교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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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소 간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계층분석법(AHP)과 요소 간 상호적 영

향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네트워크분석법(ANP)으로 구분접근 필요함.
2서울시 역세권별 TOD 계획요소 데이터를 활용한 변수의 상관관계 분

석을 토대로 다중공선성을 활용한 간접효과 고려방안임.
3TOD기반 역세권 계획요소에 대한 전문가(FGI, Expert Survey) 관점에

서의 변수의 상관관계를 질문하는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임.
4서울시 역세권 212개(1∼8호선)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환경특성(밀도, 복

합도, 디자인, 접근성)을 통한 전수개념의 분석결과에 근거함.  
5TOD 기반의 역세권 정비를 위한 전문가 관점에서의 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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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TOD기반 역세권 환경에 정량적 자료를 활용

하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구역에 있는 지하철역 중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총 212개(환승역 포함)6 지하철역을 연

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비교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TOD평가 및 의사결정방법과 관련한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의 방

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역세권별로 통합적 TOD 계획요소

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적으로 평가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셋째, 수집된 정량자료

의 변수를 TOD 계획요소의 변수 간 상관성 분석을 위해

TOD 기반 역세권 환경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만을 활용한

상관분석과 전문가 FGI를 통한 TOD계획 관점의 정성적인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TOD 계

획요소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도를 작성하고 앞서 언급

한 각 대안별(정량적 상관, 정성적 상관관계 고려여부)로 가

중치를 도출한다. 다섯째, 의사결정방법별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도출한 후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검토

2.1 TOD 계획요소에 대한 이론고찰

TOD 계획요소와 관련한 해외의 대표적 연구로서 Cevero

(2008)는 밀도(Density), 다양성 (Diversity), 디자인(Design)

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3차원적 형태로 인식되는 3D요

소로 정의하였고 이는 거리(Distance) 및 목적지와의 접근성

(Destination Accessibility)을 제고한 5D의 형태로 발전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TOD의 교통 중심적 관점

에서 도시와 교통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밀도(Density)는 철도역의 합리적인 도보 거리 내의 이용

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거주자, 근로자, 소비자 확보

를 위해 계획적 해결이 필요한 양적요소이고, 다양성·복합

성(Diversity) 은 토지이용의 혼합, 건물의 종류, 그리고 지

역 내에서의 다양한 순환방법에 대한 기능적 요소이다. 또

한 디자인(Design)은 장소만들기로서 물리적 요소, 공간배치

그리고 보행, 자전거 또는 대중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는

도시설계 특성(Place & Node)을 말하고, 거리(Distance)와

접근성(Destination Accessibility)은 입지적 요소로서 대중교

통체계로의 접근성, TOD개발을 통한 상업/업무, 주거지역 또

는 기타 목적지와의 연계체계를 의미한다.

2.2 TOD 평가 관련 연구검토

교통 및 도시분야에서 평가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평가에 활용되는 자료의 속성이

객관성을 지니는 정량적 자료와 이용자, 전문가의 의견에 따

르는 정성적 자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또

한, 평가체계 개발 방법 측면에서 변수의 독립성을 전제하

는 계층적 의사결정법(AHP)과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 간 상

관성을 고려하는 네트워크 의사결정법(ANP) 간 차이에 대

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에서 정

병두, 박용진(2002)는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타당성 조사

분석,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우선순위 결정 등에 있어 간결

하고 일반화가 가능한 AHP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지능형 교

통체계(ITS)의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가중치 변

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의 검증을 통해 일반적 방법론으

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우(2004)

는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실질적 ITS 서비스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AHP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과극대화

를 위해 ANP를 활용한 우선순위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

히 AHP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의견이 반

영되었다는 점에서 ANP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안설화(2008)는 물류관리체계 관련 연구에서 물류비를 낮

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3자 물류 공급자 (3PL: Third-

party Logistics providers)를 선정하는 기준의 중요도를

Fussy AHP와 Fuzzy AN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실제 공

급자 선정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AHP의 결과가 가장 실

제 결과와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김태호, 박제진, 강정규(2009)는 보행자 서비스 질(POS:

pedestrian Quality of service)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 기존

도로용량편람(KHCM)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환경성의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ANP 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기존 도로용량편람을 통

해 도출된 보행자 서비스 수준과의 차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도시분야에서 김홍배, 이창우(2009)는 지역 간 인구이동 예

측모형 개발에 있어 AHP와 ANP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

인구이동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였는데, AHP에 ANP의 분

석을 함께 고려하는 결합모형7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자훈, 신예철, 이소민(2011)은 디자인서울 거리의 가로

특성유형별 평가체계 개발에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가로환

경에 대해 정량, 정성적인 요소의 통합적 평가를 위해 AHP

와 ANP의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

7이태희, 김홍재(1997)의 연구에서 AHP와 ANP의 결합을 통한 합리적

예측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AHP 과정에서는 거시적 측면에

서의 예측방법이 적합하고, ANP 과정에서는 선택된 예측방법에 속하

는 구체적인 지표의 결합가중치를 구하는 것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

이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보완자료 : Lawrence. M.J, Edmundson.

R.H. and O’Connor, M. J. (1986)).

6개봉역, 구일역, 도봉산역, 독산역, 복정역, 석수역 등은 500m의 행정

구역이 일부 경기도가 포함되어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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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 평가체계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재은(2011)

은 역세권 평가항목을 도시개발부문8과 교통인프라부문9으

로 구분하고 ANP를 활용하여 TOD 개발을 위한 역세권 평

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는 정

량적 상관분석을 통해 구조도를 작성하였고, 분석결과 도시

개발부문(0.68)이 중요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결과를 토대

로 서울시 247개 역세권을 분석하여 역세권 유형별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박성해 외(2011)는 토지이용, 교통체계, 기

반시설, 환경에너지10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Fussy ANP를

활용하여 TOD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정성적 상관분석을 통해

구조도를 작성하였고 분석결과 교통체계(0.37), 환경에너지

(0.25)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검증을 위해 24개 역세

권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잠실역의 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3 연구의 착안점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이 2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OD평가지표와 관련된 박재은

외(2011), 박성해 외(2011)의 연구는 TOD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및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회성

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외 선행연구 및 효과분

석 연구를 검토하고, 대중교통이용수요(RTR: Railway Transit

Ridership)에 유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량적 변수(Sung, Shin

and Kim, 2012)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TOD 통

합적 계획요소를 토대로 실제 조성된 역세권 환경(정량적)

의 현실적 특성과 전문가 관점(정성적)의 계획적 특성의 중

요도 분석을 통해 향후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착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가지수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정성적 평가

지표는 중요도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의 상황적 환

경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11이 크고 응답자 경험의 한계에 따

라 답변이 고르지 않게 나올 위험이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최신 연구인 박성

해 외(2011)의 전문가 설문만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

제 역세권의 수준과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는 중요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종로 및 중

구의 도심지역의 역세권은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고 언급

하면서, 그 이유를 낮은 용적률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실제 도심 역세권의 순개발밀도는 약 1,000%에 가까운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어 평가와 실제 현황은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요도 분석과정에서의 변수 간 관

계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량적 상관분석과

전문가 관점에 근거한 정성적 상관분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중치 산정을 위한

구조도를 작성시 의사결정방법별로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환경에 대한 실제와 계획과의 차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변수의 선정 및 상관성 분석

3.1 변수의 선정 및 자료수집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정하였으며, 서울시

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인구주택센서

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

이면서, 서구의 대도시와 달리 개발밀도가 매우 높다(Sung

& Oh, 2011)는 특징이 있다. 둘째, 2011년 현재 9개의 도

시철도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철도역수는 293개역, 총

연장 317km에 달하는 조밀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반경 500m 이내 권역은 2011

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8%, 반경 1000m 이내일 경

우에는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역 세

력권에서 하천과 임야 등 비시가지 용도를 제외한다면 그 비

율은 보다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서울은 철

도 중심의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

울시는 버스와 철도의 거리기반 통합요금제, 무료환승제, 실

시간 대중교통 운행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버스와 철도의

연계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고밀개발과 양호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갖추

고 있는 서울시계 안에 포함되는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TOD 계획요소 중요도 평가에 필요한 변수는 Sung, Shin

& Kim(2012)에서 제시된 TOD 계획요소 중 대중교통이용

수요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차 선정한 후 전문

가50명(도시계획 및 설계전문가 20인, 교통계획 및 공학전

문가 20인, 공무원 및 실무자 10인)을 대상으로 실제적 적

용 가능한 요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Density(개발밀도: 주거, 상업, 업무, 기타), Diversity(토지이

용복합도(LUM): 주거-비주거, 용도별 복합도), Accessibility

(접근성: 지하철역비율, 버스정류장비율, 지하철출입구수),

Design(도시설계특성: 도로면적비율, 교차로비율)를 선정하

였다.

 8도시개발부문은 토지유형별 연상면적, 개발밀도, 평균지가, 상업업무중심기능여부, 개발예정지구 유무, 인근뉴타운 유무를 사용함.
 9교통인프라부문은 버스(노선수, 정류장수, 장/단거리노선비율, 배차간격, 운영시간), 도시철도(배차간격, 환승역사, 역사위치, 역사면적, 역간거리, 출

입구수), 공통(대중교통이용자수, 접근거리, 주차면수, 환승유형), 녹색교통(자전거면수, 보행접근성)을 활용하였음.
10세부 지표는 토지이용(주거/상업업무밀도, 용적률 등), 교통체계(보행자, 자전거도로, 환승 및 대중교통체계), 기반시설(공원녹지면적, 환승주차장면

적, 문화여가시/커뮤니티시설면적), 환경에너지(탄소, 질소, 미세먼지 발생량, 친환경인증건축물)으로 구성됨.
11Tversky(1982), Weidermann(1985), Massam(1988), Lai(1989), Cropmton(1986), Chin(1989) 등의 연구에서는 인간은 비교적 규칙적인 차량과는 달

리 보행자 개인의 심리, 목적,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동일 지역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경험하는 편차는 상당하여 평가

지표의 전이성(Transferability)이 부족하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자료: 이수일, 이승재, 손혁준, 김태호(2010), 이인성, 김진옥(1998)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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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대한 분석자료는 기존 자료와 구득이 가능한 (1)

서울시 교통카드자료(2007년~2010년), BMS자료(2010년),

(2) 역세권 주변 지적, 과세, 건축물대장 자료(2010년, 서울

시 전산자료 활용), (3) GIS를 활용한 도시설계자료(2010년,

서울시 전산자료 활용) (4) 한국교통연구원이 구축하고 있

는 국가교통 DB의 교통시설물 자료 등을 GIS에 입력하여

500m의 Buffer로 수집 재정리하였다. 버퍼 내 개발밀도, 토

지이용 다양성,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계량화하여 분석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개발밀도 지표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도시화된 면적 대비

과세대장 상의 연상면적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순 개발밀도

로 정의된다. 토지이용 용도는 과세대장의 용도분류(39개)를

주거, 상업, 업무, 공공, 여가, 기타의 6개로 재분류하여 그

중 도시용도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도에 대한 개발밀

도(순 개발밀도)를 산출하였고 전문가 FGI를 거쳐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한 주거, 상업, 업무, 기타의 4개로 분류하여 재

정리하였다.

토지이용 다양성에 관한 지표는 LUM(Land Use Mix) 지

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지수는 Frank & Pivo(1994)

가 GIS 기반 토지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것(Cerin et

al., 2007)으로, 0~1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1에 가까울수

록 토지이용의 복합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토

지이용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자주 적용되어왔

다(예: Frank et al., 2005; Sung et al., 2007; Cerin et al.,

2007; Sung & Choo, 2011). 그러나 이 용도는 용도별 복합

비율만을 제시할 뿐 용도의 세부적인 복합수준, 즉 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비판(Krizek, 2003; Cerin et al,

2007)받아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Brown et al., 2009) 접근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LUM

지수를 다양한 용도별 혼합으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

Table 1 Detailed attribute data

Category Calculation of Date

Density

dev_Res

  (Floor areas by use in the buffer (km2))/

(Lot areas by use in the buffer (km2))×100

dev_com

dev_Off

dev_etc

Diversity

lum_r/nr

pi = Land use, i = Area ratio, 

n = Number of use

lum_all

Accessibility

dRail
(No.of subway stations in the buffer)/

(Buffer size (km2))

dBus
(No.of bus stops in the buffer )/

(Buffer size (km2))

rail_exit No. of subway station entrances

Urbandesign

dRoad
(Roads in the buffer (km2))/

(Areas in the buffer  (km2))

dCross
(No.of crossroads in the buffer)/

(Areas in the buffer  (km2))

p
i

p
i

( )ln

n( )ln
------------------

i 1=

n

∑–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mong TOD planning factors

구 분 Density diversity
Accessi

bility

Urban

-design
dev_res dev_com dev_off dev_etc lum_r/nr lum_all drail dbus rail_exit dRoad dCross

Density 1 △ ★* △ △ ★** ★** ★** ★* △ ○* △ △ △

Diversity △ 1 △ ★* ★* △ △ △ ★** ★** ○*

Accessibility ★* △ 1 △ ○* ○* ★** ★** ★* ○*

Urbandesign ★* 1 ○* ★** ★**

dev_res △ ★* △ 1 △ △ ★* △

dev_com ★** △ ○* △ 1 ★* ★** △ △ ★* △

dev_off ★** △ ○* △ ★* 1 ★** ○* △ ★* △ △ △

dev_etc ★** △ ★** ★** 1 ○* △

lum_r/nr ★* ★** △ ○* ○* 1 ○**

lum_all △ ★** ○* ★* △ △ △ ★** 1 ○*

drail ○* ★** ★* ★* 1 ★*

dbus △ ★** ★* 1 △ ○*

rail_exit ★* △ 1

dRoad △ ★* ★** △ ○* ○* 1 ★**

dCross △ ○* △ ★** △ △ △ ★** 1

Note 1)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oth sides), Correlation coefficient *0.4 - 0.7, ** Over 0.7 (density, complexity, accessibility and design

were converted into factor scores by factorial analysis.)

Note 2) ○ =Correlation coefficient over 0.4,  △ = Selected by 70+% of experts, ● =Correlation coefficient over 0.4 and selected by 70+% of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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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토지이용의 복합용도를 4개용도, 2개용도(주거:비주

거)로 분류하여 용도별 복합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를 세분화하였고 버퍼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접근성과 도시

설계특성은 Sung, Shin & Kim(2012)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적인 대중교통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전

문가 대부분이 동의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정하

였다. 접근성은 지하철역비율, 버스정류장비율, 지하철출입

구수로 선정하였고, 도시설계특성은 보행, 자전거의 변수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면적비율, 교차로비율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방법 및 틀 설정

3.2.1 변수 간 정량적 상관분석

우선 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복성, 상관

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FGI의 한계

는 전문가들의 특정 관점에 치우칠 수 있어 보편타당성을 확

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 값이

0.4이상인 경우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쌍

방향 영향경로를 설정하였다. 

3.2.2 변수 간 정성적 상관분석

정성적 상관분석은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 간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행렬에 상관관계

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표기하여 70%이상이 동일하게

대답한 결과를 변수 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

영향경로를 작성하였다(Fig. 1 참조).

3.2.3 네트워크 구상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을 구현할 수 있는

Super Decisions 16.0을 이용하여 평가 네트워크를 Fig. 1과

같이 구상하였다.

그림에서 직선표시의 화살표는 클러스터(밀도, 다양성, 접

근성, 디자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루프 표시의

화살표는 각 평가항목(변수)별로 내부종속성을 가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4.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 비교분석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와 ANP를 사

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ANP는 AHP에 비해 적게는

3~5배 이상 많은 설문내용으로 인해 조사단계에서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최대한 설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2012년 3월 5일~4월 6일까지 약 한달 간 TOD

와 관련한 전문가 100인(도시전문가40인, 교통전문가40인, 공

무원20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병행

하여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그 중 93부를 회수하였으며

일관성 검증(CI)을 통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한 설문부수는

79부로 제한하였다.

4.1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방법별

로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AHP 분석결과, 밀도 0.323,

접근성 0.267, 다양성 0.227, 디자인 0.183으로 나타났다. 또

한, ANP에서의 정량, 정성적 상관분석에 의한 결과를 비교

해보면, ANP(정량)에서는 복합도 0.485, 접근성 0.297, 밀도

0.130, 디자인 0.088순으로 나타났고, ANP(정성)에서는 접

근성 0.609, 복합도 0.209, 밀도 0.159, 디자인 0.023으로 나

타났다.

AHP에서는 ‘밀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된 반면,

ANP에서는 ‘다양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

다. 이러한 차이는 계획요소 간 발생한 내·외부 종속성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독립성을 전제한 결과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요도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NP(정량)에서는 ‘밀도’와 ‘접근성’의 평가지표 데이터가

내외부적 종속성으로 인해 ‘복합도’의 중요도를 높이는 작

용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밀도’와 ‘접근성’ 모두

의 영향을 받는 요소로서 복합도(0.485)가 가장 중요하게 도

출된 것이다. 반면, ANP(정성)에서는 역세권 계획에서의 가

장 중요한 요소로 ‘접근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접근성(0.609) 즉, 대중교통서비스체계가 역세권 계

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석할 수 있다.

4.2 TOD 계획요소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

TOD 계획요소 평가지표의 전체 중요도 분석결과, AHP에

서는 주거/비주거복합도(lum_r/nr) 0.154, 지하철역비율(dRail)

0.153, 도로율(dRoad) 0.120, 업무밀도Dev_off) 0.117, 상업

밀도(Dev_com) 0.103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ANP(정량)는 6개 용도에 대한 전체 복합도(lum_all) 0.246,

주거/비주거복합도(Lum_r/nr) 0.239, 지하철역 비율(dRail)

0.165, 버스정류장비율(dBus) 0.131, 업무밀도(Dev_Off) 0.0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ANP(정성)에서는 접근성인 버스정Fig. 1 Network structure to analyze importance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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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비율(dBus) 0.273, 지하철역비율(dRail) 0.236으로 나타

났다. 특히 버스정류장비율(dBus), 지하철출입구수(rail-exit)

의 경우는 변동이 심한 계획요소로서 접근성의 경우 상당부

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역세

권 환경의 현실적 특성과 계획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말

해주는 결과이다. 

객관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에서 독립적으로

계획요소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밀도, 접근성, 복

합도 순으로 중요하게 도출되었고 지표에 있어서도 일반적

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거/비주거 비율, 지하철서

비스, 도로면적비율, 업무/상업밀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계획요소 간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한다면 복

합도, 접근성, 밀도의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나 접근성을 중

심으로 밀도와 복합도의 순위가 바뀌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고, 지표에 있어서도 전체복합도, 주거/비주거 복합도, 지하

철/버스서비스가 중요하게 나타나 접근체계의 중요성에 대

한 부분을 일부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밀도의 중요도가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일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among TOD planning factors

Type Classification AHP ANP(Quantitative) ANP(Qualitative)

Density 0.323 (1) 0.130 (3) 0.159 (3)

Diversity 0.227 (3) 0.485 (1) 0.209 (2)

Accessibility 0.267 (2) 0.297 (2) 0.609 (1)

Design 0.183 (4) 0.088 (4) 0.023 (4)

Table 4 Result of the importance analysis of planning factor assessment indicators

Type Classification AHP ANP(Quantitative) ANP(Qualitative)

Density

dev_Res 0.045 (10) 0.027 (7) 0.020 (8)

dev_com 0.103 (5) 0.024 (8) 0.037 (7)

dev_Off 0.117 (4) 0.071 (5) 0.089 (6)

dev_etc 0.058 (9) 0.009 (10) 0.013 (10)

Diversity

lum_r/nr 0.154 (1) 0.239 (2) 0.097 (5)

lum_all 0.074 (7) 0.246 (1) 0.112 (3)

Accessibility

dRail 0.153 (2) 0.165 (3) 0.236 (2)

dBus 0.032 (11) 0.131 (4) 0.273 (1)

rail_exit 0.081 (6) 0.002 (11) 0.100 (4)

Urbandesign

dRoad 0.120 (3) 0.067 (6) 0.016 (9)

dCross 0.063 (8) 0.021 (9) 0.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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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복합도의 중요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제까지의 역세권 개발 및 정비의 실제적 특성이 밀

도와 복합도를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

고 다양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역세권의 현실적 특성은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 및 각 정

비사업계획에서 규모, 용량을 다루는 토지이용 및 밀도에 대

한 부분을 중심으로 역세권 고밀개발 및 정비계획을 추진해

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서비스, 가로망체계,

다양한 시설제공 등에 대해 실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대

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미진하였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앞으

로 TOD기반의 역세권을 개발/정비하면서 대중교통체계의 정

비와 함께 다양한 용도복합을 통해 역세권 이용수요를 증가

시키고, 주택공급을 통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가 담긴 결과라 하겠다.

3. 결 론

본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을 영향을 미치는 TOD 계획요

소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도시철도 역세권 환경의 실제적 특

성과 계획적 특성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

구이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객관적 자료 확보 및 구축의 어

려움으로 인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평가지표 간 상관성에 대한 논의로 AHP와 ANP

의 의미적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의 형태로 대부분이 진행되

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평가 방법론적 의미로서 정량적 데

이터를 활용하는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전문가들에 의한 정

성적 설문조사에 기초한 평가방법의 타당성과에 세부적인 논

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조성된 역세권 환경(정량

적)의 현실적 특성과 전문가 관점(정성적)의 계획적 특성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향후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간 상관성 고려 여부에 따라 AHP와 ANP

와의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에서는 ‘밀

도(0.323)’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된 반면, ANP에서는

‘다양성’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는 평가

지표 간 상호작용에 의해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역

세권 평가체계 개발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평가지표 간 정량적 상관분석과 정성적 상관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P

(정량)에서는 ‘복합도(0.485)’가 가장 중요 한 요소로 도출된

반면, ANP(정성)에서는 ‘접근성(0.609)’이 가장 중요한 요소

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NP(정량)의 경우, ‘밀도’와

‘접근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밀도와 접근성의 속성을 동

시에 포함하는 복합도의 중요도를 높이는 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고, 정성의 경우 전문가적 관점에서 접근성을 확

보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가 역세권 계획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 및 함의를

지닌다. 정량적 분석결과에 의한 역세권의 현실적 특성은 이

제까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각 정비사업계획에서 규모, 용량

을 다루는 토지이용 및 밀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을 지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가로망체계, 다양한 용도의 시설제공 등에 대해 중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대중교통체계 및 서비스와 연계한

계획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미진하

였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적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TOD기반의 역세권

을 개발/정비에 있어서 대중교통체계정비와 서비스 수준 향

상 그리고 다양한 용도복합과 주택공급을 통한 직주근접의

실현을 통해 역세권 이용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계획적,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TOD 계획요소가 아닌 실

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TOD 계획요

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평

가방법론 차원에서 그 상관성, 정량/정성에 대한 논의를 구

체적으로 접근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세권 환경에 대한 실제적 수준 및

특성과 전문가들에 의한 계획적 특성 및 의지의 차이를 통

해 역세권 계획 및 정책평가체계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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