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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 지표 개발

Development of Intermodal Connectivity Index for High-Speed Rail

김병관*·하오근·신현주·김현구·왕연대

Byung-Kwan Kim·Oh-Keun Ha·Hyun-Ju Shin·Hyoun-Ku Kim·Yeon-Dae Wa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철도, 도로, 항공 등 각 수단들은 서로를 경쟁수단으로 인

식해 오고 있으나 하나의 목적통행은 다양한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짐으로 국가의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위해서는 수단간

연계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승용차를 제외한

친환경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철도 및 대중교통은 통행의

완결성 부족으로 인해 수단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고

려가 필수적이다. 철도의 수단경쟁력을 높여왔고 향후 더 높

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은 고속철도라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고속철도 관련시설 중 고속철도역은 다양한 수

단이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으로서 수단간 연

계 교통망차원의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고속철도역은 환승센터의 일부로 평가되어 왔고 내

부이동시설, 환승편의시설, 시설배치기준 등 내부 환승시설

의 용량 및 서비스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연계 교통망 차

원에서의 연계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항목의 주관적 가중치에 의해서 평가

가 이루어져왔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성적·평면적으로

다뤄왔던 고속철도역의 연계교통망 평가를 정량적·입체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수단 교통망차원의 새로운 연계

성 분석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역사내

시설의 용량분석 기반의 평가 방안을 대체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연계교통망 차원의 종합적이

고 객관화된 고속철도역의 연계성 분석기법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

여 고속철도역의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 평가를

Abstract Recently, the building of an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wide sustainable transport system. In the case of rail and public transport, an intermodal con-

necting improvement policy is essential due to the lack of trip completeness. In particular, high-speed rail has brought dra-

matic changes to th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idea of high-speed rail stations as major transportation nodes

to be linked to various travel modes needs to be analyzed in terms of an intermodal network. Thus, this study proposes a

new connectivity analysis method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evaluate intermodal connecting performance for high-

speed rail in terms of an intermodal network around high-speed rail stations. Seoul, Busan, Ulsan, and Sin-gyeongju stations

were designated for a range of spatial analyses;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exes of travel modes connecting high-

speed rail stations, and the influence sphere of these stations are analyzed, except for internal transfer facilitie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 connectivity analysis method that appli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develops a connectiv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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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교통정책으로 대두되고

있고 철도 및 대중교통은 통행의 완결성 부족으로 인해 수단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는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고속철도역은 다양한 수단이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으로 수단간 연계교통망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의 연계교통

망 차원에서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의 연계기능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연계성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서울역, 부산역, 울산역, 신경주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고 고속철도 역사내의 내부환승

시설을 제외한 고속철도역과 영향권내 기·종점간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수단의 세부 연계기능 지표를 조사·분

석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계성 분석 기법을 제시하고 연계성 지표를 개발

하였다.

주요어 : 고속철도, 연계교통망, 연계성지표, 연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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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계성 지표(Connectivity Index)를 개발하고 적용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고속철도역 중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이 완료된 경부고속선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이용자가 많

고 비교적 연계기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역, 부산역

그리고 연계기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울산역, 신경주역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고속철도 역사내 내부환승시설을 제

외한 고속철도역과 그 영향권간의 연계교통수단의 공급 및

연속성, 교통정보제공을 고려한 연계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

를 이용하여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Fig. 1 Range of content for this study

여기서, 영향권이란 분석 대상역을 기준으로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발생하는 KTDB[1] 존 체계의 행정구역별 교통존 모

두를 포함하였고 영향권 선정을 위한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의 여객철도 이용객 통행행태 조사분석 연구[2]를 참고하였

다.

Fig. 2 Selection of target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

구의 수행과정은 고속철도역을 기준으로 영향권내 기·종점

에 대한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의 연계성 분석기법을 제

시하고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계성 지표를 산정하여 실

제 적용 및 분석,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연계성 지표 산정을 위한 핵심 모형으로 구조방정식 모

형을 적용하였는데 구조방정식은 ①구성개념 간 상호 영향

력 분석이 가능, ②구성개념이 연계성 지표(CI)에 미치는 영

향력을 통계적으로 파악이 가능, ③세부 연계기능 지표(관

측변수)가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가중치 산정

이 가능, ④다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연계성 지표 등 가상의

잠재변수를 생성 및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러

한 이유에서 분석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2. 기존 연구 고찰

2.1 연계성 분석 관련 연구

교통 및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연계와 연계성에 대하여 유

사하지만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연계에 대하여 Kim(2010)외 다수

의 연구자 [3-6]들은 환승센터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철도, 항

공,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자전거 등)간의 상호 연결

또는 연속을 나타내는 상태라 정의하였고 MOCT(2004)의 연

구 [7]는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사용

자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을 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

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특히, MLTM(2011)의 철도설계기준

[8]에서는 인프라(시설, 수단)와 운영측면을 함께 고려하였

는데 여객과 화물이 임의의 기·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

/노선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를 단절 없이 이용 가능한 상태

라 정의하였다.

연계성과 관련하여서는 Kim [9]은 연계성을 전체 안에서

공간성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엮어진 개별공간들만의 연결

구조의 배치형태라 정의 하였고 Shin [10]은 어떤 한 대상

이나 또는 둘 이상의 내적인 구성요소들끼리 또는 어떤 외

적 연결체를 통하여 상호 관계를 맺고 하나의 구성체처럼 작

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 정의하였다.

연계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

행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교통분야의 연구는 철도보다는 주

로 도로 부문의 연계성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철

도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의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과 관련한 Kim(2009)외

다수의 연구 [11-15]에서 연계 및 환승시스템에 대한 평가

방법론이 연구되었으나 용량편람과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용

량을 재산정하고 이러한 용량분석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지

Fig. 3 Proces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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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각 서비스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

가 설문(AHP)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계교통망 차원이 아닌

환승센터의 내부 환승시설을 위주로 서비스 평가가 수행되

었다.

Park(2010a)의 복합수단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연계성 평

가 모형 연구 [16]는 연계성 평가의 최소 단위를 대중교통

정류장으로 하여 정류장을 서비스하는 노선들의 연계강도의

합으로 정류장 연계성 지수를 산정하고 해당지역의 정류장

연계성 지수의 합으로 지역 연계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연

구에서는 정류장 연계성을 대중교통 수송용량, 통행속도, 노

선연장 3가지 요소만을 고려하고 3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

요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Park(2010b)의 도로 네트워크의 노드 연계성 산정에 관한

연구 [17]는 특정 노드가 평가의 대상이 되며 네트워크 연

계성은 네트워크 내의 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정

의하였다. 노드의 유출·입 연계성 지수를 산정한 후 산정

된 유출·입 연계성 지수의 평균값을 노드의 연계성 지수

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소규모 가상 도로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철도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Park(2010c)의 교통물류거점의 네트워크 연계성 개선효과

분석방법론 연구 [18]는 공급연계성과 체감연계성을 산출하

고 연계성 감소율(δ)을 산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연계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급 연계성과 체감 연계성의 변화

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연계성 지수의 값 자체에 대한 기준치는 설정하

지 못하였다.

도로부문과 관련하여 Kim(2012)의 네트워크 지수를 활용

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전략 연구 [19]는 네트워크 지수를

전국간선망에서의 해당시설(예로 고속도로IC)의 간선기능 평

가를 의미하는 교통시설의 중요도와 해당시설 영향권 내 등

급별 항만, 철도역, 산업단지, 중요 관광지의 수를 의미하는

네트워크의 연계강도의 부합성으로 정의하였다. 중요도와 연

계강도를 상중하 3개의 범위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매

트릭스 매칭을 통하여 지수화하였다. 

Kang(2011)의 네트워킹 기반의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기

초연구 [20]는 네트워킹을 서로 다른 기·종점 간을 연결하

는 선택 가능한 경로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도로망을 뜻

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이라 정의 내리고 물리적 연계, 교통

정보 공유, 주행조건 균형의 3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네

트워킹 구성 요소별 세부 연계기능에 대한 산정 지표를 조

사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네트워킹 지수를 구성

하는 산정지표들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환승센터와 같이 교통 결절점(Node)의 내

부 환승시설의 평가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이용자의 교통망 차원에서의 평가연구가 미비하였다. 둘

째, 정량적인 평가지표의 도출 및 평가체계가 미비하였다. 셋

째, 평가지표의 주간적 가중치 도출을 통한 중요도 산정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지표를 활용한 실제 적용이 미비하였

다. 넷째, 가상의 모의 교통망에 대하여 링크와 연결된 노

드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제 자료를 적용한 연

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의 연계기능을 분석하고 기존

의 정성적 분석과 용량분석 기반의 평가 방안을 대체 보완

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계성 평가 대

상은 고속철도역과 같은 노드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

 Table 1 Comparison with AMOS and SmartPLS

 Classification  AMOS  SmartPLS

 Purpose

Optimization of structural model

Maximization of covariance matrix compatibility

Theory verification & relationship describtion

Residual minimization that occur in the estimation process 

of model

Maximize the predictive performance

 Assumed 

distribution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Not assumed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 normally 

distributed error term

 Parameter 

estimation

· Parameter Estimation on the assumption joint distribution 

of each variable between is the multivariate normal distri-

bution

· Mismatch minimization of the prediction matrix and the 

observation matrix

· Nonparametric estimation by performing repeated regres-

sion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Repeat procedure of multi-step using OLS method

 Sample size Relatively large size Large sample, small sample all possible

 Analyzable model Recursive model & non-recursive model Only recursive model

 Analysis indicators
Reflective model

Structural model

Reflective model

Formative model

 Observed variables Two or more observed variables for each factor One observed variable is also available for each factor

 Statistical 

verification

Goodness-of-fitness and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dels, path coefficients, various verification

Verification by using the bootstrap

Minimization of the model estimation error (min R2)

Source : Bacon L. D. [21], Kim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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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노드와 연결된 전체 노드에 대한 연계성을 평가 하

였지만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과 영향권내의 각 개별 기·종

점 쌍의 연계성을 평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2 구조방정식 모형 검토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체계적

으로 모형화하는 다변량 분석 방법론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과 경로분석이 결합된 형태이며 모형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을 통해 모형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이다. 일

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

설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

식 모형을 세부 연계기능 지표와 연계성 지표간 인과관계와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로 AMOS,

Lisrel, EQS, SmartPLS 등 10여 가지 이상이 개발되어 있다.

그 중 AMOS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독일

Hamburg 대학에서 개발된 SmartPLS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

다. AMOS와 SmartPLS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

고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가정이 덜하고 단일항목이 잠재요

인을 이루는 모형 분석이 가능하며 모형 추정의 오차를 최

소화하는 SmartPL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 지표 개발

3.1 본 연구의 연계성 개념 정립

연계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면 연계성은 서로 다른 수

단을 이용할 때 마치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연결

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고 고속철도(고속철도역)와 버스,

도시철도, 승용차, 택시 등 연계교통수단이 하나의 수단을 이

용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①연계교통수단

의 공급, ②연계교통수단의 연속성, ③연계교통정보 제공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상기 세 가지 요소 중 ①연계교통수단의 공급, ②연계교

통수단의 연속성은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

던 연계기능 요소이고 ③연계교통정보는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교통정보의 제공 및 정확성을 고려한 요소로

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통행자 측면을 고려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을 고속

철도역과 연계되는 교통수단의 공급, 고속철도역과 연계되

는 교통수단의 연속성, 고속철도역과 연계되는 교통수단의

교통정보 제공을 통하여 고속철도역과 영향권 내 교통존간

의 상호연결성의 정도라 정의하였다. 여기서, 연계교통수단

의 공급은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의 공급을 통해 고

속철도역과 통행의 기·종점간 충분한 연계교통의 제공 정

도를 말하며 연계교통수단의 연속성은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교통수단 사이의 시간, 거리의 연결 강도 및 환승 특성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연계교통정보 제공은 고속철도와 연계

되는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계기능이 좋아진다면 결국 고속철도의 수단분담율이 증가

할 것이며 연계교통수단의 공급과 연결이 충분히 이루어 짐

으로 통행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다수단 통행경로가 존재

하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승용차와 동일한 통행시

간 또는 일반화 통행비용이 소요되는 상태(다수단 사용자균

형, Multimodal User Equilibrium)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러

한 개념을 정리하면 Fig. 4와 같다.

Fig. 4 Components of connectivity

연계성 지표는 이러한 3가지 연계기능 요소와 하위의 세

부 연계기능 지표에 따른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척도라 할 수 있고 연계성 지표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연계기능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3.2 연계성 분석 방법론 및 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연계기능 요소별 세부 연계기능 지표를 이

용하여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연계성 지표(Connectivity Index)를 도출하였

다. 연계성 지표 산정을 위한 분석 방법론은 연계성을 나타

내는 유의한 세부 연계기능 지표를 선정하고 세부 연계기능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연계성 지표에 대한 모형을 도출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connectivity indexes and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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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통수단 공급, 연계교통수단 연속성, 연계교통정보 제

공의 3가지 연계기능 요소에 대한 세부 연계기능 지표와 연

계성의 관계는 Fig. 5와 같이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역(서울·부산·울산·신경주역)과 그 영향권간

의 연계교통수단 공급, 연계교통수단 연속성, 교통정보제공

에 대한 세부 연계기능 지표 조사를 현장조사, 인터넷조사,

문헌조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개별지표의 산정기준에 따

른 정량화된 수치를 DB로 구축하였고 자료수(n)는 145개이

다.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중치

를 도출하여 분석 대상역과 주변 영향권간의 연계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영향권의 설정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철도 이용

객 통행행태 조사분석 연구(2012)’에서 조사된 고속철도역

이용실태 자료를 기초로 분석 대상역을 이용하여 고속철도

통행이 발생한 교통존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계성 지표를 이용하여 연계기능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분

석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지표의 지수화(0~1)가 필요하고 연

계기능 요소가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연계기능에 영향을 미

쳐야만 한다. 따라서 비율변수와 이산형변수(0, 1)가 아닌 세

부 연계기능 지표는 0~1의 값을 갖고 연계기능에 양(+)의 영

향을 갖도록 Table 2와 같이 표준화하였다.

3.3 연계성 지표 모형 구축

구축된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

여 연계성 지표 산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세부 연계기능 지표(관측변수)와 연계성 지표(내생

잠재변수)간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 및 적합도를 확인하여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서울역과 부산역은 대도시지역에 위

치하고 있어 도시철도가 고속철도역을 직접 연결하는 연계

수단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울산역과 신경주역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연결되고 있는 도시철도 공급이 없는 실

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형을 도

시철도특성을 반영한 모형 1과 도시철도특성을 미반영한 모

형 2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하여 세부 연계기능 지표와 연계성 지표의 관

Table 2 Indexation and direction setting of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  Effect on connectivity index Indexation and direction setting

 Transportation supply  Supply increasing → Connectivity (+)

i
n/Max(in),

in =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 i’s nth data

 Continuity of transportation
 Connection impedance (time · distance) increasing 

→ Connectivity reducing (−)

1-i
n/Max(in),

Num. of transfer = 1-0.25×Num. of transfer

 Transportation information
 Providing information → 

Connectivity improving (+)
 All in is discrete variable or rate variable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riable selection for model 1

Latent variables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Variable

Factor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Logical validity

Cronbachs α
Load 

factor
C.R. AVE Sign

Path 

coefficient
C.R. Sign

Bus supply (A)
# of bus lines a1

0.993
0.995 613.134

0.993
○

0.084 2.322 ○
# of bus pass a2 0.996 856.098 ○

Urban rail supply (B)

# of urban rail station b1

0.962

0.935 61.177

0.930

○

0.200 2.994 ○# of urban rail lines b2 0.986 387.031 ○

# of urban rail pass b3 0.968 160.519 ○

Taxi supply (C) # of taxi registration c1 1.000 1.000 - 1.000 ○ 0.013 2.375 ○

Connecting impedance 

(J)

# of transfers j1

0.843

0.791 24.640

0.682

○

0.669 8.933 ○
Transfer time j2 0.914 56.181 ○

Transfer distance j3 0.687 10.561 ○

Transfer discount j5 0.886 21.828 ○

Transportation info. 

(O)
Info. accuracy o3 1.000 1.000 - 1.000 ○ 0.136 2.672 ○

CI
KTX modal split ci1

0.609
0.755 12.504

0.668
○

- - -
Travel time difference ci2 0.868 2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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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요인분석과정을 통해서 세부 연계기능 지표(관측변수)와 연

계기능 요소, 연계성 지표(잠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유

의한 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하여 요인 신뢰성(factor reliability), 세부 연계기능

지표에 대한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잠재변수에 대

한 법칙 타당성(logical validity), 잠재변수간의 판별 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 선택된 변수

에 대한 모형 1, 2의 분석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모형 1의 결과에서 요인신뢰성은 모든 Cronbachs α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났고 집중타당성 검증도 모든 세부기능 지

표의 요인부하량이 0.5이상이고 AVE가 0.5이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요인부하량과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모두

C.R.(t-value)값이 1.965이상으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였다[23]. 법칙타당성 검증은 모든 경로계수의 부호가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유의성을 확인했다[24]. 마지막으

로 판별타당성 검증에서 잠재변수들 각각의 AVE값과 두 잠

재변수의 상관계수 제곱을 비교하여 AVE값이 상관계수 제

곱보다 작은 결과를 보여 유의함을 확인하였다[25]. 

모형 2의 결과에서 요인신뢰성은 연계교통정보의 Cronbachs

α가 0.550으로 0.6보다는 적으나 0.6에 근접하여 크게 문제

가 없다고 보았다. 집중타당성 검증에서 도착정보 정확도의

요인부하량이 0.158로 0.5 미만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정보 정

확도는 연계교통정보의 중요한 세부기능 지표로 구성개념에

서 꼭 필요한 항목이라 판단되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요인

부하량과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모두 C.R.값이 1.965 이상으

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법칙타당성 검증의 부호

검토와 판별타당성 검증도 이상이 없었다.

모형 1, 2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Fig. 6, 7과 같

고 본 연구에서는 PLS 모형을 적용하였기에 구조모형의 적

합도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R2를 검토하였다[26].

모형 1의 경우 연계성 지표 값 1.000을 기준으로 표준화

계수로 가중치를 산정하면 버스공급(A)=0.076, 도시철도공

급(B)=0.181, 택시공급(C)=0.012, 연계저항(J)=0.607, 연계교

통정보(O)=0.123의 비율로 구성되고 그 하위 변수들과의 관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riable selection for model 2

Latent variables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Variable

Factor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Logical validity

Cronbachs α
Load 

factor
C.R. AVE Sign

Path 

coefficient
C.R. Sign

Bus supply (A)
# of bus lines a1

0.992
0.995 517.713

0.992
○

0.165 3.007 ○
# of bus pass a2 0.996 629.923 ○

Taxi supply (C) # of taxi registration c1 1.000 1.000 - 1.000 ○ 0.008 2.136 ○

Connecting 

impedance (J)

Transfer times j1

0.811

0.793 21.067

0.639

○

0.508 6.470 ○
Transfer time j2 0.798 23.493 ○

Transfer distance j3 0.692 10.893 ○

Transfer discount j5 0.902 53.893 ○

Connecting

facilities arrangement 

(K)

Bus stop arr. k1

0.894

0.939 63.375

0.763

○

0.010 2.037 ○
Parking lot arr. k3 0.781 19.195 ○

Taxi stop arr. k4 0.796 22.047 ○

Park & ride arr. k5 0.951 69.179 ○

Transportation info. 

(O)

Line info. o2

0.550

0.889 15.926

0.581

○

0.319 2.390 ○Info. accuracy o3 0.158 2.186 ○

Comprehensive info. o5 0.952 39.583 ○

CI
KTX modal split ci1

0.636
0.815 28.960

0.730
○

- - -
Travel time difference ci2 0.890 64.993 ○

Fig. 6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odel 1 (R2 =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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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식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치를 산정하여 연계성 지표에 대

한 비율을 산정하였다. 모형 2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고

연계성 지표 산정식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특

히, 연계저항의 가중치가 0.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이용자들이 고속철도역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 교통

수단간 환승특성의 중요성이 높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고속철도역으로 이동시 연계교통수단간의 환승 용이성

과 편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CI(모형 1) = 0.076×A+0.181×B+0.012×C+0.607×J+0.123×0+ε

CI(모형 2) = 0.163×A+0.008×C+0.503×J+0.010×K+0.316×0+ε

4. 모형 적용 및 활용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연계성 분석에 유효한 세부

연계기능 지표를 선정하고 세부 연계기능 지표가 연계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즉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를 이용하여 연계성 지표(CI : Connectivity Index) 모형을

개발하였고 CI값이 1에 가까울수록 고속철도역으로의 연계

성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도시철도가 공급되는 고속철도역을 대상으로 고속철

도와 연계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형 1을

적용하였다. 모형 1은 도시철도가 연계된 고속철도역의 연

계성을 비교·평가하고 연계성 평가에 도시철도특성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급이 이루어지는 서울역과 부산역에 모형 1을

적용하면 서울역의 평균 연계성 지표(0.767)가 부산역(0.6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역이 버스공급(A=0.034), 도시철도

공급(B=0.105), 택시공급(C=0.004), 연계교통정보(O=0.100)

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즉 서울역이 부산역 보다는 버스,

도시철도, 택시의 공급수준과 연계교통정보제공이 조금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서울역이 부산역보다 연

계교통정보의 연계기능이 우수한 이유는 서울역의 연계수단

도착정보 정확도가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역(J=

0.537)이 서울역(J=0.524) 보다는 연계저항, 즉 환승횟수, 환

승거리, 환승시간의 환승저항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역과 서울역의 영향권별 세부 연계기능 지표 산정 결과

를 분석하여 부산역은 버스공급, 도시철도공급, 택시공급, 연

계교통정보의 세부 연계기능 지표 중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

향권에 대하여 개선하고 서울역은 연계저항의 세부 연계기

Fig. 7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odel 2 (R2 = 0.767)

Table 5 Weight calculation results for the connectivity index (model 1: reflects characteristics of urban rail)

CI Bus supply Urban rail supply Taxi supply
Connecting 

impedance

Transportation 

info.

Bus supply (A) 0.076 a1 0.038 b1 0.059 c1 0.012 j1 0.147 o3 0.123

Urban rail supply (B) 0.181 a2 0.038 b2 0.062 j2 0.169

Taxi supply (C) 0.012 b3 0.061 j3 0.127

Connecting impedance (J) 0.607 j5 0.164

Transportation info. (O) 0.123

Total 1.000 0.076 0.181 0.012 0.607 0.123

Table 6 Weight calculation results for the connectivity index (model 2 : does not reflect characteristics of urban rail)

CI Bus supply Taxi supply
Connecting 

impedance

Facilities 

arrangement 

Transportation 

info.

Bus supply (A) 0.163 a1 0.081 c1 0.008 j1 0.125 k1 0.003 o2 0.140

Taxi supply (C) 0.008 a2 0.082 j2 0.126 k3 0.002 o3 0.025

Connecting impedance (J) 0.503 j3 0.109 k4 0.002 o5 0.150

Facilities arrangement (K) 0.010 j5 0.142 k5 0.003

Transportation info. (O) 0.316

Total 1.000 0.163 0.008 0.503 0.0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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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지표 중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향권에 대하여 개선한다면

각 고속철도역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서울역의 경우, 영

향권 중에서도 서울 중구가 0.902로 가장 연계성 지표가 높

고 경기 이천시가 0.482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천

시의 경우 서울역의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 도

시철도노선이 없고 연계저항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도시철도가 공급되지 않는 고속철도역을 포함한 전

체 고속철도역을 대상으로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의 연

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 2를 적용하였다. 모형 2는 도

시철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고려하여 도시철도특성을 제

외하고 연계성을 비교·평가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서울역, 부산역, 울산역, 신경주역에 모형 2를 적용하면 서

울역의 평균 연계성 지표(0.8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

울역이 버스공급(A=0.072), 택시공급(C=0.003), 연계교통정

보(O=0.311)가 가장 양호하고 부산역은 연계저항(J=0.444)이

가장 양호하며 울산역이 연계시설배치(K=0.008)가 가장 양

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를 적용하였을 경우 서울역

의 영향권 중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0.942(중구 0.936)로 가

장 연계성 지표가 높고 경기 이천시가 0.627로 가장 낮은 결

과를 보였다. 부산역의 연계성 지표는 남구가 0.850(부산진

구 0.831)으로 가장 높고 거제시가 0.457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울산역은 울주군(0.483)이 가장 높고 울진군(0.158)이

가장 낮으며 신경주역은 경주시(0.625)가 가장 높고 상주시

(0.260)가 가장 낮았다. 모형 1의 경우처럼 각 고속철도역에

대하여 영향권의 세부 연계기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개

선을 한다면 전체적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모형 2를 적용한 서울역, 부산역, 울산역, 신경주역의 상·

하위 3개 영향권의 세부 연계기능 지표 분설결과는 Table 9

와 같다. 서울역-서대문구의 고속철도와 연계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다음으로는 서울

역-중구 순이었다. 서대문구는 중구보다 연계저항에서 우수

한 결과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환승거리(j3)가 우수한 결

과를 보였다. 하위 3개 영향권은 직접 연결되는 버스공급이

없고 이로 인해 환승에 따른 연계저항 지표도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Comparison of connectivity index calculation results (model 1)

Classification
Bus supply

(A=0.076)

Urban rail sup-

ply (B=0.181)

Taxi supply

(C=0.012)

Connecting 

impedance

 (J=0.607)

Transportation 

info.

(O=0.123)

CI

(1.000)

Seoul 

station

Average 0.034 0.105 0.004 0.524 0.100 0.767

Jung-gu (max) 0.076 0.168 0.000 0.558 0.100 0.902

Icheon-si (min) 0.000 0.000 0.001 0.381 0.100 0.482

Busan 

station

Average 0.015 0.040 0.003 0.537 0.096 0.691

Busanjin-gu (max) 0.023 0.053 0.004 0.564 0.096 0.740

Geoje-si (min) 0.000 0.000 0.001 0.186 0.096 0.283

Table 8 Comparison of connectivity index calculation results (model 2)

Classification
Bus supply

 (A=0.163)

Taxi supply

 (C=0.008)

Connecting 

impedance

 (J=0.503)

Facilities 

arrangement 

(K=0.010)

Transportation 

info.

(O=0.316)

CI

(1.000)

Seoul station

Average 0.072 0.003 0.433 0.001 0.311 0.819

Seodaemun-gu (max) 0.155 0.003 0.473 0.001 0.311 0.942

Icheon-si (min) 0.000 0.001 0.315 0.001 0.311 0.627

Busan station

Average 0.032 0.002 0.444 0.003 0.310 0.791

Nam-gu (max) 0.057 0.003 0.477 0.003 0.310 0.850

Geoje-si (min) 0.000 0.001 0.143 0.003 0.310 0.457

Ulsan Station

Average 0.009 0.002 0.401 0.008 0.022 0.441

Ulju-gun (max) 0.016 0.001 0.437 0.008 0.022 0.483

Uljin-gun (min) 0.000 0.000 0.128 0.007 0.022 0.158

Singyeongju sta-

tion 

Average 0.011 0.002 0.361 0.004 0.140 0.518

Gyeongju-si (max) 0.012 0.002 0.468 0.004 0.140 0.625

Sangju-si (min) 0.000 0.000 0.115 0.004 0.140 0.260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간 연계성 지표 개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7권 제1호(2014년 2월) 67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역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와 연계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계성 분석 방법론과 이를 이용한 연계성 지표를 개발하였

다. 연구에서는 기존 고속철도역의 내부환승시설에 대한 서

비스 평가에서 벗어나 고속철도와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연

계기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

은 연계교통정보의 영향을 고려하여 교통정보의 중요성을 파

악해 본데 의의가 있다. 물리적 연계성 이외에 연계교통정

보는 지금까지 연계기능의 평가에서 간과되고 있었던 통행

자 측면의 세부 연계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버스공급, 도시철도공급, 택시공

급, 연계저항, 연계시설배치, 연계교통정보의 세부 연계기능

지표에 따른 고속철도역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고 연계기

능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세부 연계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 예정인 고속철도역에 대해서 그

영향권에 대한 연계교통계획을 대상으로 연계기능을 평가하

고 목표수준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가와 개선은 모형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피드백(feedback)

작업을 거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다양한 평가방법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분석방법론에 제시된 프로세스는 기존에 환승센터의

내부환승시설 정비를 위해 적용되었던 용량분석 방법과는 다

른 관점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방법이 용량개선과 전

문가 설문의 주관적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방법론은 세

부 연계기능에 따른 연계성 개선과 정량적 가중치 분석에 중

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역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고속철도와 연

계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

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고 이를 위하여 서울역, 부

산역, 울산역, 신경주역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

졌다. 향후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서는 광범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를

통해 구축된 DB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 연계기능 지표에 대한 상호관계를 고려

하기 위하여 정량화 작업이 필요한데 향후 보다 합리적인 정

량화 방법에 대한 공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

통수단의 공급과 연결성이 좋더라도 이용자 수요가 없다면

시설물의 과잉 공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과 함께

수요를 고려한 연계성 지표의 개발도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 고속철도와 타 교

통수단간 연계성 지표 개발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2PRTD-

Table 9 Connectivity index for top and lower three spheres of influence after applying model 2

Classification

Top three spheres of influence Lower three spheres of influence

Seoul station- 

Seodaemun-gu

Seoul station- 

Jung-gu

Seoul station- 

Jongno-gu

Ulsan Station-

Chilgok-gun

Ulsan Station-

Yeongcheon-si

Ulsan Station-

Pohang-si

Bus supply

(A)

a1 0.080 0.081 0.080 0.000 0.000 0.000

a2 0.075 0.082 0.082 0.000 0.000 0.000

A 0.155 0.163 0.162 0.000 0.000 0.000

Taxi (C) c1 0.003 0.000 0.000 0.000 0.004 0.000

Connecting 

impedance

(J)

j1 0.125 0.125 0.125 0.063 0.063 0.063

j2 0.121 0.120 0.120 0.092 0.042 0.018

j3 0.084 0.073 0.067 0.000 0.035 0.048

j5 0.142 0.142 0.142 0.000 0.000 0.000

J 0.473 0.461 0.455 0.154 0.140 0.128

Connecting

facilities 

arrangement 

(K)

k1 0.000 0.000 0.000 0.002 0.002 0.002

k3 0.000 0.000 0.000 0.001 0.001 0.001

k4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k5 0.000 0.000 0.000 0.002 0.002 0.002

K 0.001 0.001 0.001 0.007 0.007 0.007

Transportation info.

(O)

o2 0.140 0.140 0.140 0.000 0.000 0.000

o3 0.020 0.020 0.020 0.022 0.022 0.022

o5 0.150 0.150 0.150 0.000 0.000 0.000

O 0.311 0.311 0.311 0.022 0.022 0.022

CI 0.942 0.936 0.929 0.184 0.17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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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연계 특성 변수

Classification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Var. Calculation & Quantification

Intermodal 

transportation 

supply

Bus supply
# of bus lines (num.) a1 # of bus lines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directly

Average # of passes (veh/h) a2 Avg. inverse of headway of bus lines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Urban rail 

supply

# of urban rail station (num.) b1 # of stations of urban rail lines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directly

# of urban rail lines (num.) b2 # of urban rail lines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directly

Average # of passes (train/h) b3 Avg. inverse of headway of urban rail lines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Taxi supply # of taxi registration (veh.) c1 # of taxi registrations in TAZ

Auto supply
# of auto registration (veh.) d1 # of auto registrations in TAZ

# of parking lots (Places) d2 # of transfer auto parking lots in KTX station

Bicycle supply
Bicycle road supply (ratio) e1 Bicycle road length/Bicycle path length connecting KTX station and TAZ

# of bicycle parking lots (num.) e2 # of bicycle parking lots in KTX station

Continuity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Connecting 

impedance

# of transfer (mum.) j1 Avg. transfer times of 3 optimal transit path between KTX station and TAZ

Transfer time (min.) j2 Avg. transfer time of 3 optimal transit path between KTX station and TAZ

Transfer distance (km) j3 Avg. transfer distance of 3 optimal transit path between KTX station and TAZ

Parking fee (won) j4 1 hour parking fee

Transfer discount (1,0) j5 Presence transfer discount using transit (presence : 1, absence : 0)

Connecting

facilities 

arrangement

Bus stop arr. (sec) k1 Travel time between bus stop & station entrance

Urban rail platform arr. (sec) k2 Travel time between urban rail platform & station entrance

Parking lots arr. (sec) k3 Travel time between transfer parking lots & station entrance

Taxi stop arr. (sec) k4 Travel time between taxi stop & station entrance

Park & ride arr. (sec) k5 Travel time between park-ride & station entrance

Bicycle parking lot arr. (sec) k6 Travel time between bicycle parking lots & station entrance

Stair-way 

length

Bus-station (m) l1 Stair-way length between bus stop & station entrance

Urban rail-station (m) l2 Stair-way length between urban rail platform & station entrance

Parking lots-station (m) l3 Stair-way length between transfer parking lots & station entrance

Taxi-station (m) l4 Stair-way length between taxi stop & station entrance

Bicycle-station (m) l5 Stair-way length between bicycle parking lots & station entrance

Park & ride-station (m) l6 Stair-way length between park- ride & station entrance

Auto-moving 

facilities 

installation 

rate

Bus-station (ratio) m1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bus stop & station

Urban rail-station (ratio) m2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urban rail platform & station

Parking lots-station (ratio) m3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parking lots & station

Taxi-station (ratio) m4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taxi stop & station

Bicycle-station (ratio) m5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bicycle parking lots & station

Park & ride-station (ratio) m6 Escalator install rate of up-down route between park-ride & station

Elevator installation rate (ratio) m7 Elevator install rate between the KTX platform & ground

Transfer 

environment

Bus-station (0, 1) n1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bus stop & station

Urban rail-station (0, 1) n2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urban rail platform & station

Parking lots-station (0, 1) n3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parking lots & station

Taxi-station (0, 1) n4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taxi stop & station

Bicycle-station (0, 1) n5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bicycle parking lots & station

Park & ride-station (0, 1) n6 Presence of indoor transfer between park-ride & station

Intermodal 

transportation 

inform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arrival info. (0, 1) o1 Presence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arrival and location info.

line info (0, 1) o2 Presence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lines info.

arrival info. accuracy (ratio) o3 Accuracy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arrival info.

Transportation info. center (0,1) o4 Presence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info. center in station

Comprehensive Info. (0,1) o5 Presence of info. devices for comprehensive intermodal transportation info.

Intermodal location info.(0,1) o6 Presence of intermodal transportation location info. in station

Parking 

information

Parking info. (0,1) p1 Presence of info. about available parking num.

Parking info. accuracy (ratio) p2 Accuracy of parking info.

Connectivity

KTX modal split ci1
KTX modal splint by zone to zone in influence range of Seoul, Singyeongju, 

Ulsan, Busan station (using KTDB major mode OD)

Travel time difference ci2
The difference between minimum travel time of public transport (bus, urban 

rail, bus+urban rail) and auto

Generalized travel cost difference ci3
The difference between minimum generalized travel cost of public transport 

(bus, urban rail, bus+urban rail) and auto (KDI KDI guidelines ap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