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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카드 자료를 이용한 지역 간 교통 

서비스 평가 방안

5)

신성일, 이창주 조용찬

I. 서론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 면 인 교통 개편을 단행하 다. 이를 

계기로 앙버스차로제, 통합거리비례요 제, 지간선 노선체계를 비롯한 버

스 공 제와 같은 신 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통합거리비례요 제와 

무료 환승제가 도입되었다. 한, 이러한 통합거리비례요 제와 무료 환승

제도는 기존의 있어왔던 요 지불수단을 신하는 획기 인 지불수단을 필

요로 하 고, 이에 개인의 통행  환승 정보를 포함하는 스마트카드라는 

교통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등장한 교통 카드시스템으로 개개인의 

통행, 환승 정보  이용 수단의 정보를 악할 수 있는 등 기존엔 불가능하

던 교통 이용자의 통행 특성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러한 변화  효과로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통합 교통망 차원의 

교통 수단 간 서비스 평가 뿐 만 아니라 지역 간 서비스 평가도 가능하

리라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 카드 이용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간 교

통 서비스 평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통 

서비스 평가 방안은 크게 교통 서비스 평가를 한 지표  모형 제안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구체 으로는 지역 간 교통 평가를 해 통행

시간, 통행요 , 환승횟수, 기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별  지역 서비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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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표를 제안하며, 둘째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지하철 행태 모형과 지리

정보체계 연계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 구축 방법의 개략 인 

방법론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Ⅱ. 교통 카드 자료

1. 자료의 특성

교통 개편과 함께 도입된 교통 카드는 그 이용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람이 직  조사하는 방식에 비해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교통 카드의 이용은 1년 365일 24시간 수도권 어느 지

역에서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별, 일별, 요일별, 계 별 등  시간  

  지역에 걸친 자료습득이 가능하며,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비

용면에서도 렴하다.

재 차 교통카드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향후 수조사에 가까

운 자료의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지역 간/기  간 교통카드 정보

의 통일화 작업을 통해 국 단  교통 이용패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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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용

정확성 수집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증

경제성 조사비용의 획기  감

지역성 모든 시간   범 한 지역에 걸친 자료 취득 가능

단축성 실시간 자료구축 는 자료취득 시간의 단축

활용성 통행목  악을 한 자료의 활용가능성 증

확장성 방 한 자료 수집 가능  향후 정보 확장 가능

안 성 안 사고  돌발 상황 방

범용성 다양한 목 으로의 교통카드 사용 가능
자료: 교통정책수립을 한 교통카드자료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6 

<표 1> 교통카드이용자료 활용방안의 장  

2. 자료의 내용

1) 교통 카드 자료 수록 정보

교통 카드 자료는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개별 정보는 <표 2>

와 같다.

수록 정보 내용

1 D/**/암호화ID 개인 정보 암호화

2 일일카드번호 일별 최  사용 시 해당카드에 부여되는 번호

3 카드종류 카드회사별 번호로 분류

4 출발시간 사용자가 승차 시 단말기에 카드를 한 시각

5 트랜잭션ID 환승을 구분하기 한 ID

6 수단 지하철과 버스유형별 부여된 ID

7 환승횟수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한 횟수

8 버스노선ID 버스노선별로 부여되는 ID[지하철 해당사항 없음]

9 교통사업자ID 사업자별로 부여 ID, 지하철은 호선정보 수록

10 버스차량ID 버스 차량별로 부여되는 ID[지하철 해당사항 없음]

11 사용자구분코드 등학생, 청소년, 일반인을 구분하는 코드

12 운행출발일시 버스가 종 에서 운행을 출발한 시각[지하철 해당사항 없음]

13 승차정류장ID 승차한 정류장에 부여된 ID

14 도착일시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를 한 시각

15 하차정류장ID 하차한 정류장에 부여된 ID

16 이용객수 하나의 카드로 지불한 이용객 수

17 승차 액 승차 시 지불된 액

18 하차 액 하차 시 지불된 추가요

<표 2> 교통 카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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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산출방법

통행

요소

정류장별 이용승객 정류장별 승차인원  하차인원 수

노선별, 수단별, 이용승객 노선별, 수단별 승차인원  하차인원 수

승객유형별 이용횟수 승객유형별 승차인원  하차인원

차량1 당 운송실 총 승차인원/차량 수

차량별 평균재차인원 구간별 재차인원의 합/구간수

1인당 평균 통행시간 승차시간과 하차시간의 차이의 평균

1인당 평균 통행거리 승차지역과 하차지역간 거리의 평균

1인당 평균 통행횟수 총통행수/이용자수

수단별 평균이용시간 각 수단별 평균이용시간

혼잡율 재승차인원+승차인원-하차인원

운임

수입

1인당 평균 요 지불요 의 평균

차량한 당 운임수입 운임수입의 합

노선별 운임수입 노선별 총 운임수입

환승

평균 환승 횟수 통행수의 합/총 이용자수

평균 환승소요시간 이  수단 하차시간과 환승한 수단의 승차시간 차이의 평균

평균 환승이용요 환승이 발생한 경우의 총 지불요 의 평균

기종

통행량
기종 통행량 승차  하차지역의 통행

자료: 교통정책수립을 한 교통카드자료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6

<표 5> 수집 가능한 교통 지표

2) 교통 카드 자료의 

교통 카드 자료의 내용과 실제 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13 7 20061029134848 004 115 0 41110004 111001900 111742047 01 20061029123113 0008419 20061029135705 0007768 1 800 0

13 7 20061029141042 004 115 1 11110035 111002900 111749773 01 20061029133633 0007769 20061029145245 0009528 1 0 200

13 7 20061029191243 005 120 0 11110315 111008500 111749761 01 20061029185209 0009606 20061029192129 0009373 1 800 0

13 7 2006102919330 005 115 1 11410002 111009030 111749687 01 20061029172143 0013262 20061029201000 0008408 1 0 200

<표 3> 교통 카드 자료 

ID 수단 승차정류장 승차시각 하차정류장 도착시각 승차요 하차요

13 간선버스 답십리 삼거리 오후 1:48:48 신설동역 오후 1:57:05 800원 0원

환승 13 간선버스 신설동역 오후 2:10:42 명지  사거리 오후 2:52:45 0원 200원

13 지선버스(800) 명지 오후 7:12:43 모래내 시장 오후 7:21:29 800원 0원

환승 13 간선버스 모래내시장 오후 7:33:09 답십리 삼거리 오후 8:10:00 0원 200원

<표 4> 교통 카드 자료 내용

3) 수집 가능한 교통 지표

교통 카드로부터 수집 가능한 교통 지표는 <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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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용

정확성 정류장 기반 O/D 구축 가능, 수화 가능

경제성 RF카드에 의한 간 조사로 구축 가능

활용성 분석가 주 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O/D 구축 가능

확장성 교통 카드 보 에 따른 국 단  O/D 구축 가능

신뢰성 첨단 기술의 카드리더기를 통한 자료 구축 가능

<표 6> 교통 카드자료의 O/D 특성

<그림 2> 지하철 역간 O/D

3. 교통 카드 자료를 활용한 O/D 구축

교통 카드 자료를 활용하면 수화된 O/D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시간 별, 요일별, 월별, 연도별 등에 따른 O/D  첨두시간, 비첨두시간, 

평일, 주말, 휴일 등 다양한 시간  목 에 맞는 O/D의 생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가구통행실태 조사를 통한 O/D 구축은 직  조사에 따른 인력 



116 교통 기술과 정책, 제5권 제1호, 2008년 3월

 비용의 문제, 수화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에 따른 문제, 설문 조사가 

지니고 있는 태생  문제,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 의 조사에 따른 문제 등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정확성에 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고 

활용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통 카

드 자료를 통해 O/D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동 기반의 O/D 보다 정

확하고 경제 인 O/D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 그 활용에 있어서도 교통카드에 입력되는 다양한 정도로 인해 분석

자의 주 에 따라 수단별 O/D, 특정 지역이나 노선의 O/D, 개인 특성의 

O/D 등 다양한 형태의 수화된 O/D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Ⅲ. 교통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본 장에서는 교통 서비스 평가를 해 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와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서비스 평가  분석을 한 교통 서비스 평

가 모형에 한 방법론을 제안하도록 한다.

1. 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 구축 

본 연구의 주된 심사인 교통 카드 자료를 이용한 지역 간 서비스 평

가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서비스 평가를 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교통 카드로부터 수집 가능한 지표  재 활용 가능한 지표를 제안하도

록 한다. 한, 범지역 으로 사용 가능한 지 지 (point-to- point ; 

노드, 역)의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를 제안함과 동시에, 지역 지역

(area-to-area ; 동, 구, 특정지역)의 지역 서비스 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출 가능 지표

교통 카드로부터 수집 가능한 지표  본 연구에서 지역 간 교통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한 지표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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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표 지표산출 비고

평균 통행시간 ○ 교통카드

평균 통행속도 ○ 정류장 치자료  교통카드

총 환승횟수 ○ 교통카드

평균 환승시간 ○ 교통카드

승용차 비 통행시간 △ 승용차 통행시간 고려

평균 승차요 ○ 교통카드

혼잡도 △ 수화 자료로써 개별차량 탑승인원 고려 가능

정류장 근시간 △ 교통 이동성 지표 활용 

지역 간 통행특성 ○ 정류장 치자료  교통카드

 ○: 재 도출 가능, △: 향후 도출 가능

<표 7> 도출/미 도출된 서비스 평가 지표 

2) 표식

본 연구의 지표의 모형화를 해 사용한 표식은 다음과 같다.

 : 이용 수단

 : 이용 노선

 : 이용 노선상의 환승 지

 
 : m수단을 이용한 i지 에서 j지 까지의 통행 속도

 
 : m수단을 이용한 i지 에서 j지 까지의 통행 시간

 
 : m수단을 이용한 i지 에서 j지 까지의 통행 거리

  
 : i지 에서 j지 까지의 n노선상의 k지 에서의 승차시간

  
 : i지 에서 j지 까지의 n노선상의 k지 에서의 하차시간

 
 : i지 에서 j지 까지의 n노선상의 총 환승 시간

  : i지 에서 j지 까지의 모든 노선상의 총 환승 시간

  : i지 에서 j지 까지의 모든 노선상의 평균 환승 시간

  : i지 에서 j지 까지의 통행 표본수

 
 : m수단을 이용한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통행 속도

 
 : m수단을 이용한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통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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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수단을 이용한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통행 거리

  :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모든 노선상의 총 환승 시간

  :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모든 노선상의 평균 환승 시간

  : I지역에서 J지역까지의 통행 표본수

3)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 

본 연구에서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  교통 카드로부터 직 으로 

도출가능하지 못하는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에 한 산출식을 제안하도록 

한다.

<그림 3> 지역 간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

(1) 평균 통행속도

본 연구에서 용할 지표  평균 통행속도 산출을 한 수식은 식(1)과 

같다.

 
  



 


(1)

개별 서비스 평가를 한 평균 통행속도는 각 수단 별 이동시간과 정류장

(버스, 지하철) 좌표 혹은 기존 정류장 간 거리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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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역 간 지역 서비스 평가 지표

(2) 환승 시간

본 연구에서 용할 지표  총 환승 시간  평균 환승 시간 산출을 

한 수식은 식(2), 식(3), 식(4)와 같다.

 
 



  
   

  (2)

  


 
 (3)

  

 
(4)

총 환승 시간은 두 지 ( )을 운행하는 교통의 노선() 상에 있는 

환승 지 ()에서의 승차 시간( 
 )과 하차 시간( 

 )의 차이와 이들 

두 지 을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환승 시간을 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 평균 환승 시간은 총 환승 시간을 교통 카드로부터 얻어진 두 

지  간 표본수( )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

4) 지역 서비스 평가 지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간 서비스 평가 지표는 지역의 근성과 이동

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근성, 형평성  이

동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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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 통행속도

지역 간 교통 서비스 평가를 해 지역 단 의 교통 평균 통행속

도를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   ∈ ∈ (5)

지역 간 평균통행속도는 두 지역 간(I, J)을 이동하는 모든 노선의 총 이

동 시간과 총 이동 거리(정류장 간 거리)를 통해 도출 가능하다.

(2) 환승 시간

지역 서비스 평가 지표  총 환승 시간과 평균 환승 시간 산출을 한 

수식은 식(6), 식(7)과 같다.

  




   ∀   ∈ ∈ (6)

   

 
 ∀   ∈ ∈ (7)

총 환승 시간은 지  간 개별 총 환승 시간의 합으로 구해지며, 평균 환

승 시간은 두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표본수(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2.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 구축

본 에서는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 구축을 한 방

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은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지하철 행태 모형, 지리정보체계 연계를 바탕으로 

경로기반 통행배정 모형이나 유사통행경로 모형을 결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통 카드 자료는 사용자의 통행 경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교통 기술과 정책, 제5권 제1호, 2008년 3월 121

를 통해 지 까지의 링크 기반의 수요 측 모형이 아닌 경로 기반 통행 배

정 모형, 유사 통행 경로 모형을 통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수요 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와 GIS의 연계를 통해 구축된 통합 네트워

크상에 지하철 행태 모형  경로기반 통행배정 모형, 유사통행경로 모형을 

통해 측된 수요로 기존 노선이나 정류장, 향후 도입 노선의 평가와 분석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5>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 구축 방안

1)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구축

교통 카드 자료로 지역 간 교통 서비스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교통 분석 시 이용되었던 행정동 기반의 O/D와 네트워크는 여

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에 정류장 치 좌표와 교통 노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류장 기반 교통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한 방법

론을 제안하도록 한다.

(1) 구축방법론

교통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을 한 네트워크는 자료의 특성상 버스

와 지하철만을 상으로 하며, 이에 한 구축 과정은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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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구축 방법

기존 버스  지하철 정류장의 좌표는 경 도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를 거리계산이 가능한 TM(Transverse Mercator) 좌표로 변환할 필요성

이 있다. TM좌표로 변환된 정류장 좌표로 노드를 구축하고 로그래  기

법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링크와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끝으로 이 게 구성

된 네트워크상에 교통 노선자료를 활용하여 교통 경로를 구축하도

록 한다.

<그림 7> 버스  지하철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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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 링크  환승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통 서비스 평가를 한 네트워크 구축 방법의 

핵심은 로그래  기법을 통한 가상 링크  환승 체계 구축에 있다고 하

겠다. 컴퓨터 로그래  언어를 이용하여 버스  지하철 정류장 좌표를 

이용한 각 정류장 간 가상 링크를 구성할 수 있다. 한, 이 게 구성된 노

드와 가상 링크를 기반으로 수단 간 환승이 이루어지는 정류장  일정거리

( , 500m) 이내의 정류장을 환승 가능 지역으로 표 하여 가상 환승 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개념 으로 도시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가상 링크  환승 체계 

2) 지하철 행태 모형

교통 카드 이용 자료는 지하철 이용 자료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지하

철 통행  발생하는 이용 경로  지하철 내부 환승에 한 자료는 획득하

기 어렵다. 따라서 지하철 내부 환승과 이용 경로에 한 자료를 얻기 해

서는 가상의 경로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9> 지하철 통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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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행태 모형에 한 개략 인 방법론을 <그림 10>과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한다. 

<그림 10> 지하철 행태 모형 구축 방법

지하철 경로 구축을 한 지하철 행태 모형은 SP(Stated Preference) 

조사를 통한 일반화 비용  이를 통한 유사 경로 결정, Logit 모형을 활용

한 경로 통행 배정 모형을 토 로 구성된다.

3)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버스  지하철 정류장으로 구축된 노드와 가상 링크, 가상 환승 체계를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연계하여 

로그래  언어를 통한 교통 서비스 평가 방안을 구축한다. 

GIS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이용이나 지역별 인구수와 같은 다양한 사회․

경제  지표를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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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도권 통합요 제 실시 후 달라진 통행자들의 패턴의 분석이 시각 으

로 용이해지고 통행 행태의 원인을 사회․경제  지표를 통해 단할 수가 

있다. 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2차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1> 교통 카드자료와 GIS의 연계 

  

Ⅳ. 결론 

본 연구는 교통 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간 교통 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먼  범지역 으

로 활용 가능한 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를 제안하 고,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서비스 분석  평가를 한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 다.

교통 서비스 평가 지표는 개별 서비스 평가 지표와 지역 서비스 평가 

지표로 구분하여 제안하 으며, 교통 서비스 평가 모형 구축을 해서 

정류장 기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지하철 형태 모형 구축 방안, 지리정보체

계 활용 방안을 제안하 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서비스 평가와 분석 모형

에 한 개략 인 방안만을 제안했지만, 이를 구체 으로 실행하게 되면 지

까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통 서비스의 분석  평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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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교통 카드 자료의 국 단  

수화와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승용차  택시의 구체 인 통행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활용한 국 통합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서비스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단된다. 끝으로 이러한 국  수화 

자료를 최 한 활용하여 교통을 포함한 국  교통체계 분석  평가

를 해서는 향후 국가  차원의 수요 측 모형 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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