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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열차 승하차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Boarding and Alighting Times for Urban Railway Vehicles

김정태*·김무선·홍재성·조용현·김태식

Jungtai Kim·Moo Sun Kim·Jae Sung Hong·Yong Hyun Cho·Taesik Kim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주요 구간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출입

문의 폭은 1,300mm로 되어있다. 이는 승객의 표준 체형과

차량의 구조체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전동차 표

준사양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격은 40년 전 서울 지

하철 1호선이 개통 당시의 규격이어서, 현재의 승객의 체형

이 훨씬 커졌음을 고려할 때 출입문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도시철도의 표정속도를 증가시켜서 수송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는데[1-5] 출입문 폭을

확장한다면 승하차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6] 정차역

이 많은 국내 도시철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러나, 출입문 확장 시에는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개폐 동

작 시간, 창문 축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출입문을 적정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출입문 폭이 확장되었을 때 승하차시간 단축효과를

예상하여 적절한 규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승하차 인원 및 관련 여러 변수로부터 승하차시간을 예상

하기 위한 모델 정립에 관한 여러 연구가 국내외로 이루어

졌다. 기본적으로 승차 인원 및 하차 인원 수에 따라 승하

차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선

형 계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7]. 승하차 인원 외

에 승하차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재차 인원 즉 혼

잡도를 들 수 있는데, Lin[8]과 Lam[9]은 혼잡도에 대한 선

형 항을, Puong[10]은 비선형 항을 승하차시간 모델에 추가

하였다. 국내 도시철도에 대한 승하차시간 모델을 정립하는

연구도 있는데 Kim[11]은 Lin[8]의 모델을 바탕으로 서울시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 전체의 승하차 인원과 정차시간에 대

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선형 계수를 추정하였다. 다만 이 연

구에서는 개별 출입문에 대한 승하차시간과 차량의 혼잡도

는 고려되지 않았다. Oh[12]에서도 선형 데이터 모델에 기

초하여 서울시 혼잡 지하철에서의 1인당 승하차시간을 분석

하였는데 외국의 사례에서 제시한 값과 차이가 있으므로 국

내 모델의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승하차 인원이 많은 경우 줄지어서 연속으로 승차 및 하

차가 가능하여 1인당 승하차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Harris

[13]는 기존 선형모델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수모델

을 설립하였다. Parkinson[14]에서도 승하차 인원이 증가할

때 선형모델로 예측한 시간 보다는 단축된다는 점을 반영하

기 위해 인원의 제곱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시간이 단축되

도록 모델에 반영하였다.

정차시간 지연은 혼잡시간 대에서 승하차 인원이 많을 때

Abstract Variou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scheduled speeds of the urban railways.

Reducing the train dwell times by extending door widths is one such method. However, there is thus far no domestic model

of boarding and alighting that is appropriate to lead to boarding and alighting time reductions if the door width is extended.

Foreign models are not suitable because human behavior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when assessing boarding and alight-

ing time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is study, a boarding and alighting model for domestic urban railways is pro-

posed and related equations and parameters are derived from measured and experimental data. The model can be employed

to assess time reductions in Korean railroad system if the door widths are extended.

Keywords : Boarding and alighting time, Door width, Scheduled speed, Boarding and alighting model, Metropolitan railway

초 록 도시철도의 표정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데 출입문 폭 확장을 통한 정

차시간 단축은 이러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출입문 폭을 확장하였을 때 단축되는 승객 승하차시간을 예상

하기 위해 적합한 국내 모델과 수식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형편이다. 승하차 동작은 사람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국가 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하차시간에 대한 외국 모델을 따른 다는 것은 적합하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측정 및 실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세우고 관련

수식과 변수를 유도함으로써 출입문 폭 확장 시 승하차시간 단축효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승하차시간, 출입문 폭, 표정속도, 승하차 모델,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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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므로 국내 모델 설립에서도 이러한 지수형 모델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내 승객의 승하차 행동 방

식이 외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적합한 모델과 계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12].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호선 및 분당선

승하차시간 측정결과와 모의실험을 통해 승하차 인원과 출

입문 폭에 따른 승하차시간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

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 1절에서 정차시

간과 승하차시간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 다음, 2. 2절에서

는 기존 연구에 대하여 소개한다. 2. 3절에서는 실제 측정

결과에 따라 국내의 승하차시간 모델을 도출한 후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문 폭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요

소를 모델에 추가한다. 조정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통해 제안하는 모델의 충실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문 폭 확장에 따른 시간 단축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2. 본 론

2.1 승하차시간과 정차시간

사전적으로 정차시간은 열차가 역에 정지해 있는 시간으

로 정의되며, 열차가 정지하여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도록 지

령하는 순간부터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고 잠길 때까지의 시

간을 나타낸다[15]. 따라서 정차시간 안에 출입문이 여닫히

는 시간, 승객이 승하차하는 시간,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출

입문을 닫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된다[14].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TD는 정차시간(dwell time), TOC는 출입문을 여닫는

등의 작동시간 및 신호 대기시간, TF는 승하차시간(flow

time)이다. TOC는 승하차 인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승하차

모델에서는 승하차 인원과 시간의 두 요소 사이의 관계만 나

타내면 충분하다. 그러나 정차시간의 경우 열차 운행 기록

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승하차시간은 직접 측

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어렵

다. 따라서, 열차 운행 기록을 통해 획득한 정차시간 데이

터를 분석하여 승하차시간 대신에 정차시간과 승하차 인원

과의 관계를 도출한 연구도 있다[7,8,10]. 본 연구에서는 승

하차시간을 직접 측정하였으므로 TF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

며, 기존 연구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정차시간을 가지고 세

운 모델에 대해서는 TD로 명시한다.

2.2 기존 연구

2.2.1 선형 모델

승하차시간 도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승하차 인원에 따

라 시간이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그 계수를 구하는

방식의 모델이다. 여기서 계수는 1인당 승차시간 혹은 하차

시간이 되며 상수 항은 출입문 개폐 동작 혹은 하차 후 승

차까지의 지연 시간 등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연구가 Lin[8]

으로써 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Green Line의 정차시간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세

웠다. 1량 열차에 대한 정차시간 TD는 

(2)

로 나타내어지며 여기서 PA는 하차(Alighting) 인원, PB는 승

차(Boarding) 인원, Po는 재차(Occupied) 인원이며 CA, CB,

CO는 각각 PA, PB, PO에 대한 계수로써 인원에 대해 소요

되는 시간을 비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정해진 값이다.

Lin[8]에서 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단, Lin[8]에

서는 해당 차량 1량에 대한 전체 승하차 인원 및 재차 인

원으로 모델을 설립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출입문 당 인원

으로 기준을 세웠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였다. 즉,

Green Line의 1량 열차의 출입문이 2개 이므로 2개의 출입

문으로 승하차하는 인원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CA, CB는

연구에서 제시된 값에서 2배를 하였다. 

TOC=9.24, CA=1.04, CB=1.42, CO=0.16

Puong[10]은 MBTA Red Line에 대한 모델을 설립하였는

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 모델은 혼잡도가 급격히 올라갈수록 정차시간이 길어

진 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재차 인원의 세제곱과 승차인

원의 곱에 비례한 항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조정결정계

수( ) 또한 0.89로 Lin[8] 모델의 0.7보다 높다. Puong[10]

모델에서는 PA, PB, PO를 출입문 당 인원으로 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산출된 계수는 다음과 같다.

TOC=12.22, CA=1.82, CB=2.27, CO=6.2×10-4

Kim[11]은 서울시 2호선의 대표적인 혼잡역인 사당역에서

정차시간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모델의 계수를 도출하

였다. (1)과 같이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을 분리한 모델과 승

하차 인원을 통합한 모델 두 가지를 설립하였는데 두 모델

모두 조정결정계수가 약 0.93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

낸다. 계수 CA와 CB는 각각 1.52, 2.67이다(출입문 당 인원

으로 환산). 다만 이 모델에서는 상수항의 유의확률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승하차 인원 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 정차

시간의 변동폭이 큼을 나타낸다.

2.2.2 지수형 모델

승하차 인원이 많을 경우 앞의 줄을 따라가게 되면서 가

속이 붙어 정지한 상태에서 승차 혹은 하차를 할 때보다 시

간이 단축되게 된다. Harris[13]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형태의 모델을 설립하였다. 

T
D

T
OC

T
F

+=

T
D

T
OC

C
A

P
A

⋅ C
B

P
B

⋅ C
O

P
O

⋅+ + +=

T
D

T
OC

C
A

P
A

⋅ C
B

P
B

⋅ C
O

P
O

3
P
B

⋅+ + +=

R
2



김정태·김무선·홍재성·조용현·김태식

21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7권 제3호(2014년 6월)

(4)

(5)

(6)

여기서, TA는 하차 시간, TB는 승차 시간이며 TI는 하차와 승

차가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이다. 총 승하차시간 TF

는 TA+TB+TI로 나타내어 진다. VC는 Vestibule Capacity로

문 안쪽 공간을 나타내는 계수로 식의 PO/VC는 혼잡도와 비

례한 값이 된다. DWF(Door Width Factor)는 출입문 폭에 의

한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로 출입문 폭에 반비례한다[13]. EA

와 EB는 각각 하차 시간 지수와 승차 시간 지수이다. 이 모

델은 영국의 South West Trains 노선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

탕으로 하였으며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일정 시간 기다

린 후 승차 혹은 하차를 한다는 점과 승차인과 하차인의 간

섭을 고려하였다.

지수형 모델은 Parkinson[14] 에서도 제시되었다. Parkinson

[14]에서는 승차와 하차의 비율에 따라 다른 모델을 제시하

였는데 비율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값에 지수를 취한 형태이며 그 계수

는 다음과 같다.

CC=1.1412, CA=0.0890, CB=0.0845,

CA2=0.00149, CB2=-0.00131, CO=0.0460

이 모델은 승차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승차시간이 감

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 승하차 인원

25명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

므로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14]. 

2.3 제안 승하차 모델

2.3.1 승하차시간 측정과 국내 모델

승하차시간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 2호선의 본선과

분당선에서 직접 측정을 하였다(2012년 9월). 오전 첨두 시

간(7:30~8:30), 오전 비첨두 시간(10:00~11:00), 오후 비첨두

시간(15:00~16:00), 오후 첨두 시간(18:00~19:00) 4가지 경

우에 대하여 3~6회씩(시격이 긴 분당선 죽전 아래 구간의 경

우 2회) 측정하였다.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승하차 시간에

대한 측정값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승객이 승차 후 다시 하

차 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한 총 958회 측정값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승하차시간 모델을 도출하였다. Fig.

1은 승하차시간 측정 결과를 승하차 인원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 및 측정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다.

(ㄱ)승하차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승하차시간이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ㄴ)하차 중에 승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승차 시

간과 하차 시간을 나누어서 모델링하는 것이 쉽지 않

다. 국내 사례에서는 승차와 하차 인원을 분리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가 있다[6,11].

(ㄷ) 1인당 승하차시간은 30명일 경우 약 0.67초로 기존의

연구(선형 모델)에서 제시된 값 1.04~2.67 보다 현저

히 낮다. 이는 국내 승객들의 특성이 외국의 사례에

서 나타난 특성과는 다르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12]. Kim[11]에서는 국

내 사례이지만 혼잡도가 가장 높은 사당역에서 측정

을 한 결과이므로 1인당 승하차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승하차 모델을 구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존 승하차시간 모

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측정데이터의 수도 많고 넓게 퍼져 있어서 전반적으

로 조정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특

징에 따라 지수형 모델(Harris[13])의 조정결정계수가 비교

적 높다. 그러나 Harris 모델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을 경

우 식 (5)의 승하차 교행에 의해 나타나는 시간 성분의 계수

가 0에 가깝지만 음의 수로 나타난다. (약 -0.005) 이는 (ㄴ)

의 특징과 부합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Harris 모델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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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asured time of boarding and alighting input and

the estimated trend line

Table 1 Regressions with conventional models

Model Reference
Model 

equation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Linear
TRB[7], Lin[8],

Lam[9], Kim[11]
(2) 0.9335

Polynomial Puoung[10] (3) 0.9270

Exponential Harris[13] (4)+(5)+(6) 0.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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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승하차 모델은 다음과 같다.

(8)

이 모델은 Harris[13]의 지수형 모델을 바탕으로 승차 인

원, 하차 인원을 더한 승하차 인원 PAB에 대하여 승하차시

간 TF를 도출하기 위한 관계식이다. CGI(Congestion Index)

는 혼잡도로 승차 정원 대비 재차 인원의 비율이다. 여기에

서는 혼잡도가 100%일 때 CGI는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하

였다. 혼잡도에 비례한 계수 CC와 승하차 인원의 지수 EAB

및 비례계수 CAB, 그리고 상수 C0는 승하차 모델의 특성을

결정짓는 계수로 측정결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이 중 비

례계수 CAB는 출입문 폭에 의한 요소이며 본 측정에서는 상

수로 도출되지만 다음 절에 기술하는 실험 및 분석을 통해

출입문 폭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표현된다.

모델의 각 계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를 위

해 입력 변수인 승하차 인원 PAB와 CGI를 대입하여야 하는

데 PAB는 직접 측정한 값이 있지만 CGI를 구하기 위한 재

차 인원은 측정값이 없다. 운행중인 차량에서 재차 인원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높은 혼잡도에서

는 재차 인원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Seoul Metro

[16]에서 제시된 시간대 별 혼잡도 데이터를 기초로 사용하

였다. 이 데이터는 교통카드 O/D(origin/destination) 데이터

로 혼잡도를 추정한 것이며 비교적 유사하게 실제 혼잡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17]. 그러나, 열차 편성 및 차

량 각각에 따라 재차 인원의 분포가 다르므로 실제 측정 시

해당 차량의 혼잡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회귀분석 시 기준으로는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

해 얻은 계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CC=2.943, CAB=1.175, EAB=0.8165, C0=-1.026

설립한 모델이 측정한 데이터와 잘 부합하는 지 나타내는

지표로 조정결정계수 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값은 약

0.9421로 기존 연구들에서 나온 값 0.7~0.93과 비교하여 높

은 수치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기존 모

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을 시의 조정결정계수

0.927~0.9416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다. 혼잡도 100%일 때

의 모델을 통한 예측 곡선은 Fig. 1에 있는 측정 데이터와

함께 나타내었다.

2.3.2 출입문 폭 영향 분석

실제 승하차시간 측정 시에서는 출입문 폭이 고정된 기존

전동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출입문 폭에 의한 영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출입문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간이 열차 모

형을 만들고 시험을 통해 이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험 공간

은 Fig. 2와 같이 열차 1량에서 1개의 출입문이 담당하는 공

간으로 설정하였고 간이 출입문을 만들어서 수동으로 개폐

동작을 하도록 하였다. 출입문 폭은 1,300mm, 1,600mm,

1,800mm, 2,000mm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하여 시험하였고 혼

잡도는 100%, 150%, 200%의 세 가지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이 때의 승하차 인원은 2.2.1의 측정 데이터 중 모의 시험

을 수행할 세 가지의 혼잡도에 해당하는 승하차 인원 측정

치의 평균과 최대값으로 하였다. 승하차 인원이 정해지면 승

차 인원과 하차 인원은 동수로 하였다. Table 2에 주어진 공

간을 기준으로 혼잡도 별 재차 인원과 승하차 인원을 기술

하였다. 승하차 시험 참가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직원들

과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 비율이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과 노약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은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Fig. 3에 승하차 인원에 대하여 승

하차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서울 2호선과 분당

선에서 측정한 데이터도 같이 나타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모의 시험에서 시간이 약간 단축되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출입문 폭에 의한 요소인 CAB를 구하기

위해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 (8)에 대하여 CC=2.7,

EAB=0.77, C0=-1.3을 대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CAB를 획득

하였다. 획득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출입문 폭 1,300mm: 

(2) 출입문 폭 1,6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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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imulated space of the train for the boarding and

alighting experiment

Table 2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s (boarding, alighting

and occupied passenger numbers)

Congestion 

index

Number of 

occupied

passengers

Number of alighting and 

boarding passengers

Average Maximum

100% 36
Alighting: 10

Boarding: 10

Alighting: 27

Boarding: 27

150% 54
Alighting: 12

Boarding: 12

Alighting: 38

Boarding: 38

200% 73
Alighting: 33

Boarding: 33

Alighting: 44

Boardin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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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문 폭 1,800mm: 

(4) 출입문 폭 2,000mm: 

전반적으로 조정결정계수가 0.94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부

터 모델이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출입문 1,300mm일 경

우 실험 데이터로 추정한 CAB가 1.096으로 실제 측정 데이

터로 추정한 CAB 1.175보다 약 6.7% 감소하였는데 이는 승

객 구성 비율의 차이 및 실험이라는 통제된 환경 등에 기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CAB와 출입문 폭의 함수 관계를 도출하여야 한

다. 출입문이 넓을수록 동시에 승하차 할 수 있는 인원이 많

아지므로 CAB와 출입문 폭과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6,13].

그러나, 고정적인 출입문 통과 시간으로 인해 출입문 폭이

무한이 넓어진다고 해도 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0이 될 수

는 없다. 이러한 고정적 시간 요소를 상수로 반영하여 회귀

분석을 통해 구하면 관계식 (9)를 얻을 수 있다.

( =0.997) (9)

여기서 DW는 출입문 폭(m)이다. 여기에는 승하차 시험 시

실제 환경에 비하여 시간이 6.7% 적게 걸린 결과에 따라 이

를 조정하기 위한 수치도 반영되어 있다. 이를 승하차 시간

모델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 식이 얻어 진다.

(10)

Fig. 4에 혼잡도 100%일 때의 다양한 출입문 폭에 대한

승하차시간 그래프를 측정 및 시험 데이터와 함께 나타내었

다. 도출된 승하차시간 모델이 실제 측정 데이터 및 시험 데

이터와 잘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도시철도 열차의 승하차시

간 모델을 설립에 관한 것이다. 실제 노선에서 승하차 시간

을 측정하고 데이터 분석과 조정결정계수 비교를 통해 적합

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른 나라보다 1인당 승하차시간이

짧다는 기존 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승하차 인원

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형으로 감소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모델 수식을 설립하고 회귀분석을 통

해 관련 변수의 값을 추정하였다. 또한 출입문 폭을 변경하

여 시험하고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영향도 승하차 모델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출입문 폭 확장 시 시간 단축 효과

를 쉽고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재차 인원의 정확한 측

정이 어렵기 때문에 혼잡도는 예상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

에 대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플랫폼

의 혼잡도에 따른 하차 시간의 영향 분석은 본 연구를 발

전시켜 추가로 진행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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