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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도권은 1일 평균 2천만여건의 통행이 서울-경기-인천의 통합대중교통망에서 이동하는 상황을 개별통행단위의 교통
카드분석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휴먼라이브(2015.4)는 2014년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02%로 발표했는데, 이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대중교통통행인구의 이동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효과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수도권의 버스와 철도로 구성된 통합교통
망에 대중교통카드 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존단위 기종점 기반의 수도권 통행분석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버
스와 철도로 구축된 통합교통수단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기반 통합대중교통분석틀을 구축하여 1인 승객의 역간 
통행행태별 기종점 통행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통행자의 공간이동에 대한 버스와 함께 철도
로 구성된 통합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분석이 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카드 이용자료는 수도권 
통행인구의 이동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공간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통한 지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핵심어：교통카드자료, 수도권 통행인구, 버스+철도 통합대중교통분석, 1인 승객 역간 기종점 통행량, 수도권 지역정책

ABSTRACT

An average of 20 million individual transit unit activities per day on the Seoul-Gyeonggi-Incheon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are provided as transportation card analysis data by the metropolitan district (99.02% by 2014 standard, Humanlive, 
2015.4).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ard data can be employed i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transportation users’ 
current transit patterns and by means of this, an effective use plan can be explored. In enhancing the existing information on 
the bus and rail integrated network of the metropolis with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the constraints in the existing 
methodology of metropolitan transit analysis, which functions on a zone unit origin and destination basis, can be overcome. 
Framework for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based integrated public transportation analysis, which consists of 
bus and rail integrated transport modes, is constructed, and through this, a single passenger’s transit behavior transit volume 
can be approximated. 

This research proposes that in the use of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card data, integrated public transportation usage, 
as a part of individual passenger spatial movements, can be analyzed. Furthermore,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card 
usage data can provide insights into understanding not only movements of populations taking on transit activities, but also,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local space. 

Key words：Transportation Card Data, Transit Passenger, Integrated Public Transportation, Individual OD Volume, 
Metropolitan Reg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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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도권은 1일 평균 2천만여건의 통행이 서울-경

기-인천의 통합대중교통망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통행단위로 생성되고 있는 교통카드 이

용 분석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기

준 서울시의 교통카드 이용률은 99.02%이며, 지하

철은 100%,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98.15%에 이르고 

있다(휴먼라이브, 2015. 4). 이러한 전수화가 가능한 

교통카드자료는 서울-경기-인천이라는 지역공간의 

경제적 흐름, 통근권 및 생활권 등에서 움직이고 있

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인구의 개별이동현황을 파

악할 수 있다[2].  

지금까지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행인구 이동진단은 센서스 조사를 기반으로 한 

존 단위 집계자료에 한정하여 분석되어왔다. 존 단

위 집계자료로 가공됨에 따라 대중교통 기종점통행

으로 인한 개별통행분석의 누락가능성이 있으며, 

버스와 철도가 분리된 개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수

요만을 도출하여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석개

념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경기

-인천지역의 대중교통 통행인구의 이동현황에 대한 

종합분석과 이를 통한 효과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3, 4].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분석

하여 수도권 개별통행자의 공간이동에 대한 통합대

중교통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

여 수도권 통행인구의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이동현

황을 파악하고 수도권 지역 공간상의 이동특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Ⅱ. 수도권 교통 이동 분석방안

기존에는 단일수단기반의 표본자료 분석체계를 

활용하였으나 2004년 이후 대중교통카드 도입에 따

라 수도권 대중교통이용자의 전수화가 가능한 자료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도권 교통카드이용

자 이동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이는 수도권 버스

+철도 통합대중교통망에 대중교통카드 이용정보를 

반영하여 기존의 존단위 기종점 기반의 수도권 통

행분석체계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버스

와 철도의 통합교통수단으로 구성된 수도권 대중교

통카드자료 기반 통합대중교통분석틀을 구축하여 1

인 승객의 역간 개별통행 행태별 기종점 통행량을 

추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카드는 거리비례제 기반 수도권 통합요

금과 환승할인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개별승객이 이용한 1회 통행(trip) 자료를 추적

하여 최종적으로 5회 통행(trips)까지 포함하는 도로

와 철도가 통합된 기종점 여행통행(Travel, Trip 

Chain)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Fig. 1> Concept of Origin-Destination Travel 

based on Public Transport Card Data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역과 정류

장의 좌표 및 노선링크를 구축하고 교통수단, 교통

카드이용자, 정류장을 코드화하며 개별여행통행

(Travel, Trip Chain)에 대한 세부정보를 데이터로 구

축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역과 버스정류

장 기종점 통행량과 환승통행량을 분석한다.  

<Fig. 2> Detail Informations of Individual 

Transport Ca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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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 기반 통합대중교통체

계의 분석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년 기준 지하철

역은 513개로 환승역 82개, 노선 30개, 완행노선 21

개, 급행노선 9개이며, 버스정류장은 64,519개이며 

버스노선 600개, 시내버스 노선 386개, 마을버스 노

선은 214개로 총 링크 421,089개가 생성되었다.

<Fig. 3> Locations of Bus & Railway Station  in 

Seoul-Gyeonggi-Incheon  

개별 버스정류장의 승하차인원, 행정동에 포함되

는 정류장의 승하차인원, 행정구에 포함되는 정류

장의 승하차 인원을 계산하였으며, 정류장 간, 행정

구 간, 행정동 간에 발생하는 환승에 대한 기종점 

통행량을 산정하였다. 

도시철도는 링크 및 환승통행량을 산정하기 위

해 도시철도 경로선택 현황을 분석하였다. 도시철

도통행은 버스통행과는 달리 최초 출발역과 도착역

에 대한 태그인(tag-in), 태그아웃(tag-out) 정보만 발

생하므로 승객의 최소비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경로

선택모형을 활용하여 이용경로를 추정하였다. 

Ⅲ. 수도권 교통카드자료기반 

버스+철도 통합 교통 이용분석

1) 수도권 대중교통카드기반 기존연구

교통카드는 2004년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

계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제도 정착을 위해 시

행되었다. 2007년에는 서울-경기도, 2009년에는 서

울-경기-인천의 수도권 통합요금체계가 합의되었다. 

카드시스템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부

과 및 운송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수입금 배

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카드는 매일 약 2천만 건의 1회 통행수단이

용에 대한 통행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현재 요금체

계는 승객에게 5회의 수단이용에 대하여 환승요금

을 면제해주는 체계이므로 이는 약 1천5백만건의 

연계통행 또는 여행(Trip Chain, Travel)자료로서 생

성된다. 이들 통행자료와 여행자료는 승객의 수도

권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모집단적인 자료이면서 세

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인구이동 및 

수단이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교통카드자료를 이

용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2007)은 자료의 결측 및 오류를 발견하고 보정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 자료를 통하여 기종점

(OD)통행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3].  

Shin(2011a)은 버스 및 철도로 구성된 통합대중교통망

을 자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여

기서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버스 정류장 및 철도역사의 위치좌표를 이용

하여 통합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4]. Shin(2011b)은 수도권 도시철도가 환승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도시철

도의 차량혼잡도를 계산하는 방안으로서 스케줄로 관

리되는 열차에 승객을 탑승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5]. Choi et al.(2011)은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정류

장의 재차인원, 승객 승하차 인원에 따른 정차시간, 

통행시간과 거리 산출에 의한 속도 등의 정량적인 항

목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추정하였다[6]. Bin et 

al.(2012)은 대중교통 이용과 연관된 통행패턴을 분석

하였으며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7]. Kim(2012)은 카드자료와 연관된 사회경

제 및 교통서비스를 분석하고 교통카드자료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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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였다[8]. Kim and Shon(2014)은 인천시의 교

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철도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

을 강구하였다[9]. Jeon et al.(2014)은 버스카드자료의 

탑승정보를 이용하여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최적

배차간격을 구축하는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10]. 

Kim and Lee(2015)는 인천시의 첨두시간에 도시철도

가 지체되는 현상을 파악하여 승객의 지체현상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11]. Han et al.(2015)는 카드자료를 

출퇴근 첨두시 서울시의 주요 역세권 영향권에 대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12]. 

Shon(2015)은 도시철도의 역사 승하차 태그시간을 토

대로 동적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개별노선에 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13].  

본 연구는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대한 파악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류장의 위치좌표를 

이용하여 개별승객의 동단위, 시군구 단위, 서울-경

기-인천 단위의 이동분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버스 및 도시철도수단으로 한정되었

거나, 개별시의 통행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했다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전체의 버스-철도 통합

대중교통체계에서 개별 정류장 위치좌표를 이용하

여 수도권 차원의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

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자료구축 및 분석

수도권 버스+철도 통합대중교통 이용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2014년 10월 13일(월)의 1일 자료를 분

석하였다. 수도권의 버스정류장은 총 64,519개, 도

시철도역은 총 513개로 구성되며, 경기도 세부 행

정시군과 서울, 인천지역 간의 환승을 포함한 기종

점 통행자료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총통행수는 약 2,111

만 건(A)이고, 이중 97.3%에 해당하는 약 2,055만 

건(B)이 분석에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나타났다. 

이를 Trip Chain의 여행자료로 구성하면 총 여행수 

1,532만건(C)과 96.3%인 1,474만건(D)의 분석에 활

용가능한 자료로 나타났다. 

통행자료(B)는 승객의 한 번의 수단통행이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이용수단, 승하차역 

및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률, 

정류장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

된다. 서울시는 버스수단의 통행자료(B)를 이용하

여 버스관리체계(Bus Management System; BMS) 및 

버스정보체계(Bus Information System; BIS)를 운영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여행자료(D)는 개별승객이 최초 승차역에서 최종 

하차역까지 이용한 5개까지의 통행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단간의 환승은 4번까지 나타나며 

개별승객이 이용한 수단통행(B)이 순차적으로 나타

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승객이 출발지(최초 승차

역)에서 도착지(최종 하차역)까지 연결된 통행(Trip 

Chain)과 통행자료(B)에서 가능한 분석이 함께 구성

된다는 장점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전체의 

공간적 및 시간적인 이동상황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Div. Total Trips rate(%)

A. Trip 21,111,774 (100.0)

B. Available 

Trips
20,548,991 97.3 (B/A)*100

C. Travels* 15,325,487 (100.0)

D. Available    

  Travels
14,753,122 96.3

(B/A)*100

available with 

no tag travel

E. Incomplete 

Travels
572, 365 3.7

(E/C)*100,

no use 

F. Average trips 

per Travel
1.34 B/C

*Travels can be regarded as trip type.

<Table 1> Total Travels and Trips of Public 

Transportation within Seoul－Gyeonggi

－Incheon (Oct.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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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3일(월)의 수도권 총여행통행은 

약 1,475만 통행이며, 서울-경기-인천 지역내부통행

은 약 1,056만 통행인 71.6%를 차지했으며, 지역 간 

통행은 21%(약 309만 통행), 기타지역으로의 통행

은 약 7.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경기-인천 지역 간 통행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인천 ·경기로 141만 통행 (45.65%), 인

천 ·경기→서울로 144만 통행(46,7%), 인천 ·경기 

간에는 24만 통행(7.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간 첨두시 통행은 약 73만 통행으로 지역 간 총통

행의 약 23.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간 첨

두시 통행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인천 ·경

기로 약 29만 통행 (40.0%), 인천 ·경기→서울로 

약 38만 통행(52.0%), 인천 ·경기 간에는 약 6만 통

행(8.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지역 간 통행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2005년 지역 간 통근기종점 통행자료와 비교검

토 하였다. 2005년 현재 수도권 지역 간 총통행은 

약 245만 통행이며, 서울→인천 ·경기로 약 44만 

통행(18,0%), 인천 ·경기→서울로 약 100만 통행

(40.8%), 인천 ·경기 간에는 약 101만 통행(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간 통행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대중교통 통행(약 309만 통행)은 이미 2005

년 승용차가 포함된 통근통행(245만 통행)을 상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 ·경기로의 유출통

행은 2005년 통근통행(44만 통행)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41만 통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4

년 첨두시의 서울에서 인천 ·경기로의 유출통행은 

2005년과 비교했을 때 <Fig. 4>와 같이 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iv.
# of Travels(thousand)(%)

2014 2005*

Total 14,753 (100.0) -

Intra-regional 10,558 (71.6) -

Inter-regional

3,086

(100.0)

725

(100.0)
(21.0)

2,449

(100.0)

total
peak 

hour
commuters

Seoul

→ Incheon, Gyeonggi

1,408

(45.6)

288

(40.0)
-

443

(18.0)

Incheon, Gyeonggi

→ Seoul

1,440

(46.7)

379

(52.0)
-

999

(40.8)

Incheon, Gyeonggi

↔ Incheon, Gyeonggi

238

(7.7)

58

(8.0)
-

1,007

(41.1)

*source：krihs(2009)

<Table 2> Total Travels and Trips of Public 

Transportation within Seoul－Gyeonggi

－Incheon (Oct. 13. 2014 & 2005) 

Note：2005 Commuting trips with car traffic based on 

Population Census 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urce：krihs. 2009 & 2015) 

<Fig. 4> Comparison of 2005 Commuting trips 

with 2014 Travels (Gyeonggi County, 

Incheon ↔ Seoul)

Note：2005 Commuting trips with car traffic based on 

Population Census 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urce：krihs. 2009 & 2015) 

<Fig. 5> Comparison of 2005 Commuting trips 

with 2014 Morning Peak Travels 

(Gyeonggi County, Inche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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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강남구, 인천은 시범생활권(인천-부천), 

경기도는 도농연계생활권(광주-이천-여주) 지역을 

선정하여 수도권 3개 지역별 내부통행현황을 살펴

보았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의 중심지역인 강남구를 중

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유출통행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통행이 발생한 

지역은 성남시(4만 통행이상)이고 그 외 경기도로

는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가 1만 이상의 통

행이 나타났다. 인천시로는 부평구가 약 5천 통행

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내로는 서초구, 송파구 순

으로 이동이 많았다. 특히 강남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약 55만 통행이 발생하여 이동밀도가 일

일km당 약 5만명으로 나타났으며 환승통행까지 감

안하면 이동밀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Fig. 6> Outflow Travel from Gangnamgu(Oct.13. 

2014)

인천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시범생활권으로 

지정된 인천시와 부천지역 간의 통행현황을 살펴보

았다. 인천시 부평구, 남동구, 남구 계양구에서 주

로 경기도 부천시로의 통행이 많았다. 특히 부평구

와 부천시 간에는 5만3천의 가장 높은 유출입 통행

이 발생했으며 2005년에 비해 약 2%정도 통행량이 

증가하였다. 인천시 부평구는 경기도 부천시의 상

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지

하철 7호선 개통이 통행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서울로의 통행도 2005년 19%에서 31%까

지 증가했으며 격자형 도로망과 광역대중교통인프

라 확충의 영향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05> <2014>

Note：2005 Commuting trips with car traffic based on 

Population Census 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urce：krihs. 2009 & 2015) 

<Fig. 7> Comparison of 2005 Commuting trips 

with 2014 Travels (Gyeonggi County, 

Incheon ↔ Seoul)

경기도의 경우,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농연

계생활권을 지정하고 있으며 광주-이천-여주지역은 

이에 해당한다. 광주에서는 동일생활권보다는 서울

과 성남으로의 통행량(1만 통행정도)이 가장 많았

다. 이천, 여주로는 약 5백 내외의 통행이 발생하였

으며 용인, 수원, 하남으로의 통행도 나타났다. 이

천과 여주는 상호간 통행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광주로의 통행이 나타났다. 2016년 개통예정

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영향으로 향후 해당지역

의 통행량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Note：Traffic volume ranking( ) with less 

than 100travels( ) 

<Fig. 8> Travels in Gyeonggi’s Urban-Rural     

Community(Gwangju-Icheon-Yeo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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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정책제언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의 모집단적인 확보는 

교통카드를 이용한 분석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기적인 설문 및 실측조사에 의존하여 

대중교통이용정보를 도출하였으나, 2009년부터 완

성된 수도권 대중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동적으로 승객들이 이용한 카드자료를 활용하는 방

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도권 지역의 교통카드

를 이용한 연구가 버스수단 또는 도시철도수단에 

한정되었거나,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한정된 측면

에서 벗어나 수도권 전체의 분석체계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진단하는 첫 번째 시도이다. 특히 버스 정

류장 및 도시철도 역사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수

도권 인구의 공간적인 이동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별승객의 통행단위

를 연결하는 연계통행 또는 여행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실험적이기는 

하나 많은 통찰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개별승객이 동, 시군구, 서울-경기-인천의 지역이동

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컴퓨팅적인 시각으로 충분

하게 가능함을 제시하였으며 분석사례로서 도출되

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적인 분석체계로 한 단계 

갱신되면 교통뿐만 아니라 수도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인 분석방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잠재하

고 있다. 

우선 활용성이 높은 분야로서 다음의 정책 활용

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자료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개별이용인구 통행

행태를 분석하여 수도권 지역정책에 활용이 가능

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수도권에 대

한 시민체감형 및 지역밀착형 지역계획 수립의 실

현 및 지역연계정책 실효성 제고에도 활용이 가능

하다. 

향후 연구로서 우선, 수도권 교통카드자료는 도

시철도의 이동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

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철도역사

에서 환승역의 태그자료가 없는 관계로 도시철도내

의 이동에서 파악되는 부분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도시철도의 환승비용을 반영한 개별승

객 경로선택모형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이

동은 수도권 지역의 산업 및 경제의 특성에 맞물려 

심도있는 설명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강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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