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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공항에서 수집되는 여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항 내 여객의 체류 시간을 분석한 연구이다. 여객의 체류 시간

은 공항 터미널 설계, 공항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어 중요한 여객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실제 여객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

로 그에 대한 분석이나 실시간 공항 운영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스마트 공항의 일환으로 세계 유수의 공항에서 방대한 

양의 여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항 내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국제 공항에서 수집된 여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인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여객을 체류 시간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 국제 공항 출발 여객

은 체류 시간에 따라 1) 체류 시간이 짧고 대부분의 시간을 에어사이드에서 보내는 여객, 2) 평균 3 시간 정도의 체류 시간을 갖

는 여객, 3) 총 체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긴 여객 등 크게 3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departure passengers’ dwell time analysis using real system data. Previous research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well time analysis from perspective of airport terminal planning and non-aeronautical revenue. However, 
short-term airport operation using passengers’ dwell time is considered impossible due to absence of passengers’ behavior data. 
Recently, in accordance with the wave of smart airport, world leading airports are systematically collecting passenger data. So 
there is high possibility of analyzing passengers’ dwell time with the data stacked in the airport database. We conducted dwell 
time analysis using data from Incheon Int’l airport. In order to handle passenger data, we adapted clustering algorithm which is 
one of data mining techniques. As a clustering result, passengers are divided into 3 clusters. One is the cluster for passengers 
whose dwell time is relatively short and who tend to spend longer time in the airside. Another is the cluster for passengers who 
have near 3 hours dwell time. The other is the cluster for passengers whose total dwell time is extremely long.  

Key word : Smart airport, Passenger flow management, Dwell time, Passengers’ pattern, Clustering, K-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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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rport Systems: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2013, 
       pp.588-589) 

그림 1. 유럽 주요 공항의 누적 여객 도착 분포

Fig. 1. The cumulative arrival diagrams for a major 
European airports.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인 공항들은 스마트 공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공항의 개념 및 정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승객의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

하는 여객흐름관리 (PFM; passenger flow management)는 스마

트 공항을 실현하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PFM은 공항 시설물의 접점에서 여객 탐지 및 추적을 통해 

공항 내에서 여객의 흐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 
PF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객 출현 시점, 여객 체류 시간 등

과 같은 여객 행동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장기적인 공항 이용객 특성과는 다르게 여객 데

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PFM을 위해 필요한 단기적인 여객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2].
하지만 최근 영국 히드로 공항, 싱가폴 창이 공항, 독일 뮌헨 

공항 등과 같은 세계적인 공항에서 실시간으로 여객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객 데이터에는 여객

의 성별, 나이, 국적 등과 같은 여객 기본 정보뿐 아니라 체크인 

시각, 보안검색대 통과 시각 등과 같은 여객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여

객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PFM 실현을 위한 단기적인 여객 행

동 특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PFM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인천국제공

항에서 수집된 여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항 내 여객 흐름 예측

에 필수적인 출발 여객의 체류 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항공기 운항 정보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항공기 출발 시각 (STD; 
schedule time of departure)과 여객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체크인카운터 통과 시각,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각의 차를 활용하

여 출발 여객의 터미널 총 체류 시간과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클러스터링을 활용하

여 여객을 체류 시간에 따라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의 내용적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발층 (3층)  
2) 시간적 범위: 2018년 7월 23일~7월 27일 (총 5일)
3) 내용적 범위:
 - 공항 내 여객 체류 시간에 대한 기존문헌 조사 

 - 체류 시간 분석에 사용될 클러스터링 기법 선정 

 - 여객 데이터를 활용한 공항 내 출발 여객 체류 시간 분석

 - 클러스터링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

Ⅱ. 기존연구고찰

본 장에서는 공항 터미널 계획, 공항의 수익성과 관련된 여

객 체류 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공항 내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한다. 

2-1 공항 터미널 계획

Neuvfille et al.(2013)은 공항 터미널 공간 계획에 있어 공항  

내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항 내

에서의 여객 체류 시간은 여객이 일정 시간동안 특정 공간을 점

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객의 체류 시간에 따라 터미널 

설계 시 고려해야할 공간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객 체류 시간이 

공항 터미널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시간대별, 공항

별, 계절별 다양한 패턴을 나타내는 여객 체류 시간 분석에 대

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2].
그림 1은 유럽 주요 공항의 여객 도착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의 (a)는 항공기 출발 시각에 따른 시간대별 여객의 도착 

분포를 나타내는데, 오후 운항편 여객은 출발 시각으로부터 대

략 3 시간 정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반면, 이른 아침 운항편 

여객은 출발 예정 시각에 거의 근접하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운항 시간대에서도 국제선 승객은 국내선 승객에 비해 일

찍 공항에 도착하며, 비행 거리가 짧은 비즈니스 여객의 경우 

거의 출발 예정 시각에 가깝게 공항에 도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객의 도착 분포는 측정 지점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그림 

1의 (b)에서 체크인 도착 분포에 비해 보딩게이트 도착 분포는 

압축된 형태로 나타난다. 체크인 후 공항의 시설물 이용에 따라 

여객은 출발 예정 시각에 맞추어 보딩게이트에 도착하게 되어 

보딩게이트에서 보다 압축된 형태의 도착 분포를 갖는다. 

 2-2 공항 수익성

Graham(2014)은 여객의 공항 내 체류 시간이 여객 쇼핑 특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셀프체크인의 증가, 강화된 보안 

검색, 저비용항공사의 이른 보딩 시간 등이 여객의 체류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공항공단 (BAA;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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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용체크인시스템 샘플 데이터

Table 1. AirCUS data (sample).

표 2. 여객흐름관리시스템 샘플 데이터

Table 2. PFMS data (sample).

airport authority) 조사에 따르면 여객은 공항에서 주어진 추가 

10 분당 국내선 여객은 0.8 파운드(약 1,200 원), 국제선 여객은 

1.6 파운드(약 2,400 원) 가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국내선 여객의 경우 전체 공항 체류 시간의 68%를 에어사이

드에서 보내는 반면, 국제선 여객은 출국 심사 등과 같은 추가

적인 수속 시설물 통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다 짧은 에어사이

드 체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
Torres et al.(2005)은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공항의 여객을 대

상으로 여객의 공항 내 체류 시간과 소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휴가 여객의 공항 내 체류 시간(93.62 분)은 

비즈니스 여객의 체류 시간(82.30 분)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두 종류의 여객 모두 공항 내 평균 소비(4.26 유로, 약 

5,500 원)의 1/3을 주차비, 1/4를 식음료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휴가, 비즈니스 여객 모두 공항 체류 시간이 길어

질수록 공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휴

가 여객의 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4].

2-3 시사점

기존 문헌 및 연구 결과에서 여객의 체류 시간이 공항의 설

계, 수익성,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발 여객

의 체류 시간은 공항 시설 혼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수이며, 체류 시간에 따라 공항 설계 및 공항 운영 효율성

이 달라진다. 또한 여객의 체류 시간이 공항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공항 

운영자의 입장에서 각 공항의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은 필수적으

로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여객 체류 시간과 관련하여 인천 국제 공항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해 알아보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출발 예정 시각과 탑승권 발권시각, 보안검색

대 통과 시각과의 차이를 각각 총 체류 시간과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으로 정의하고 이를 산출한 뒤, 여객 체류 시간 분석을 수

행하였다.

1) 공용체크인시스템 (AirCUS; airport common user system)

인천 국제 공항 내의 체크인카운터, 수하물카운터, 보딩게이

트에서 수집되는 여객 정보로 사용 체크인카운터, 탑승권 발권

시각, 수하물 탁송 시각, 이용 항공사, 도착지, 승객 예약 기록 

(PNR; passenger name record) 등의 정보가 수집된다. 

2) 여객흐름관리시스템 (PFMS; passenger flow management 
system)

인천 국제 공항 내의 출국장 및 보안검색대에서 수집되는 여

객 정보로 여객의 국적, 성별, 나이, 출국장 통과시각, 보안검색

대 통과시각, 출발 예정 시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3-2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1)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클러스

터링 방법으로 주어진 데이터 간의 유사성(혹은 차이성) 정도

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유사성은 클러스터 중심

(centroid)으로부터 각 데이터까지의 거리로 측정되며 일반적으

로 해당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 제곱 값으로 계산되어 진다.(수
식 1 참고)

   
  



 
 (1)

수식 1에서 는 개의 특성을 갖는 번째 데이터 벡터를 

의미하며,    ⋯   으로 표현된다. 은  클러스터

의 중심 벡터를 나타내고,  은 번째 데이터와  클러스

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수식 1에서 보면 데이터 간 유

사성을 판단하는 식이 간단해 K-means 알고리즘은 대용량 자

료 처리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5], [6]. 수식 2는 

K-means 알고리즘의 비용 함수식이며, 해당 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클러스터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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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 체류 시간 클러스터

Fig. 3. Clusters for total dwell tim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Percentage 61% 38% 1%

Mean 1hr 54min 3hr 7min 11hr 22min

Standard
Deviation

28min 40min 3hr 10min

표 3. 총 체류 시간 클러스터링 결과

Table 3. Clustering results for total well time. 

그림 2. 클러스터 개수에 따른 비용 함수 값

Fig. 2. Cost function VS. number of clusters.

은 번째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포함될 때 1의 값을 갖는 

정규화된 가중치를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는 오직 하나의 클러

스터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군집에 포함되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fuzzy case)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2) K-means++ 알고리즘

일반적인 K-means 알고리즘은 초기 클러스터 중심을 임의 

선택한 후 일련의 계산을 진행한다. 따라서 초기 클러스터 중심 

선택이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알고리즘 수

행 결과 지역해(local minima)가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약

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것이 K-means++ 알고리즘이다. 이 알

고리즘은 극단적인 클러스터 중심의 선택을 피하고 고루 분산

된 클러스터 중심을 선택하기 위해 각 데이터와 클러스터 중심 

사이 거리와 데이터 밀집 정도에 대한 가중치를 둔 확률 식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중심을 결정한다[7]. K-means++ 알고리즘

을 활용한 초기 클러스터 중심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a. 전체 데이터 중 임의로 한 개의 클러스터 중심 선택

           b. 
∈

  을 활용하여 다음 클러스터 중심 선택

(는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중심 사이의 거리)
           c. 설정된 클러스터 개수만큼 1-b 반복

Step 2. K-means 알고리즘 수행

3) 클러스터 개수(K) 결정

K-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는 앞서 언급한 클러스터의 

초기 중심 선택 문제뿐아니라 총 클러스터 개수의 결정 또한 중

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몇 개의 클러스

터로 데이터를 구분하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K-means 알고리즘은 분석 대상 데이터와 관련

된 전문가와의 협업이 요구된다[8]. 본 연구에서는 수식 2에서 

제시된 비용 함수 값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유의미하다고 판

단되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선택하였다.
그림 2는 클러스터 개수에 따른 비용 함수 값의 변화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클러스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 함수 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 개수가 3
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비용 함수의 감소폭이 크지만, 그 이후에

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개수

를 3개로 선정하고 여객 체류 시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결과분석

4-1 총 체류 시간 클러스터링 결과

그림 3과 표3은 공항 내 출발 여객의 총 체류 시간에 대한 클

러스터링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 가장 진한 초록색은 총 

체류 시간이 1 시간 미만인 여객을 의미하며 노란색은 6 시간 

이상의 총 체류 시간을 갖는 여객을 의미한다. 
총 체류 시간의 관점에서 전체 여객의 60% 정도는 공항 내 

총 체류 시간이 평균 약 2 시간 미만인 첫 번째 클러스터로 구

분된다. 나머지 40% 정도의 여객은 약 3 시간가량의 총 체류 

시간을 갖는 두 번째 클러스터로 구분되며, 아주 미미하지만 

전체 여객 중 1%는 평균 체류 시간이 11 시간이 넘고 3 시간 이

상의 큰 편차를 갖는 세 번째 클러스터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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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 클러스터

Fig. 4. Clusters for airside dwell tim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Percentage 61% 38% 1%

Mean 1hr 30min 2hr 40min 2hr 55min

Standard
Deviation

25min 37min 2hr 30min

표 4.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 클러스터링 결과

Table 4. Clustering results for airside well time

4-2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 클러스터링 결과 

여객의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의 경우도 여객의 총 체류 시간

의 클러스터링 결과와 비슷하게, 클러스터에 따라 여객의 에어

사이드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표 4 
참고)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다르게 세 번째 클러스터의 평균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은 두 번째 클러스터의 체류 시간과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객의 총 체류 시간에 따라 세 번째 클

러스터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4-3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요약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여객은 체류 시간에 따라 크게 3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전체 여객의 61%에 해당하는 첫 번 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여객들은 평균 2 시간미만의 총 체류 시간

과 1 시간 30분 정도의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여객은 대부분의 시간을 에어

사이드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여객은 평균 약 3 시간가량의 총 

체류 시간을 갖고, 이 가운데 2 시간 40 분가량을 에어사이드에

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클러스터의 여객보다는 상

대적으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 승객으로, 그에 따라 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에서 모두 첫 번째 클러스터의 여객보다 많은 시간

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여객의 1%에 해당하는 세 번째 클러스터

에 속하는 여객은 11 시간 이상의 시간을 총 체류 시간으로 갖

지만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은 두 번째 클러스터의 여객과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체류 시간의 차이가 세 번째 클러스터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클러스터

에 해당하는 여객은 주로 에바 항공 이용 여객이었으며, 항공사

에서 제공하는 이른 체크인 서비스에 따라 먼저 체크인을 한 후 

별도의 일정을 마치고 출발 예정 시각에 맞추어 에어사이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Ⅴ. 결  론

5-1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항 터미널 계획, 공항 수익성 측면에서 중

요하고 PFM 구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항 내 여객 체

류 시간에 대한 분석으로 하였다. 공항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

는 여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 시간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여객을 체류 시

간에 따라 구분하였다.
클러스터링 결과, 인천 국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총 체

류 시간과 에어사이드 체류 시간에 따라 크게 3 가지 클러스터

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총 출발 여

객에 61%에 해당하는 클러스터로서 2 시간 이하의 짧은 체류 

시간을 갖고 에어사이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으로 보내

는 여객 클러스터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클러스터의 여객

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비해 총 체류 시간, 에어사이드 체류 시

간 모두 길었으며, 에어사이드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지만 첫 

번째 클러스터에 비해 랜드사이드에 체류하는 시가 역시 긴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러스터의 경우 대부분 특

정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객으로 이른 체크인에 따라 굉장히 큰 

총 체류 시간을 갖는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그동안 여객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여객의 단기적인 행

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스마트 공항 구축의 일환으로 방대

한 양의 여객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스마트 공항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공항에 수집된 데이터

를 활용하여 여객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5-2 추후 연구

본 연구는 실제 여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객의 체류 시간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 존재하며 그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PFM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객의 터미널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에서 여객의 정

https://doi.org/10.12673/jant.2019.2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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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처음으로 수집되는 체크인카운터를 기준으로 하여 여객

의 체류 시간을 분석하였지만, 향후 여객의 공항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여객의 행동 특성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PFM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여객의 

체류 시간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

별, 연령, 국적 등과 같은 여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항공기 

운항 정보 등을 결합하여 실제 공항에서의 여객 흐름 예측이 가

능한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여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객의 체류 시간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PFM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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