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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prospect of the technology for development of NxTIS (NeXt generation Transport Information 
System) that is targeted to shifting Korean public transit framework to railway-centered on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adopted the smart-card as a payment system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since 2004. The transportation 
record can be used as quite useful information for better planning and operating of the railway system, particularly 
when the smart-card based payment system is extended to whole nation.
This paper introduces technologies to develop Real OD DB and NxTIS, and presents road-map for them. A variety 
of benefits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re estimated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 Real OD 
DB based NxTIS will work to highly prospective for creating a novel value in the railway as a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1. 서론

스마트카드(Smart card)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전에 최초로 개발되어, 최근 들어 각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전망에 따르면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시장은 2015년에 2억 달러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ID카드로 활용을 제외하고 

교통카드로의 활용이 스마트카드 응용의 두 번째 큰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속국도 통행의 이용자 대비 31.7%, 금액 대비 27.6%가 스마트카드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일반철도 및 시외버스 일부에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내 교통카드 활용 범위는 2004년 4월 수도권에 T-Money 카드 도입 이후 전국화 되는 실정이다. 

Bagchi와 White는 대중교통 통행행태분석(travel behavior analysis)을 위한 스마트카드 데이터의 잠

재성과 활용방안을 영국의 ‘Southport’, ‘Merseyside’ 및 ‘Bradford’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하였다. 그들

은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카드 회전율’, 카드당 통행율 및 통행간 환승(linked trips) 비율 

등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집계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통행행태 분

석방법의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그들이 사용한 데이터에는 - 그들이 설명하는 바와 같

이 - 각 통행별 통행거리가 기록되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Morency, Trepanier와 Agard는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망 이용 변화에 대한 측정방법

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캐나다 대중교통망에서 집계된 277일간의 Data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의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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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및 시간적(temporal)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의 통행에 있어서 ‘환류(cycles)’의 검

지와 요일 및 시간대에 대한 유사성의 정의를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술의 도입을 선보였다. 그들의 연구

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카드로부터 대중교통 통행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진들은 국내 교통카드 시스템의 활용이 전국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보를 데이터

베이스(Real OD DB)화하고, 이렇게 수집된 Real OD(Origin-Destination) DB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Next generation Transport Information System, NxTIS)의 개발을 추진 중 이다. 이와 

같은 ‘Real OD DB’와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은 장래 대중교통의 연계운행 체계를 개선하고, 철도중심

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을 위한 각종 분석 및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1.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NxTIS)의 개념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은 현재 수도권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의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교통카드에 기록된 개인별의 통행정보를 집계․가공․분석하여 철도의 수송분담율 향상을 위한 연계

최적화 계획을 수립 및 제시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특정지역(A동)에서 출발하여 전

남의 특정지역(B군)에 도착하는 여행자에 대해 연계체계를 개선하고, 열차의 스케줄을 적절히 조절한다

면 해당 여행자의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은 이와 같이 전국

화 되는 교통카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연계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진은 이와 같은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5차년도(2010～2014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차세대 교통

정보 시스템의 개발 계획과 향후 발전 전망을 소개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대중교통 운영·관리 

분야의 8개 신기술(NT-8, Net Technology)들의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국내외 교통카드 사용현황을 제시한다. 다음 제3절

에서는 Real OD 데이터의 정의와 이 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전망을 제시한다. 제

4절에서는 Real OD DB 기반의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과제에 의해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의 현

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개발의 기대효과, 관련 신기술의 활용전

망 및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2. 국내외 교통카드 및 교통정보 시스템 도입현황

2.1 해외 교통카드 사용현황

교통운임 지불 수단으로써 스마트카드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900년대 말부터이다. 현재 대중교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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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불을 위한 스마트카드의 활용이 활성화된 국가는 홍콩, 영국,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러시

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표 1 참조)

카드시스템 적  용    현  황 도 시

Octopus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SC (1997년 9월 도입). 현재 17백만 장 발매 

(홍콩 인구의 2배). 통합 대중교통 및 레저 카드로 활용
홍콩

Oyster 카드 2007년 TfL(Transport for London)에서 10백만 장 발행실적 기록 런던

SmarTrip
워싱턴 DC 및 볼티모어 지역에 대중교통 철도-버스 지불시스템

워싱턴 지역의 9개 교통운영기관이 참여 

워싱턴 DC

/볼티모어

OV-chipkaart
2005년 4월 로테르담 메트로에 최초 도입되어 Tans Link System 

(TLS)을 통행 전국 확대
네덜란드

e_ticket
베를린 및 드레스덴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후 전국 530개 운영

기관에 도입 추진
독일

Itinero 밀라노 지역(LeNORD)과 전국 철도(Trenitalia)의 운임 지불 시스템 밀라노

Suica
2001년 11월 JR East에서 도입되어 현재 JR West 및 JR Central과 

연계 확대. 동경지역 대중교통 운임 지불 카드인 Pasmo 카드와 호환
동경

Transport/

Social 카드
1998년 모스크바 메트로에 도입한 유럽철도 최초의 SC 시스템 모스크바

CEPAS
2001년 도입된 EZ-Link 카드시스템을 최근 2009년에 대체. 소매 

거래용 NETS 시스템과 호관 추진. 
싱가포르

myki 2002년 말 빅토리아 지역 버스-열차 운임지불을 위해 도입 멜버른

T-Money 2004년 4월 서울시에 도입. 현재 대중교통 운임지불에 활용 서울

 표 1. 국내외 교통카드 적용 현황 

홍콩에서는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스마트카드인 ‘Octopus 카드’가 1997년 9월에 도입되었다. Octopus 

카드는 대중교통 운임 지불뿐만 아니라 레저용 운임지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홍콩인구의 2배에 

달하는 17백만 장이 발급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영국에서는 2000년 우체국에서 ‘smart travel tickets’ 판매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임 지불 수단으로

서 스마트카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Prestige 프로젝트’를 통해 런던 교통요금 지불시스

템을 구축하였고, 2003년 7월에는 트램, 도클랜드 경전철(DLR), 버스 및 지하철간 환승편의를 위해 

‘Oyster smart card’를 도입하였다. 런던 교통국(TfL)에서는 2007년 10백만 장의 Oyster 카드 발행실

적을 기록하였다[11]. 영국 교통부(DfT)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에 ‘seamless transport ticket’ 기반구

축을 위한 ‘Smart and Integrated Ticketing Strategy’를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2004년 대중교통의 운임지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적용하는 ‘Trans Link Systems 

(TLS)’ 도입사업을 로테르담 메트로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적용되는 스마트카드는 ‘OV-chipkaart’의 

명칭으로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JR East에서는 2001년 11월 JR 열차운임 지불을 위한 ‘Suica 카드’를 도입하였다. 이 카드는 

현재 JR West와 JR Central에서 연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카드는 2009년 10월 현재 30.1백만 장이 

발급되었다. 이 카드는 동경지역의 대중교통 운임 지불 시스템인 ‘Pasmo 카드’와 호환이 가능하다.

모스크바 메트로에서는 1993년 이후 사용하는 자기테이프 카드를 2008년 1월에 스마트카드 방식으

로 교체하였다. 이 스마트카드의 명칭은 ‘Transport/Social 카드’로서 모스크바 메트로는 유럽 최초의 스

마트카드를 도입한 철도운영기관이 되었다.

독일에서는 2002년 베를린 및 드레스덴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국 530개 운영기관이 참여

하는 ‘e_ticket’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3년에는 ‘Rhein-Ruhr GmbH (VRR)’와 ‘Rhein-Sie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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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S)’가 참여하는 라인-루르 지역의 환승연계 교통카드를 도입하였다. 최근 연방정부에서는 SC의 보

안에 안전성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차세대 교통카드 칩으로 SmartMX(NXP에 의해 제작)를 선정하였다.

이탈리아는 나폴리 지역의 3개 운영기관이 2003년 비접촉카드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였다. 또한 밀라

노 지역에서는 밀라노 지역의 대중교통(LeNORD)과 전국 철도(Trenitalia)의 운임지불을 목적으로 

‘Itinero 카드’를 도입하였다.

앞에서 소개된 국가이외에도 최근 SC 기반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워싱턴 DC의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WMATA)’에서 2003

년 ‘SmarTrip 카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 카드 시스템은 2004년 말 볼티모어로 확대되었다. 기타 

시카고(Chicago Card), 휴스턴(휴스턴 메트로), 샌프란시스코(AFC) 등 전국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

다. 칠레에서는 2008년 산티아고의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Transntiago 카드’ 시스템

을 도입하여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지하철 개인버스 통합 지불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포르투갈에서

는 ‘The Metro of Porto’에서 2003년 1월 처음으로 ‘Andante’ 티켓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의 파리에서

는 2003년부터 RATP와 SNCF가 파리 메트로 지역에 비접촉 티켓 사용을 시작하였다.

2.2 국내 교통카드 사용현황 소개

국내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지불을 위한 선불카드(Debit card)로서 

‘T-Money 카드’가 2004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국내의 주요도시에서는 T-Money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Credit card)를 활용한 후불지급식 교통카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버스종합사령실’, ‘교통방송’,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상청’ 및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등 교통관련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상황을 총괄 운영하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One Card All Pass)사업을 통해 국가 표준카드 제작

과 교통카드 호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복수 카드소지 및 현금사용으로 인

한 불편을 해소하고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국의 대중교통정보를 안내하는 ‘TAGO’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TAGO 시스템은 현재 제 4

차 개발단계에 있으며, 기존 14개 주요도시의 대중교통 환승연계 정보 제공을 개선하여 올해 안으로 전

국 169개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Real OD DB 구축과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3.1 Real OD DB의 구축

Real OD 데이터는 개인별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통행사슬을 형성하는 여정과 수단이 조합된 정보

로 교통카드 실적 데이터로부터 파악한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Real OD 데이터의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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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al OD 데이터의 구성

어떤 승객이 경기도 A동에서 출발하여 지하철, KTX 및 버스를 이용하여 전남 B군으로 여행할 때, 기

존의 OD 데이터는 각 교통수단별 별도의 OD 통행량으로 집계되고 있어, 각 수단간 연계통행의 파악이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OD 통행량 집계에서는 전국의 통행발생을 249개의 존으로 집계하여 지나

치게 간략화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연계통행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Real 

OD 데이터는 각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이 집계되어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각 수단간 연계정보가 

통행사슬(Trip chain)로 구성되어 연계환승 통행실적의 분석이 용이하다.

각 교통카드 운영기관에 수록된 통행정보를 발췌하여 Real OD DB를 구축한다. 먼저 수도권 중심의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DB로 확대한다. DB 구축을 위한 테이블의 구성

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3. Real OD DB 구성

Real OD DB 테이블은 지역별 교통카드를 통한 Real OD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교통수단별, 정류장별 

정보, 노선별 정보로 세분화하여 최적화된 연계환승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정보에 기록된 통행자의 세부적인 행태를 모두 수집할 수 있게, 지역별 교통카드 관리 

주체와의 Data 연계 Network를 구축하고, 수집된 통합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각 대중교통 역간 최

적 OD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별 모든 통행 정보를 가

지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최적 연계정보를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2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 개발

Real OD DB기반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NxTIS)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차세대 교통정보센터’ 구축․운영, 교통

카드 운영자와 차세대 교통정보센터와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Real OD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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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 대중교통 교통존 구축 (2)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개발

(3) Real OD기반 통행배정 모형 기술 (4) Real OD기반 공간수요추정 기술

 표 2. NT-8 개념도 

터를 분석하고 통합연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Real OD 기반 데이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NxTIS) 구성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올해 1차년도에는 차세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의 기본 설계 및 연계정보 최

적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4차년도에는 Real OD기반 대중교통정보 DB 개발 및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8개 분야의 신기술(NT-8, New Technology)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으로 계획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는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의 시범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관사업 분야 및 관련 기관들과 체계적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철도운영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 Real OD DB기반 NxTIS 구축의 신기술 개발 현황

Real OD DB기반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8개 분야의 신기술(NT-8, New 

Technology)이 개발될 예정이다. ‘NT-8’는 기존 기술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술과 Real OD DB의 

활용으로부터 기존 기술들을 개선한 기술들로 구성된다. 표 2는 NT-8에 대한 개념도를 제시한다. 

NT-8의 각 신기술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53



(5) Real OD기반 4단계 모형 정산기술 (6) 통합연계서비스 최적화 기술

(7) 복합서비스 시뮬레이션 기술 (8) 초과수요 추정 기술

4.1 NT-1: 정밀 대중교통 교통존 구축

종전에는 전국 248개 지역(시․군․구) 간에 출발·도착하는 기종점 통행량만 조사하였으나, 국토해양부

는 2009년도부터 지역범위를 세분화해서 3,500여개 지역(읍․면․동) 간에 출발·도착하는 통행량을 조사하

고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교통존을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의 대중교통 통행량이 

조사되고, 향후 예측작업도 수행되고 있다.

문전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승용차 통행의 경우 지역간 통행량 조사로도 충분히 향후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나, 지하철, 버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의 경우 상대적 문전성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라

는 중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수요의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근접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Real OD 데이터는 각 정류장 및 역사별로 대중교통 수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각 역사 

및 정류장 권역이 개별 교통존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분석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Real 

OD 기반의 대중교통 정보는 블록 또는 교차로 단위의 정밀한 대중교통 교통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밀 교통존을 합산(aggregate)하여 대중교통 교통존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

는 프로세스도 가능하다.

4.2 NT-2: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개발

Real OD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Real OD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 확보 

범위(공간적 범위)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OD의 최소단

위인 정류장 기반의 미시적 대중교통 OD 분석을 통하여 분석 범위의 대중교통 이용량, 수단별 분담률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식은 만족도 조사 방식의 다소 정성적인 기법에 의존하고 있

었다. 본 연구의 Real OD에 의한 대중교통 현황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량적 대중교통 서비스 

현황 및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정량적 지표의 도출 근거가 된다. Real OD에 의한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는 

크게 이용 중심, 공급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이용 중심의 경우, 통행발생 및 통행분

포 분석에 따른 총 통행량 대비 대중교통 이용량 비율로서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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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는 철도 지표, 버스 지표, 수단간 시너지 지표의 선형 모형으로 표현이 가능

하다.

    

이때 α, β, γ는 각 대중교통 수단별 지표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각 수단별 지표 I는 분담률

을 나타낸다.

공급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는 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경우 지표는 통행 수요가 많은 

상위(전체 수요 중 어느 정도 비율을 상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OD pair를 

실제 대중교통 노선이 운행이 되는 지에 따라 산출이 가능하다. 즉 통행 수요를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이 얼마나 충족해 주는 지를 Real OD 분석을 통하여 산출해 낼 수 있다. 이경우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

표는 상위 OD 링크 연장 대비 상위(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높은 노선임) 대중교통 노선 연장

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와 버스의 가중치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중복 노선의 경

우 단일 노선으로 처리하여 값을 산정한다. 중복 노선의 경우 headway와 관련한 별도의 계수로 분석함

이 바람직하다.

    

이때에 L은 중복노선을 배제한 수단별 연장이며, D는 상위 OD 링크 연장을 나타낸다. 그 밖에 환승

횟수 서비스 headway 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를 보다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 개발 방안으로는 특정 시간 내에 특정 지점

에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있다. 이 경우는 아래의 그림처럼 특정 지점에서

의 대중교통 노선에 따라 30분 내에 이동 가능한 노선연장까지의 모든 세그먼트(segment)의 연장 합으

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연장 합계를 지역내 또는 지역간 여러 지점에 대해 평균(실제 활용 시 이용률

에 따라 가중 평균 활용)을 산출하여 지역별 그리고 지역간의 대중교통 지표를 산출할 수 있다.

     (segment in time T)

그림 5.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 예시

정량적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를 통하여 도시별, 그리고 도시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판별해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확충 및 용량증대 등의 계획 수립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지자체에서 노선 개수는 다 지자체의 평균 이상이나 서비스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노선의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승용차 통행량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대중

교통 수단분담률 제고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4.3 NT-3: Real OD기반 통행배정 모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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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행배정은 표 2 (3)과 같이 A에서 B로 이동하고자 하는 100통행이 있다면, 이들 통행이 

해당지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즉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각 노선에 어떻게 배정하

느냐는 문제를 푸는 기술이다.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 대중교통 통행배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에 속한다. 과거에는 all-or-nothing 배정방법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최단경로에 모든 통행량을 배정하였

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도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는 탑승

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여 용량제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에 대한 대

안분석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같은 경로를 운행하는 여러 노선에 대하여 어떻게 사실과 근접하게 통

행량을 배정하고, 환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가 모형 개발에 핵심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 통행배정 모형은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형의 실용성 검증에 필요한 실적

자료가 통계적 기법에 의해 집산된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Real OD는 통계적 집산 자료가 아

닌 실제 실적자료로서,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사슬이 모두 분석되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중

교통 통행배정 모형의 실용성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변화에 따른 통행배정 결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환승, 대

기시간, 수단특성 등 대중교통 수단선택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이용자의 통행전략, 운영시

각표, 용량제약을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4.4 NT-4: Real OD기반 공간수요추정 기술

교통 수요예측에 활용되는 기존의 4단계 예측모형 중 수단분담 모형에서는 설문조사로부터 구한 통행

비용과 통행시간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교통수단간의 분담비율을 예측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통행자

의 출발지에 따른 공간적 연관구조가 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수단분담 모형에 반영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기술이다.

 ∼   

log 
      

        

 가 i번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단선택에 대한 분포함수라고 할 때, 는 이항분포()로 가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항분포의 파라미터 는 ‘수단=열차’를 선택할 확률을 나타낸다. 선택확률 

는 위에서 주어진바와 같이 로짓함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로짓함수의 우변 제1항  는 i번째 

지역에 대한 설명변수의 벡터를 의미하고,   는 새롭게 고려되는 공간영향력을 나타낸다.

공간적 수단분담률 추정은 교통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출발지 위치를 GIS기능을 활용하여 획득한 후 

개별 응답자의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출발지의 공간 상

관성을 고려한 방법론은 조사되지 않은 지역의 수단선택 확률의 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4.5 NT-5: Real OD기반 4단계 모형 정산기술

Real OD기반 4단계 모형 정산기술은 Real OD DB를 기반으로 실제 통행자들의 통행패턴을 확인하여 

기존 KTDB상의 대중교통 교통존별 OD를 정산하여 정확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기존 KTDB는 대중교

통 OD가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되지 못한, 추정치인 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정산을 위해 Real OD의 실적을 KTDB의 교통존과 네트워크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승객별 통행시간분포(TLFD: Trip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와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중제약 중력모형을 구축한다.


  





 

    일반철도지하철고속버스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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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여기서, 
  

 
 , 

는 수단 의 기점 에서 종점 간 총 통행시간(접근시간, 대기시간, 및 

차내 통행시간 등), 
는 통행요금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통행의 시간가치를 나타낸다.

4.6 NT-6: 통합연계서비스 최적화 기술

Real OD기반 통합연계서비스 최적화 기술은 NT-1에 의해 개발되는 통합 대중교통 논리모델에서 철

도의 수송분담을 향상하기 위한 최적화 기술이다. 먼저 Real OD DB에 집계되는 모든 개인별 통행실적

은 통계처리를 거쳐 대중교통 논리모델에 표현되고, 현재의 통행패턴은 최적화 모형과 알고리즘을 통해 

철도 수송분담 향상 대안이 제시된다. 철도 수송분담 향상을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된다.

 
 ∈


 ⋅

 

여기서, 
 는 구간 (i,j)에서 철도의 수송량을 나타내고, 

 는 이에 따른 비용․효과를 나타낸다. 

최적화 모형의 제어변수는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여행시간, 대기시간 및 환승횟수 단축을 위

한 노선패턴(line pattern)의 형태와 횟수, 스케줄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은 결과적으로 철도의 

수송량을 결정한다. 통합연계서비스 최적화 기술은 OD별 수요전이를 고려해야하므로 매우 대규모의 혼

합정수계획(Mixed Integer Programming, MIP)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7 NT-7: 복합서비스 시뮬레이션 기술

복합서비스 시뮬레이션 기술은 통합연계서비스 최적화에 의해 도출된 철도 수송분담율 향상대안의 실

효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기술이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합연계

서비스 최적화 모형은 대규모 MIP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개별 통행에 나타나는 승객의 비선형

적 거동(passenger behavior)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복합서비스 시뮬레이션 기술은 앞에서 도출된 최적해를 바탕으로 운행이 실시될 때 나타나는 개별 통

행의 수요전이 관련 비선형적 특성을 이산시간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을 활용하여 구현

하는 기술이다. 시뮬레이션의 분석결과를 통해 최적해 현실적 의미와 활용방안 들이 면밀하게 파악된다.

4.8 NT-8: 초과수요 추정 기술

초과수요(truncated demand)는 특정 시장에서 교통수단의 용량을 초과하는 수요를 의미한다. 초과수

요 추정의 이론적 기본구조는 표 2의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어떤 OD구간의 수요를 확률변수 라 하

고, 공급된 좌석용량을 라고 하자. 가 를 초과할 경우 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표 2의 

(8)에 나타낸 것처럼 의 분포를 알 수 있다면 초과수요의 기댓값        을 알 수 있다.  

관측된 자료는 좌석용량 에서 절단된(를 초과하는 수요는 관측될 수 없는) 수송실적이다. 의 분

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면 수송실적 자료로부터 초과수요의 기댓값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규분

포가 아닌 다른 분포(예를 들어, 로지스틱분포, 감마분포 등)에 대해서도 초과수요의 기댓값을 추정하기 

위한 이론이 개발되고 있다. 

초과수요의 추정결과는 교통서비스의 공급 또는 운영에 관한 계획에 반영되어 공급기관의 매출을 증

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서비스의 공급용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된 초과수

1157



요의 규모를 활용할 수 있다. 초과수요추정에 관한 기존 이론을 Real OD DB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정교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교통카드 부분에 스마트카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

한 일부 국가(예, 네덜란드)에서는 교통카드 사업을 전국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로 재생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eal OD DB의 구축과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의 개발 계획 및 전망을 소개하였다. 차

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의 통행행태를 단순한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하는 대신 실제 통행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하므로 분석결과의 사실성과 정밀성에 있어 기존 방법론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능력을 보

유할 것이다. 또한 통합 대중교통망에서 복합수단 간의 연계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보유

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의 이와 같은 고급 기능들은 철도의 수송 분담율 향상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NT-8’ 신기술들의 개념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신기술들을 바탕으로 NxTIS가 개발될 예정이며, NxTIS의 현실성 있는 분석능

력과 고도의 의사결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Real OD 기반의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들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의 효과는 아래와 같다.

ㆍ 환승시간 최소화에 따른 국민 평균 통행시간 5% 절감 時 교통혼잡비용 1.28조/年 비용절감 효과 

발생 (2007년 총 교통혼잡비용 25.6조 기준)

ㆍ 철도이용률 5% 향상에 따른 탄소 환경 부담금 절감 2,195억/年

   (5.2백만톤(CO2 절감 5% 時)×25.1유로(1€=1,682원 기준, 2008년 탄소거래가격 기준)

본 연구진은 Real OD DB기반 NxTIS 개발을 위해 향후 국내 주요철도운영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개

발을 진행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NxTIS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도운

영기관의 수송분담율 향상을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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