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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ss transit information can contribute many benefits to users. Especially, transport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s devel-
oping highly with information technology in Korea recently. Hereafter, it is expected to give customized transportation infor-
mation to users individually with the advent of ubiquitous age in earnest. This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service can be
realized by path finding algorithm in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including travel and transfer attributes. In this research,
constraints are constructed with the primary facts influencing users. Moreover, the method reducing user's path finding con-
dition arbitrarily is proposed by making the maximum value as variables. In this study, transfer frequency, total travel time, seat
confirmation, transfer time and travel time become constraint condition based on k path finding algorithm considering service
time constraint condition. Moreover, case study about user customized transfer information is performed in Seoul and met-
ropolitan subway networks 

Keywords :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K path finding algorithm, entire path deletion method, path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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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BIS, BMS, CNS 등을 통해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정보 제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대중교통 통행정보 제공은 대중교통망에서의 경로탐색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한데, 대중교통망은 일반가로망과
는 달리 환승과 운행시간 특성을 포함하며, 통행자가 경로선택시 통행거리, 통행요금, 환승횟수 등과 같은 복수의 요소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약조건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상한 값
을 변수화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로탐색조건을 보다 자의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시간제약조건을 고려한 K경로탐색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환승횟수, 총통행시간, 좌석확보, 거리비례제의 요금제약, 환승시간
을 제약조건으로 구축하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한 후 서울시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환승교통정보를 구현해 본다. 적용되는 K경로탐색알고리즘은 전체경로삭제(Entire Path Deletion Method)에 근거한
후, 시간종속적(Time-Dependent)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향후 여행전(Pre-Trip), 여행중(In-Vehicle Route Guidance), 실시간적
인 경로계획(Path Planning)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핵심용어 : 대중교통정보, K경로탐색알고리즘, 전체경로삭제, 경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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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중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대중교통 여행자에 대한 교통정

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정보는 대중교통

여행자에게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통행거리, 통행시간, 통

행요금, 환승횟수, 좌석 존재 여부 등의 대중교통 특성들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여행자의 편의를 도

모하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국내는 정보통신(IT)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BIS, BMS, CNS 등을 통해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

고 있으며,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

면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대중)교통 정보가 가능하리

라 판단된다. 이러한 대중교통 통행정보 제공은 대중교통망

에서의 경로탐색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가능한데, 대중교

통망은 일반가로망과는 달리 환승과 운행시간 특성을 포함

하며, 통행자가 경로 선택 시 통행거리, 통행요금, 환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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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복수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에서 최적의 경로선택을 위한 현실

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요인들을 제약조건의 변수들로 정의

하고, 사용자의 임의대로(원하는 대로) 탐색된 경로집합을 줄

여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단일(또는 소수)의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된 궁극적인 최적의 선택경로에 도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약조건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상한 값을 변수화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로탐색조건을 보다 자의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기

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시간제약조

건을 고려한 K경로탐색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환승횟수, 총

통행시간, 좌석확보, 거리비례제의 요금제약, 환승시간을 제

약조건으로 구축하고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안

한 후 서울시 및 수도권 도시철도망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환승교통정보를 구현해 본다.

적용되는 K경로탐색알고리즘은 전체경로삭제(Entire Path

Deletion Method)에 근거하여 시간종속적(Time-Dependent)

인 개념으로 확장하고 향후 여행 전(Pre-Trip), 여행 중(In-

Vehicle Route Guidance), 실시간적인 경로계획(Path Plann-

ing)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전체경로삭제기반 동적 K경로탐색

본 장에서는 전체경로삭제기반 K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실

시간적인 통합대중교통망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종속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사용자의 다

양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기본이 될 수 있는 출발

시간제약이 고려되는 알고리즘을 구축한다. 정적교통망에서

전체경로삭제기반 K경로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는

Martins (1984) Azevedo et al.(1993)과 신성일(2004)에

서 검토가 가능하다. 정적·복합 교통망의 K경로탐색에 대

한 연구는 신성일와 노현수(2004)에서 시작하였으며, 조종

석(2006)은 출발시간제약을 고려한 동적 K경로탐색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표식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2.1 시간 종속적 동적 통합교통망의 표현

동일링크를 통행하는 복수수단을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추구하는 방법은 동일링크에 통행하는 모든 수단을 링크

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이 적용되면, 복합교통망에서

는 출발노드와 도착노드가 동일하나 링크의 속성이 다른 복

수의 링크를 포함하게 된다. 이 방법은 링크의 수가 노선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수단의 특성이 링크

로 반영되고 수단간 환승을 고려할 경우 수단 및 노선 특성

에 따른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De Cea

and Fernndez, 1993). 또한 수단이 링크로 표현되었으므로

기존의 복합교통망에서 활용되고 있는 링크표지기반 K최적

경로 탐색알고리즘(Lee, 2004)을 적용하여 환승에 대한 처리

가 용이하다.

그림 1은 두 인접 링크(a, b)를 통행하는 수단(m, n)의

환승시간 반영 및 동일링크에서의 수단 확장을 나타낸다.

 : 환승시간

 : 수단링크확장을 통한 수단 제외

2.2 출발시간제약을 고려한 동적 K경로탐색

통합교통망에서 환승을 통해서 타 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수단의 출발시간까지 수단의 도착시간, 환승시간,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최적경로를 탐색한다. 그림 2는 이러한 과

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링크(수단) a와 링크(수단)

b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환승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사용되는

표식은 그림 2와 같다.

dab
min t πn

ra t( )+( )
dnm t πra t( )+( )

표 1. 알고리즘 사용표식과 내용

표  식 표 식 내 용

V, L, M, S, T 각각 노드집합, 링크집합, 통행수단, 서비스시간제약집합, 시간집합

G(V, L, M, S, T) V, L, M, S, T로 구성된 시간 종속적 통합교통망

GM1
(VM1

, LM1
, S, T) 링크(수단)로 확장된 최초의 교통망

GMk
(VMk

, LMk
, S, T) 네트워크변형을 k번째 수행한 교통망

ca(t) t시간에 링크 a의 통행시간(Travel Time)

Tab(t) 링크 a에서 링크 b로 전환 시 발생하는 환승시간(Transfer Time)

Wab(t) 링크 a에서 링크 b로 전환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Waiting Time)

πra(t)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도착노드까지의 최소시간

Pra(t)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도착노드까지 도착한 최소시간경로

경로의 Pra(t) 마지막 링크 a에서 링크 b를 탐색하는 과정

Ψrb
경로에서 Pra(t) 링크 b(i,j)의 i와 j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경로집합

r에서 시간에 출발하여 도착지 s까지 도착한 k번째 최소시간경로

Pra t( ) b⊕

Pk
rs t( )

그림 1. 수단(m,n)의 환승시간 반영 및 동일링크에서 수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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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 a의 도착시간

 : 링크(수단) b로의 환승시간

 : 대기시간

2.2.1 최적식

식 (1)은 그림 2의 서비스시간 개념을 포함한 최적식을

구축한 것으로, 링크(수단) a에서 링크(수단) b로 환승하는

경우 도착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최소의 통행

시간경로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식 (1) 이하의 제약조

건은 도착, 환승과 대기는 가장 빠른 서비스시간 스케줄 이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1)

여기서,

i = [1, 2, Λ, I]

2.2.2 알고리즘

식 (1)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경로삭제기법을 고려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1 : 초기 교통망 GM1
에 서비스시간제약 고려

링크기반 동적 최소시간경로탐색알고리즘을 수행하여 P1
rs(t)

을 발견한다.

•단계2 : k=2부터 K까지 반복

네트워크 확장알고리즘으로 GMk
에서 GMk+1

를 구축하고,

GMk
에 추가된 노드 및 링크표지를 서 비스시간제약을 고려

하여 P1
rs(t)를 확정한다.

2.2.2.1 단계1의 세부 알고리즘

전체경로삭제알고리즘 단계1의 서비스시간제약을 고려한

표지기반 동적 최소시간경로탐색알고리즘을 고려하여 최소시

간경로 P1
rs(t)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1-1 : 초기화

출발지 r이 시작노드인 링크(수단) e의 t시간의 최적통행시

간(표지)을 링크(수단) 통행시간으로 초기화하고(πre(t)=ce(t)),

이 링크(수단)를 탐색링크(수단)집합 Q에 저장한다. 이 때 Q

에 저장되지 않은 링크(수단) 에 대해서는 무한대

시간 (πra(t)=∞)으로 초기화한다.

•단계1-2: 다음 탐색 링크(수단)의 결정

집합 Q에서 최소통행시간 표지를 갖는 링크(수단)를 다음

탐색 링크(수단)로 선정하며, 선정된 링크(수단)를 집합 Q에

서 삭제한다. 이 때 Q에 포함된 링크(수단)가 존재하지 않

으면 종료하고, 목적지 s를 끝노드로 하는 링크(수단) 중 최

소통행시간 표지를 갖는 링크(수단)의 시간이 동적 최소통행

시간경로 P1
rs(t)의 통행시간이다.

•단계1-3: 인접 링크(수단) 탐색

단계2에서 선정된 링크(수단) a의 끝노드가 시작노드인 인

접 연결 링크(수단) b에 대하여 링크(수단) 의 서비스시간을

고려하여 수단 환승에서 발생되는 환승소요시간 Tab(ξ)과 환

승대기시간 Wab(ξ+Tab(ξ))이 서비스시간 전에 만족되어 통행

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조건

을 만족시키는 링크(수단) b를 Q에 포함한 후 단계2를 반복

한다. 이 때 이다.

2.2.2.2 단계2의 세부 알고리즘
■ GMk

에 포함된 링크와 GMk+1
에 포함된 링크b에 대해 πrb

(t)=min[πra(t)+Tab(ξ)+Wab(ξ+Tab(ξ)]이다. 여기서 ,

, 이고, 이 때 (t)

이다.
■ GMk+1

에 포함된 링크 (a,b)에 대해서도 GMk
에 포함된 링

크a와 GMk+1
에 포함된 링크b의 경우와 동일하다.

3. 대중교통정보제공 알고리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경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능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은 사용자의 요구조건과 대중교통수단

의 스케줄을 함께 반영하여 대안의 경로집합을 제안하는 것

πra t( )
Tab t πra t( )+( )
Wab t πra t( ) Tab t πra t( )+( )+ +( )

πra t( ) min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
⎜ ⎟
⎜ ⎟
⎛ ⎞

| a∀ Γb
−∈

⎩ ⎭
⎪ ⎪
⎨ ⎬
⎪ ⎪
⎧ ⎫

= ,

b∀

ξ t πra t( )+=
Wab ξ Tab ξ( )+( ) Sb i( ) πra t( )–=

πra t( ) Tab ξ( )+ Sb i( )≤
Sb i 1–( ) πra t( ) Tab ξ( )+<

a a∀ Q∈( )/

πra t( )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
⎜ ⎟
⎜ ⎟
⎛ ⎞

≥

ξ t πra t( )+=

a∀ LMk∈

b∀ LMk 1+∈ Pra t( ) b⊕ Ψb∈ ξ T πra+=

그림 2. 서비스시간제약 고려한 최적v조건 개념도

표 2. 추가된 알고리즘 사용표식과 내용

표 식 표 식 내 용

각각 최대환승횟수, 최대환승시간, 최대통행시간, 최
대가능좌석수, 최대지불요금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도착노드까지의 환
승횟수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도착노드까지의 환
승시간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잔여좌석(예약)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a의 도착노드까지 요금

Θ Ξ π Λ F, , , ,

Θra t( )

Ξra t( )

Λra t( )

Fra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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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II장에서 언급된 출발시간 스케줄은 수단의 조건을 반

영한 것으로, 본 장에서는 이에 덧붙여 이용자가 통행수단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의 반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로드맵이 완성되면 실제적인 이용자 개인에게 적합

한 맞춤형 대중교통정보체계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복수의 대중교통수단이 존재하는 교통망에서

이용자의 경로 선택 시 반영될 수 있는 통행시간, 환승시간,

좌석여부, 요금, 출발시간을 고려하여 K경로탐색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장에서 사용하는 표식은 II장의 서비스시간제약을 고려

한 동적 K최소시간경로탐색에서 사용한 표식을 사용하였으

며, 사용자의 제약조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변

수를 추가하였다.

3.1 최적식

환승수단의 서비스시간제약, 환승횟수제약, 환승시간제약,

최소통행시간제약, 좌석예약제약, 요금제약을 제약조건으로

반영하여 사용자가 최소통행시간경로를 선정하기 위한 최적

식을 구상하면 식 (2)와 같다. 최적식은 서비스시간을 고려

한 동적최소시간 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최적식과 동일하나,

서비스시간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식은 사용자가 값을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수변수(Parameter Variables)

들을 사용하며, 조건식에 맞지 않을 경우 경로의 탐색을 중

지한다.

식 (2)는 링크(수단) a에서 링크(수단) b로 환승하는 경우

환승시간의 서비스시간스케줄을 고려하며, 환승시간, 대기시

간, 주행시간을 고려한 최소의 통행시간경로를 산정하는 것

을 나타낸다. 여기서 추가된 선호도제약조건과 계수변수의

상한 값을 임의로 조정하여(반복적 수행을 통하여) 사용자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대안 경로 집합을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는 일부 계수변수의 미세한 수

치의 변화를 통해 최적해에 도달할 수 있다.

(2)

여기서, 이고, 서비스시간제약은 동일하며, 기타 제

약은 다음과 같다.

: 최대환승횟수 제약

: 최대환승시간 제약

: 최소통행시간 제약

: 좌석확보여부 제약

: 최대부과요금 제약

3.2 알고리즘

최적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경로삭제기법을 활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3.2.1 알고리즘

•단계1 : 초기 교통망 GM1
에 서비스시간제약과 경로선호

도를 고려한 링크기반 시간 종속적 최소시간경로탐색알고리

즘을 수행하여 P1
rs(t)을 발견한다.

•단계2 : k=2부터 K까지 반복 네트워크 확장알고리즘으로

GMk-1
에서 GMk

를 구축하고, GMk
에 추가된 노드 및 링크표

지를 서비스시간제약과 경로선호도를 고려하여 Pk
rs(t)를 확정

한다.

3.2.2 단계1의 세부알고리즘

전체경로삭제알고리즘 단계1의 서비스시간제약과 최소통행

시간제약, 최대환승시간제약, 좌석확보제약, 최대부과요금제

약을 고려한 표지기반 동적 최소시간경로탐색알고리즘을 고

려하여 최소시간경로 Pk
rs(t)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1 : 초기화

출발지 r이 시작노드인 링크(수단) e의 t시간의 링크(수단)

통행시간이 최대통행시간제약, 최대환승시간제약, 좌석확보

(혼잡도)제약, 최대요금제약을 만족하면 pre(t)=ce(t)이고, 링크

(수단)를 탐색 링크(수단)집합 Q에 저장한다. 이 때 Q에 저

장되지 않은 링크(수단) 에 대해서는 무한대 시간

(πra(t)=∞)으로 초기화한다.

•단계1-2 : 다음 탐색 링크(수단)의 결정

집합 Q에서 최소통행시간 표지를 갖는 링크(수단)를 다음

탐색 링크(수단)로 선정하며, 선정된 링크(수단)를 집합 Q에

서 삭제한다. 이 때 Q에 포함된 링크(수단)가 존재하지 않

으면 종료하고, 목적지 s를 끝노드로 하는 링크(수단) 중 최

소통행시간 표지를 갖는 링크(수단)의 시간이 동적 최소통행

시간경로(P1
rs(t))의 통행시간으로 한다.

•단계1-3 : 인접 링크(수단) 탐색

단계2에서 선정된 링크(수단) a의 끝노드가 시작노드인 인

접 연결 링크(수단) b에 대하여 링크(수단) b의 서비스시간

을 고려하여 수단 환승에서 발생되는 환승소요시간(Tab(ξ)과

환승대기시간(Wab(ξ+Tab(ξ))이 서비스시간 전에 만족되면서,

다음의 제약조건을 만족하게 한다.

•최대통행시간제약 :

 

•최대환승시간제약 :

•좌석확보(혼잡도)제약 : 

•최대요금제약 : 

을 만족하는 최적조건

에 대하여 링크(수단) b를 Q에 포함하고, 통행시간, 환승시

간, 요금을 계산한 후 단계1-2를 반복한다. 이 때 ξ=t+πra(t)

이다.

πra t( ) min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

a∀ Γb
+∈

Θrb t( ) Θ≤
Ξrb t( ) Ξ≤
πrb t( ) π≤
Λrb t( ) Λ≤
Frb t( ) F≤

a a∀ Q∈( )/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π≤

Ξ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Ξ≤

Λb t( ) Λ≤
Frb t( ) F≤

πrb t( )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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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단계2의 세부 알고리즘
■ GMk

에 포함된 링크와 GMk+1
에 포함된 링크b에 대해 πrb

(t)=min[πra(t)+Tab(ξ)+Wab(ξ+Tab(ξ)]이다. 여기서 ,

, 을 수행하며, 다음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게 한다.

•최대통행시간제약 :

 

•최대환승시간제약 :

•좌석확보(혼잡도)제약 : 

•최대요금제약 : 

■ GMk+1
에 포함된 링크 (a,b)에 대해서도 GMk

에 포함된 링

크a와 GMk+1
에 포함된 링크b의 경우와 동일하다.

4. 사례 연구

4.1 적용 네트워크

개발된 동적 K경로알고리즘이 현실교통망과 같은 대규모

교통망에서도 합리적인 경로를 탐색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 및 수도권 철도망에 대하여 적용해 보았으

며, 이를 위해 역간거리, 노선별 표정속도, 환승역별 환승시

간 등의 실제대중교통속성자료를 사용하였다.

4.1.1 적용네트워크

동적 K최소시간경로탐색알고리즘 적용을 위해 사용한 서

울시 및 수도권철도망은 2006년 5월 기준으로 철도 및 지

하철역을 대표하는 362개의 노드, 804개의 링크, 60개(방향

별로는 419개)의 환승노드(환승역)로 구성된다(그림 3 참조).

또한, 각 역별 통과노선 및 역간 거리, 배차간격, 환승역별

환승시간 등은 표 3~표 6과 같으며,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노드자료, 링크자료, 각 호선의

평균표정속도자료, 환승통행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의 수도권 철도 노드자료 및 표 4의 링크자료는『연

도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

서 구축한 EMME/2 네트워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 5의

노선별 표정속도자료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자료를 사용

하였다.

통행시간은 구간통행시간과 환승시간으로 구성되고, 이때

구간통행시간은 노선별로 산출되며 적용된 통행시간함수는

식 (3)과 같다.

a∀ LMk∈

b∀ LMk 1+∈ Pra t( ) b⊕ Ψb∈

π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

+Cb ξ Tab ξ( )+ Wab ξ Tab ξ( )+( )+( )
π≤

Ξra t( ) Tab ξ( ) Wab ξ Tab ξ( )+( )+ + Ξ≤

Λb t( ) Λ≤
Frb t( ) F≤

표 3. 입력 노드자료의 예

노드번호 역 이름 역 번호 x표 y좌표 환승횟수 1호선 2호선 3호선

1 의정부 북부 503 204038.42 469867.95 0 91 0 0

2 의정부 502 204117.17 468503.52 0 91 0 0

3 회 룡 501 204117.17 467244.04 0 91 0 0

… … … … … … … … …

그림 3.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표 4. 입력 링크자료 예

링크번호 시작노드 도착노드 링크길이(km) 호선

1 1 2 1.2 91

2 2 3 1.6 91

3 2 1 1.2 91

4 3 4 1.4 91

5 3 2 1.6 91

… … … … …

표 5. 호선표기 및 표정속도

Notation 기 관 호선 구간
표정

속도1(km/h)

1

서 울
지하철공사

1 회기-용산 31.2 

2 2 시청-시청 33.6 

3 3 구파발-수서 34.0 

4 4 당고개-남태령 35.8 

5

서 울
도 시
철도공사

5 방화-상일동 32.7 

6 6 봉화산-응암 30.1 

7 7 장암-온수 32.3 

8 8 암사-모란 34.2 

91

한 국
철도공사

경원선 의정부북부-회기 36.0 

92 분당선 선릉-보정 37.7 

93 경부선 서울역-천안 46.2 

94 안산선 금정-오이도 37.6 

95 경인선 구로-인천 34.8 

96 과천선 남태령-금정 45.0 

97 일산선 지축-대화 41.8 

98 중앙선 용산-덕소 40.8

99 인 천
지하철공사

인천선 귤현-동막 32.6 

자료 : 도시철도공사, 2004 수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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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구간통행시간(t)

환승시간은 환승소요시간자료와 (평균)대기시간으로 구성

되는데, 환승소요시간은『대중교통이동성분석지표 개발(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5년)』에서 구축한 환승통행실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환승소요시간이라 함은 환승시작역 플

랫폼의 중간에서 환승도착역의 플랫폼 중간까지의 물리적 도

보통행시간을 의미한다. 대기시간은 해당 호선에 대하여 평

균배차간격의 1/2로 평균대기시간개념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 적용 시 출발시간은 로 통일하였으며, 각 시간간

격 와 관계없이 역간 통행시간, 환승소요시간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역간 통행시간은 오직 표 5의 표정속도에만

의존하며, 환승소요시간 역시 시간간격 t와 관계없이 역별로

표 6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대안 경로와 동적

정보를 고려한 맞춤형 환승교통정보를 서울시 및 수도권도

시철도망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위해 3장에서 구축한 서비

스시간제약을 고려한 동적 K최소시간알고리즘에 표 7과 같

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두 가지 제약조건을 포함시

켜 통행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구현시켜 보았

으며, 그 결과는 시나리오 1은 그림 4, 표 8와 같으며, 시

나리오 2는 그림 5, 표 9와 같다.

표 7의 제약조건을 토대로 경로선호도를 고려한 동적 K최

소시간경로탐색결과 통행자가 시나리오 1 또는 시나리오 2

의 조건에서 통행시간을 최소화할 경우, 즉 시나리오 1에서

총요금이 1,600원 미만이며, 환승횟수는 5회 이하, 환승시간

은 200t 이하, 총통행시간은 1,550t 이하로서 잔여좌석이 있

는 경로를 찾을 경우 그림 4과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녹

번역에서 미금역까지 5개의 경로가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나리오 2의 경우에서는 그림 5과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 1의 5개 경로 중 시나리오 2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오직 1개의 경로만 탐색되어짐을 알 수 있다.=
구간통행거리(km)

× 3600/시/10 (3)
노선별표정속도(km/h)

표 6. 환승통행자료 예

환승
노드
번호

시작
노드

환승
노드

도착
노드

환승
소요
시간(분)

배차
간격(분)

평균
대기
시간(분)

1 도 봉 도봉산 장 암 1.78 3.00 1.50 

2 도 봉 도봉산 수락산 1.66 3.00 1.50 

3 망월사 도봉산 장 암 1.93 3.00 1.50 

4 망월사 도봉산 수락산 1.80 3.00 1.50 

5 장 암 도봉산 도 봉 1.78 3.00 1.50 

6 수락산 도봉산 도 봉 1.66 3.00 1.50 

표 7. 맞춤형 교통정보를 위한 제약조건

제약조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요금(원) 1,600 1,400

총환승횟수(회) 5 2

환승시간(t) 200 60

총통행시간(t) 1,550 600

잔여좌석수 존재 존재

그림 4. 맞춤형 교통정보제공결과(시나리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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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호도를 고려한 동적 최소시간경로탐색 알고리즘의

개별 경로 궤적을 살펴보았을 때, 이상의 제약조건을 만족시

키며 서비스시간제약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소통행시간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장에서 구축한 알고리즘

이 대규모 교통망에서의 맞춤형 정보 구현에 적용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통행거리, 통행요금, 환승횟수, 좌석여부 등

의 대중교통망에서의 환승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유입기반 전

체경로삭제기법을 기반으로 한 K경로탐색 알고리즘에 사용

자의 다양한 요구조건(수단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환승시

간, 대기시간,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대안경로 정보를 제공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수도권 도시철도망에 적용해 본 결과

합리적인 경로가 산출되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알고

리즘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망에서 통행자가 자신의 요구조

건에 부합하는 경로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할 수 있도

록 전자·통신 연구분야의 양방향 무선통신시스템 도입을 통

해 실시간 동적통행정보 제공에 적합한 최적의 통합알고리

즘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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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최소통행시간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정보제공결과
요약(시나리오 1)

K 구간통행
시간(t)

거리
(km)

요금
(원)

환승
횟수

환승소요
시간(t)

환승대기
시간(t)

1 523.4 47.3 1,400 1 9 37.9

2 546.1 45.8 1,400 3 33.0 38.6

3 576.7 47.8 1,400 1 8.5 81.3

4 605.0 49.0 1,400 3 36.5 56.1

5 611.4 43.0 1,400 4 58.3 110.5

그림 5. 맞춤형 교통정보제공결과(시나리오 2)

표 9. K최소통행시간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정보제공결과
요약(시나리오 2)

K 구간통행
시간(t)

거리
(km)

요금
(원)

환승
횟수

환승소요
시간(t)

환승대기
시간(t)

1 523.4 47.3 1,400 1 9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