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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연계성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두 노드 간의 경로 수, 경로의 굴곡도,

설계속도 및 용량을 고려하여 노드 간연계성 지수를 정의하였다. 노드의연계성은 그 노드와 타 대상 노드들 간의 연계성

지수의 가중 평균으로 산출되는데, 여기서 대상 노드들과의 연결 가중치는 통행수요와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본연구에서

개발한연계성평가모형을가상가로망에적용한결과모형이적용가능하고적정한결과를산출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

다. 본 연구의 연계성 평가 모형은 통행 단위를 통일시키고 철도 링크의 용량 산정 문제를 해결하면 철도 네트워크를 포함

하는 통합 교통 네트워크의 연계성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proposes a model for measuring the connectivity of nodes in road networks. The

connectivity index between two nodes is characterized by the number of routes, degree of circuitousness,

design speed, and route capacity between the nodes. The connectivity index of a node is then defined as

the weighted average of the connectivity indexes between the node and other nodes under consideration.

The weighting factor between two nodes is determined by the travel demand and distance between them.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to a toy network shows that it reasonably well quantifies the level of

connectivity of nodes in the network. If flow of rail networks can be measured in the same scale as that

of road networks and the capacity of rail links can be estimated, the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could

be applied to intermodal transportation network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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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

시로 인구, 산업, 경제 및 교통시설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집중은 교통 혼잡을 비롯하여 소위 도시문제라 통칭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산출물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의 주된 해결방법은 추가적인 시설의 공급

이었다.

교통 측면으로 한정하자면 차가 막히는 지역에 도로를

더 건설함으로써 교통 혼잡을완화시키고자한 것이다. 그

러나 교통시설의 공급은 추가적인 통행수요를 유발하고

이로인해교통혼잡은더욱가중되어 공급의 추가가근본

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대도시와달리지방에서는 도로가 어느 정도 막히는지

와같은교통 서비스의질적인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기이

전에, 어느 지역으로 직접 연결된 도로가 있는지와 같은

절대적인 교통 시설의 부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

각되어 왔다.

교통시설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에서는 사회적

측면과정책적 측면이 일부 고려되기는 하지만, 투자된 비

용 대비 발생하는 편익의 크기로 산출되는 경제성이 사업

추진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정성봉․박준

식, 2009). 이러한 타당성평가의 구조는 대도시 교통시

설의 추가 공급을 부추기면서 지방의 교통시설 확보를 가

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기존의 교통체계효율화

법 을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복합수송체계의 발전, 글

로벌교통물류 경쟁 격화등대내의여건변화에적극대처

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증대, 거점중심 연계

교통망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등 고효율․저비용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법률의 시행과정에 나

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으로 전부 개정하였다(국토

해양부, 2008).

개정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해양부, 2009)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 하나가 교통물류거점의 연

계교통체계 고도화 부분이다. 이는 교통 소통상태가 혼잡

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추가로

공급하던 기존의 교통시설 구축방향을 국가 전체적인 통

합 교통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물류

거점 중심의 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패러다

임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한 교통 네트

워크의 연계성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교통물류거점은

교통네트워크에서특정한노드에해당하므로분석의대상

은노드가되고분석의내용은노드의연계성이된다. 그러

나불행히도기존의교통네트워크분석은노드가아닌링

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고, 교통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특성을분석하는모형이나방법론에대한연구는찾아보기

가어렵다. 또한분석의내용역시기존에는이동성에초점

이 맞추어져왔기 때문에 연계성 분석에 관한 연구도 그다

지 많지 않으며, 개념적으로도 접근성(accessibility)

또는 신뢰성(reliability)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 네트워크에서 연계성의 개념

을구체화하고노드를중심으로한연계성분석모형을개발

하여 교통 네트워크에서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체계를 분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교통 네트워크는 도로 네트워크와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 네트워크는 지형 공간상에 실제로

설치된 도로 구간을 링크로, 도로 구간 간의 결절점을 노

드로모형화하는반면,대중교통네트워크는지형공간상에

설치된 물리적 시설이 아닌 대중교통 노선의 운행계통을

네트워크로 표현한다. 즉,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운행 차

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서비스하는 정류장의 순차적

연결을 나타내는 가상의 네트워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서 링크의 속성은 해당 링크를 운행

하는 노선의 속성에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도로 네트워

크와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따른다. 본 연

구의 연계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데 결론 부분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체

교통 네트워크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본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 네트

워크분석에서많이사용되는중심성분석모형과교통네트

워크의 신뢰성 분석 모형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노드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로 네트워크에서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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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소규모 가상 가로망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용성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 평가 모형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

안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1. 노드의 중심성

교통 부문에서 노드의 속성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

된 사례는 찾아보기힘들다. 교통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특

정링크또는 경로의추가및 용량확대가주변교통상태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

에 분석의 대상은 노드가 아닌 링크에 한정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연결 상태나 서비스수준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정 기종점을 연결하는경로의 용량 및 통행

시간 신뢰성 분석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러한 분석 및 평가모형에서도 노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 구성원들 개

개인의 속성 분석에서벗어나 개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네

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Borgatti and Everett, 1997).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노드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

이 주를이루는데, 노드의 중심성은크게 degree, between-

ness, closeness centrality(Freeman, 1979)와 eigen-

vector centrality(Bonacich, 1972)의 4가지로 분류

된다. 이러한 노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각각의

정의에따라 그값이 상이하게 산출되지만 대체적으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을순위매김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통해정보나질병의전파등에대한효과적대처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된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사람들이맺는 인간관계, 웹

의 연결형태, 병의 전염경로, 바이러스의 전파형태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연

결된 네트워크가 아닌 개념적인 연결 상태를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드와 링크의 용량제

약이 없으며 링크는 단순히 연결된 상태만을 나타낸다.

교통 네트워크는 이와달리 물리적인연결 상태를그대

로 모형화한다. 따라서 노드와 링크가 수용할 수 있는 용

량제약으로 인해 한 노드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의 수가

한정되며, 링크길이나 차로수와 같은 링크의 속성값에따

라 노드들 간의 연결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즉,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노드의 중심성 분석을

교통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2. 네트워크의 신뢰성

신뢰성 이론에서는 신뢰성을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하

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확률”로 정의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네트워크의 성능평가에 신뢰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Bell(2000)은 네트워크 신뢰성에 네트워크 연결성

(network connectivity)과 성능 신뢰성(performance

reliability)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성

능 신뢰성은 성능을판단하는 기준에따라 통행시간 신뢰

성(travel time reliability)과 용량 신뢰성(capacity

reliability)으로 구분된다.

네트워크 연결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링크의 단절로 인

해 기종점 간 연결이 단절될 확률로 표현되는데, 링크의

용량을 0과 1의 이진 변수로볼경우 용량 신뢰성은 네트

워크 연결성을 나타내므로 네트워크 연결성은 용량 신뢰

성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Chen 등, 2002).

Bell(2000)은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네트워크의 상태에 대해서극단적으로 비관적일 경우에도

예상 통행비용이 수용 가능한 네트워크는 신뢰할 만하다”

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통행비용을 통행시간으로 보면

통행시간 신뢰성이 된다.

Chen 등(2002)은 용량 신뢰성(capacity reliability)

을 “네트워크가어떤통행수요를 주어진서비스수준하에

서 감당할 수 있을 확률”로 정의하였고, Morlok and

Chang(2004)은 교통 시스템의 용량 유연성(capacity

flexibility)을 “교통 시스템이 만족할 정도의 성능을 유

지하면서통행수요의 변화나 변동을감당할수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

신뢰성이 확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된 여

러 가지 교통 네트워크 신뢰성도 확률값으로 산출된다. 이

를 요약하자면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산출하고자 하는

확률값은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없기 때문에 링크 용량과

통행 수요를 변화시켜 가면서 통행시간이나 용량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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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약조건 변화요인 산출값

통행시간

신뢰성

- 링크 용량과 통행수요 변화에 따라 특정 기종점(또는 네트워크 전체의 모든

기종점)의 통행시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
주어진 링크 용량 하에서 통행수요 변화에 따라

주어진 통행수요 하에서 링크 용량의 변화에 따라

용량

신뢰성

- 링크 용량과 통행수요 변화에 따라 특정 기종점(또는 네트워크 전체의 모든

기종점)의 통행량이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주어진 링크 용량 하에서 통행수요 변화에 따라

주어진 통행수요 하에서 링크 용량의 변화에 따라

<표 1> 제약조건과 변화요인에 따른 네트워크 신뢰성의 산출값

치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인

확률값을 산출하게 된다. 제약조건을 무제약, 용량제약,

수요제약의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으나 이는 단지 계산의

양에 관계된 사항이므로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

다. Bell(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신뢰성의

측정은매우 복잡한 문제로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이 그다

지 용이하지 않다.

네트워크 신뢰성이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와강도를 아

우르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의 연계성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에 제시된

네트워크 신뢰성 측정 지표들은 연결 상태, 통행시간 측면

에서의 연결강도, 용량 측면에서의 연결 강도와 같이 하

나의 속성만을 설명하고 있어 신뢰성의 전체 개념을 포괄

하는 측정 지표로써는 한계를갖는다. 또한 용량이나 통행

수요의 변화 범위에따라 산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분석자의 임의성이 내재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즉,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네트워크의 성능이 다르게 평가되므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Ⅲ. 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성 평가 모형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연계성은 네트

워크의 연결 상태와강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계성 측

정 지표는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와강도를 모두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 및 통행자들의 인지수준

차이에따른가변적인확률적변동을배제하여결과의일관

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네트

워크의 연결 상태와강도를 모두 포괄하며 확률적인 변동

이 없는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1. 네트워크 연계성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연계성을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새로운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의 연결 상태와강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신뢰

성과 평가의 목적과 방향은 유사하지만 개념의 구체성 향

상, 지표산출의 용이성 확보, 입력자료의 임의성에 따른

결과의 신뢰도 저하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확률적인 개념

을 배제하도록한다. 또한 네트워크신뢰성은 특정 기종점

또는 네트워크 전체가 평가의대상이 되는반면, 네트워크

연계성은 특정 노드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즉,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연계성은 교통물류거점과 같은 특

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타 노드들과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노드의네트워크연계성이란네트워크내의타노드들과

연결되어있는정도를나타낸다. 즉, 네트워크내의타노드

들과용량이크고통행시간이짧은여러경로들로연결되어

있는 노드는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정의에서 “타 노드들”은 어떤노드들을 나타내는

지명확하지않다. 기본적으로 타 노드들은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노드집합의 모든원소들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그

러나 속성이 다른링크를 연결하는 연결점이나 단지 기하

구조의변화를 모사하기위한단절점등은노드자체가어

떤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연계성의 의미를 살리기 위

해서는 통행 기종점이나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결점과 같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노드들로 대상 노드의 집합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계성 측정을 위한 대상

노드를 한정하는 방법은 노드 집합의 원소를 한정하는 방

법과노드의연결가중치를 적용하는방법을생각할수있

다. 본 연구에서는노드의 연결 가중치를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계성 산정 모형 부분에서 자

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타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정도”란, 연결상태와연결

강도를 포괄하는 연계성의 측정지표로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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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가) 굴곡도

① ②

(나) 경로수

① ②

(다) 설계속도

① ②

(라) 용량

<그림 1> 노드 간 연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 산정 모형

1) 두 노드 간의 연계성

연계성 측정 지표가 연결 상태와 연결강도를 모두 포

괄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경로의 수, 경로의 용량, 통행시

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 두 노드를

대상으로 위의 요소들이 어떻게반영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1>의 (가)에서①번경로를보면 두노드가연결

되어있기는하지만 여러지점을 경유하기때문에연결거

리가 길다. 이에 반해 ②번 경로는 두 노드가 직선거리로

연결되어 있어 ①번 경로에 비해 연결 정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의 연결 정도 차이는 두 노드 간

직선거리 대비 경로의 거리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로의 굴

곡도(circuity)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림 1>의 (나)에서 두 노드를 연결하는 경로의 수가

많은②번의 경우가①번의 경우보다 두 노드 간 연결 정

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의 (다)는 설계속도가 다른두 경로를 비교한

것으로 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설계속도가높은 경로가

그렇지 않은 경로보다 통행속도가 높고 통행시간이 짧아

두 노드 간 연결 정도를좋게 한다. 그러나 통행시간의 차

이는 설계속도뿐만 아니라경로의 굴곡도에도종속적이기

때문에설계속도와굴곡도를동시에고려하는것이바람직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곡도를 거리의 비율이 아닌

통행시간의 비율로 산출하여 설계속도의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림 1>의 (라)는경로의용량차이에따른연결정도

의 차이를보여주는 것인데, <그림 1>의 (나)에서 두노드

를 연결하는 모든경로들의 용량이 동일하지 않다면 단지

경로의 수만으로②번의 경우가①번의 경우보다 연결 정

도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경로의 수는 각

경로의 용량과 같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결정도에영향을미치는이상의 4가지속성을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네트워크의 노드 에서 노드 로의 연계

성 지수 를 식(1)과 같이 정의한다.

  
∈





×

 (1)

여기서,

 : 에서 까지 직선거리를 최대 설계속도로 통행

할 경우의 통행시간


 : 에서 까지 연결하는 경로 의 통행시간


 : 에서 까지 연결하는 경로 의 용량

 : 에서 까지 연결하는 경로의 집합

노드 에서 노드 를 연결하는 경로 의 용량은 경로

를 구성하는 링크들의 용량 중 최소값으로 정의된다. 즉,


 min ∈ (2)

여기서,  : 링크 의 용량

 : 경로 을 구성하는 링크의 집합

식(1)에서 는 두 노드 간의 이상적인 최소 통행시

간이고, 
 는 현실적인 통행시간으로 

 는 경로 

의 굴곡도를 통행시간의 비로 표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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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결 가중치 설정

이므로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 



에 통행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통행시간을 적용하면

순수한 공급 측면에서의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통

행량이 배정된 상태에서의 통행시간을 적용하면 통행자

들이 체감하는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다.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가 양방향 대칭이고,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에서의 회전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노드 에

서 노드 로의 연계성 지수 와 노드 에서 노드 로

의 연계성 지수 가 동일하게 산출된다. 그러나 현실

의 도로망은 양방향 링크가 대칭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한 노드에서의 회전제약이 이동 방향별로 상이하기 때문

에 와 는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즉, 노드 

에서 노드 로 가는 경로와 노드 에서 노드 로 가는

경로가 서로 대칭일 경우에만 와 가 동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와 가 서로 다르다.

2) 노드의 연계성

앞에서는네트워크에서두노드간의연계성지수를산정

하는 방법에 대하여논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노드의 연계성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네트워크에서 노드 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i) 노드 에서 다른 노드들로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ii) 다

른노드들에서 노드 로의 연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i)의 연계성을 노드 의 유출연계성(outbound

connectivity), ii)의 연계성을 노드 의 유입연계성

(inbound connectivity)이라 부른다.

노드 의 유출연계성 지수 
는 식(3)과 같이 노드 

에서 타 노드들로의 연계성 지수의 가중평균으로 정의된

다.


  

∈


  (3)

여기서 은 노드집합이며, 
 는 노드 에서 노드 

로의 유출 연결 가중치를 의미한다(
∈


  ).

반면에 노드 의 유입연계성 지수 
는 식(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타 노드들에서 노드 로의 연계성 지수

의 가중평균으로 정의된다.


  

∈


  (4)

여기서 
 는 노드 에서 노드 로의 유입 연결 가중

치를 의미한다(
∈


  ).

노드 의 연계성 지수 는 식(5)와 같이 노드 의 유

출연계성 지수와 유입연계성 지수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5)

연결 가중치 
 와 

 는 노드 에 대한 노드 의 연

결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

지가 있을수있다. 두노드간통행량이많을수록연결중

요도가높고, 인접한 노드일수록연결 중요도가높다고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 노드 간의 거리와 통행량

을 이용하여 식(6)과 같이 유출, 유입 연결 가중치를 산정

한다.


 

∈




 

 
∈




(6)

여기서,  



 : 노드 에서 노드 로의 통행량

 : 노드 에서 노드 까지의 직선거리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1번 노드의

유출 연결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통행수요가없는 3번과 5번 노드의 연결 가중치는 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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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로 제약조건 설정을 위한 예시

로 산출되어연계성 산정 대상에서제외되고, 나머지 노드

의연결가중치는거리와통행량에따라 거리가가깝고통

행량이 많을수록 크게 산정되었다.

3. 경로집합 생성 알고리즘

2절에서는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 산출 모형을 제시

하고모형에사용되는 모든변수와계수들의개념및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그러나 두 노드를 연결하

는 경로의 집합 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경로의 수와

용량이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경로 집합을 구체화하는 것이 연계성 산출 모

형을 구체화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경로 집합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소규모 네트워크일 경우에는노드 간경로 집합을구성

하는데큰어려움이없지만, 네트워크의규모가커짐에따

라 경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로 집

합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경로 집합 생성을

위한 알고리즘은 분석 목적에따라매우 다양하게 제시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 간최대 용량을 확보하는 경

로 집합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최대 유량(max flow)을

산출하는 고전적 알고리즘인 Ford-Fulkerson 알고리즘

(1956)을 기반으로 한 아래의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제

시한다.

<노드에서로의경로집합생성알고리즘>

Step 1. (반복주기 ) 노드 간 최단시간경로 
 탐색

Step 2.   argmin
 ∈

 

Step 3. 
 (즉, 경로 

 를 구성하는 링크 중 여유용량이

최소인 링크의 용량)가 0이면 종료, 그렇지 않

으면 경로 
 를 경로집합 에 포함

Step 4. 경로 
 의모든링크의용량을 

 만큼감소시키고

링크 의 통행시간은 ∞로 설정

Step 5.   그리고 Step 1로 돌아가서 반복함

<그림 3>에서 노드 1에서노드 2로의 경로를생각해보

자. 경로 
 는 경로 

 과 중복되는 링크가 없으며 우회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경로집합 에 포함시키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경로 
 은 경로 

 와 링크 (1,4)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회 정도가 매우 커서 이를 경로집합

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경로 
 의최소용량이 링크 (1,4)의 용량에 의해 결정되면

경로 
 은 탐색되지 않을 것이며, 탐색된다고 하더라도

우회정도가 크기 때문에 

 


의 값이 매우 작게 산출

될 것이므로 에 미치는영향은매우 작을 것이다. 즉,

일반적인 교통상황 하에서는 경로 
 을 선택하는 이용

자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상황을 가

정한 연계성 분석에서는 경로 
 을 경로집합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 규모가 커

짐에 따라 경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수많은 경로들을 탐색

하는데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감안하면 경로 집합을 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통상황이 아닌 지진이나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링크 (1,2)와 (5,2) 등이 단절된

상황을 가정해보면 경로 
 은 경로 집합 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로집합의 구성은 분석의 목

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분석 목적에 무관한 일반적인 경

로집합 생성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분석 목적의 상이함과 분석 결과의 정밀도와 계산시간의

상호 대체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경로 집합 생성 제약조

건이 필요하다.

경로의 제약조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최소 통행시간()에 대한 경로의

통행시간(
 )의 비율값에 대한 기준치를 사용하여 경로

집합 를 식(7)과 같이 제한한다.

    
 ≥   ≤ ≤  (7)

통행시간 비율의 기준치 이클수록계산시간이 절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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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 가로망

<표 2> 기종점 통행량(통행/일)

D

O
1 2 3 4 5 6 7 합계

1 - 3,000 2,000 1,000 1,000 500 1,000 8,500

2 3,000 - 3,000 500 1,000 500 1,500 9,500

3 2,000 3,000 - 500 500 500 2,000 8,500

4 1,000 500 500 - 1,000 500 500 4,000

5 500 1,000 500 500 - 500 500 3,500

6 500 1,000 1,000 500 500 - 1,000 4,500

7 500 1,000 1,500 500 500 1,000 - 5,000

합계 7,500 9,500 8,500 3,500 4,500 3,500 6,500 43,500

<표 3> 유출 연결 가중치 

D

O
1 2 3 4 5 6 7 합계

1 - 0.39 0.13 0.26 0.12 0.05 0.06 1.00

2 0.30 - 0.30 0.04 0.20 0.05 0.11 1.00

3 0.14 0.43 - 0.03 0.06 0.05 0.28 1.00

4 0.46 0.10 0.06 - 0.23 0.10 0.06 1.00

5 0.09 0.41 0.09 0.10 - 0.21 0.09 1.00

6 0.08 0.22 0.16 0.10 0.22 - 0.22 1.00

7 0.05 0.17 0.36 0.06 0.11 0.24 - 1.00

<표 4> 유입 연결 가중치 

D

O
1 2 3 4 5 6 7

1 - 0.30 0.14 0.52 0.15 0.10 0.09

2 0.43 - 0.43 0.12 0.35 0.14 0.20

3 0.14 0.30 - 0.06 0.08 0.10 0.38

4 0.28 0.04 0.04 - 0.17 0.12 0.05

5 0.06 0.20 0.06 0.13 - 0.27 0.09

6 0.05 0.10 0.10 0.12 0.17 - 0.19

7 0.03 0.07 0.22 0.06 0.08 0.27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만 결과의 정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이 작을수록 결과

의 정밀도는 높아지지만 계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계산

시간과 결과의 정밀도는 분석의 목적에따라 달라지므로 

은 분석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조정하는 파라미터가 된다.

경로의제약조건 (7)을반영하여수정된경로집합생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노드에서로의경로집합생성수정알고리즘>

Step 1. (반복주기 ) 노드 간 최단시간경로 
 탐색

Step 2. 

 


 이면 종료, 아니면 Step 3으로 감

Step 3.   argmin
 ∈

 

Step 4. 
 (즉, 경로 

 를 구성하는 링크 중 여유용량

이 최소인 링크의 용량)가 0이면 종료, 그렇

지 않으면 경로 
 를 경로집합 에 포함

Step 5. 경로 
 의 모든 링크의 용량을 

 만큼 감소시

키고 링크 의 통행시간은 ∞로 설정

Step 6.   그리고 Step 1로 돌아가서 반복함

Ⅳ. 도로 네트워크 연계성 평가 모형의 적용

3장에서 개발한 도로 네트워크의 연계성 평가 모형의

적용성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규모 가상 가

로망에모형을 적용해보기로 한다. 모형 검증에 사용된 가

상 가로망은 <그림 4>와 같이 노드 7개, 링크 16개로 구

성되어있으며기종점간통행량은 <표 2>와같다. 링크의

최대 설계속도는 120km/h로 가정한다.

<표 3>과<표 4>에는노드간통행량과거리를바탕으로

식(6)에의해산출된각노드의유출및유입연결가중치가

나타나있다. 네트워크의 링크는 방향별로 대칭이나 통행

량이 양방향 비대칭이기 때문에 유출 연결 가중치와 유입

연결가중치가서로상이하며,통행수요가많고거리가가까

울수록 연결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로 집합 생성시 고려되는 통행시간 비율의 기준치 

을 0.2로 설정하여 노드 간 연계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5>는 노드 5에서 노드 3으로의 연계성 지수 

의 산출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최초 탐색된 경로 
 (5→

2→3)의 통행시간 비율은 0.486으로 기준치인 0.2보다 크

므로 경로 
 의 연계성 지수 1,458을 저장하고 링크의

용량과 통행시간을 갱신한다. 두 번째 탐색된 경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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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1 2 3 4 5 6 7 합계

1 - 8,417 8,469 833 2,079 1,690 3,299 24,788

2 8,417 - 8,000 1,593 1,250 1,665 2,927 23,852

3 8,469 8,000 - 2,090 1,912 1,973 3,030 25,475

4 833 1,593 2,090 - 1,405 859 1,561 8,341

5 2,079 1,250 1,912 1,405 - 1,250 1,548 9,445

6 1,690 1,665 1,973 859 1,250 - 1,456 8,892

7 3,299 2,927 3,030 1,561 1,548 1,456 - 13,820

합계 24,788 23,852 25,475 8,341 9,445 8,892 13,820 114,613

<표 5> 노드 간 연계성 지수 

⇒ ⇒

<그림 5> 경로 생성 및  산출 과정

<표 6> 


D

O
1 2 3 4 5 6 7 합계

1 - 3,281 1,101 217 242 78 192 5,110

2 2,523 - 2,398 71 250 83 310 5,635

3 1,202 3,407 - 72 121 99 860 5,763

4 381 163 116 - 321 88 86 1,154

5 192 516 177 145 - 258 143 1,431

6 133 369 309 85 277 - 323 1,497

7 179 502 1,103 92 168 353 - 2,398

<표 7> 
 

D

O
1 2 3 4 5 6 7

1 - 2,487 1,228 430 321 164 284

2 3,595 - 3,480 184 432 228 597

3 1,206 2,364 - 131 148 191 1,166

4 237 70 73 - 243 105 73

5 132 246 124 181 - 342 133

6 85 164 202 99 216 - 280

7 105 204 659 98 120 398 -

합계 5,360 5,534 5,767 1,122 1,479 1,428 2,533

<표 8> 노드의 연계성 지수 

노드 
 

 

1 5,110 5,360 5,235

2 5,635 5,534 5,585

3 5,763 5,767 5,765

4 1,154 1,122 1,138

5 1,431 1,479 1,455

6 1,497 1,428 1,462

7 2,398 2,533 2,465

→6→7→3)의 통행시간 비율은 0.227로 역시 기준치보다

크므로 경로 
 의 연계성 지수 454를 저장하고 링크의

용량과 통행시간을 갱신한다. 세 번째로 탐색된 경로 


(5→4→1→2→3)은 통행시간 비율이 0.193으로 기준치보

다 작으므로 경로집합에 포함될 수 없다. 이로써  산

출과정이 종료되고 는 1,912으로 계산된다. 모든 노

드 간 연계성 지수 산출 결과는 <표 5>와 같다. 네트워

크의 링크가 방향별로 대칭이고 노드에서의 회전제약도

없기 때문에 노드 간 연계성 지수도 대칭적으로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의노드간연계성지수를 <표 3>과<표 4>의유

출, 유입연결가중치로각각가중한결과는 <표 6>과 <표

7>에나타나있다. <그림 6>은연결가중치에따라 <표 5>

의결과가 <표 6>과 <표 7>과같이변화하는과정을예시

한다. 노드 1의 경우 노드 2와 노드 3으로의 연계성 지수

가 비슷하게 계산되었다. 하지만 연결 가중치는 가깝

고 통행량이 많은 노드 2가높기 때문에 노드 2로의 가중

연계성지수 가노드 3으로의가중연계성지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드 7로의 연계성 지수는 다

소 높게 계산되지만 노드 1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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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1

노드5

연계성 지수  연결 가중치  가중 연계성 지수 

<그림 6> 연결 가중치에 따른 가중 연계성 지수 산출 결과

문에 연결 가중치가 낮아 가중 연계성 지수 역시 낮게 산

출된다.

노드 5의 경우는 모든노드로의 연계성 지수가 비슷하

게 계산되었지만, 거리와 통행량에따라 연결 가중치가 다

르게 산출되어 가중 연계성 지수는 연결 가중치의영향을

크게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드 1로의 연계성

지수가 노드 2로의 연계성 지수보다 크지만 연결 가중치

는 가까운노드인노드 2가높아 가중 연계성 지수도노드

2가 노드 1보다 크게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은최종적인 각 노드의 연계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노드 3의 연계성 지수가 5,765로 가장 높고 노드

2, 노드 1, 노드 7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통행속도가 빠

르고용량이큰링크로연결될수록연계성지수가높게산출

되어 본 연구에서 정의한 연계성의 개념을 적절하게반영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연구에서는교통네트워크에서연계성의개념을구체

하고 노드의 네트워크 연계성을 정의하였다. 정의에따라

노드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하였고, 새로운경로 집합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드

의 연계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모형과

방법론을 검증하기위해가상가로망에적용한 결과본연

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적절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도로 네트워크로 한정하였

다. 그러나 통합교통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도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도 포괄해

야 한다. 서론에서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도로 네트워크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중에서 철도의

경우는 도로 네트워크와 같이 물리적으로 고정된 네트워

크시설을사용하기 때문에 본연구의 연계성 분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계성 분석 모형을 철도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합

교통 네트워크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통행의 단위를 통

일시키는 것과 철도 링크의 용량 산정 문제를 해결해야한

다. 도로 네트워크에서 통행의 단위는승용차 환산 차량수

인 반면, 철도 네트워크에서는 여객은 통행자 수, 화물은

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가 다른 문제가 있다.

또한철도링크의용량은도로링크의 용량과 같이 단순하

게 산정되지않는다. 왜냐하면 철도링크의 용량은운영조

건에따라상이하며 네트워크내의타 링크에 의한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성 분석 모형은 철도 네트워크를

포함한통합교통네트워크에도충분히적용될 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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