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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벽지노선이라 불리는 지방간선노선의 일반열차운영은 이

용수요 대비 비용이 높아 열차운행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수요가 작은 만큼 이용률 및 승차율이 낮고 결과적으로 수

입대비 비용이 높아 운행비용을 운행수입으로 나누는 영업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곧 벽지노선 운행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보상이 이뤄지고

는 있지만 그것이 공공서비스 제공차원에서의 운영을 지속

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다라는 방

증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적자경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철도운영자는 열차운행을 조정하는 것으로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여 적자가 악화되는 것을 방어할 수 밖에 없

으며 이는 노선에 있는 수요가 미미한 개별 역의 열차운행

을 감소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개별 역 이용인

원의 교통이용에 대한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별 역에 대한 조치가 통합되어 노선에 대한 정책이 되므

로 연구의 관점은 개별 역의 열차운행횟수에 대한 사항으로

맞춰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장기적으로 철도역할

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인 영업계수의 악화를

주된 이유로 열차운행의 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철도운영자

의 공공기관적 성격에 배치되어 지역의 민원제기로 철도이

용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체

계화된 기준 정립의 부재로 정치적인 요청에 대한 철도운영

자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중

장기적인 철도운영자의 전략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열차운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장

기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In many cases, operation of regional trunk lines is not profitable to railway operators. Nevertheless, railway

operators are under pressure to manage regional trunk lines running under deficits, to better serve public interests. Given

this situation, railway operators need to optimize assets by adjusting train schedules or changing the number of trains run-

ning. When railway operators judge the operation of a regional trunk line, the B/C ratio is generally used as a management

index. This ratio is not considered part of strategic operational policy over the long term, and excessively influenced by the

aspects of supply and demand over the short term.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indices that might be used to prevent

worsening deficits and provide long term strategic operation policies, main indices to better measure economic situations,

and auxiliary indices to supplement the main index. The main indices were measured in conventional ways to target experts

and employees. This study presents quantitative standards, which are intended to be used to create itemized criteria through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for better decision-making.

Keywords : AHP, Railway operation indexes, Operating region trunk line, B/C ratio

초 록 지방간선노선은 대체로 적자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자상태인 지

방간선노선의 운영을 수행한다.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적자운영노선에서 운영자입장에서의 최적의 자산운용을

열차 편성 수 또는 열차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때 열차운행 횟수나 편성수를 결

정하는 지표로 영업계수(비용/수입 비율)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의 영향만을 지

나치게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열차운영이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운영의 재정 건전성

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정책방향과 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계종사자

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경영성과 산정방식인 영업계수 등 주요지표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 평가항

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

를 산정하여 열차운행 의사결정의 명확한 이론적 근거와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주요어 : AHP, 철도운영지표, 지방간선운영, 영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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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열차운행계획의 판단근거를 명확화하고 계량화

하기 위해 철도운행의 판단지표로 사용되어온 기존의 단기

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면서 중장기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단기지표를 보완하는 정책성 지표 및 지역균형

발전지표 등 계량화된 신규 지표를 산정하여 철도운영자의

채산성 및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계량화된 중장기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을 도

출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중요도에 따른 계층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된 주지표와 보조지표의 체계를 정립하여 장항지역의 장항

역과 포항지역의 포항역에 적용하여 현실적인 효용성을 타

진하였다. 그러나 운영자 중심의 표본 구성과 항목의 선정

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본 론

2.1 이론적 고찰

2.1.1 기존연구사례 검토

기존연구는 대체로 현행 철도 운행계획의 틀 안에서 다양

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객열차의 운행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직접

적인 연구는 운영자의 경영사항으로 공공성이 짙은 공사라

도 영리성을 갖는 회사라는 법인 특성상 기존 수익성 위주

의 단기지표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부화하던지 차량성능시험

(Train Performance Simulation)등에 국한되어 영업성과의 틀

내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이에 본 고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전

략을 도출할 수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신규 지표를 산

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2.2 철도운행 의사결정

2.2.1 열차운행계획

일반열차 운행의 의사결정 결과는 열차운행계획으로 나타

나게 된다. 열차운행계획에는 노선의 각 역에 대한 열차운

행 횟수와 시간과 운행패턴 등이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지

방간선노선에 위치한 개별 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환경

이 급격히 변동된다. 그러므로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별 시간대별 이용수요, 해당 노선과 역의 경영성과, 운영

가능한 차량 상황, 노선이나 역사관련 건설 계획, 지역 교

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1].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요소 중에서 중요하게 판단되

는 사항은 수입지출 관련 경영성과와 이용수요이다. 열차

운행계획을 광의로 해석하면 열차운행 횟수의 변경뿐만 아

닌 역 등급의 변화로 상주직원의 수까지 변동되는 것을 포

함한다. 이런 추가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열차운행

에 관한 변동이 지역의 교통기반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

하면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열차운행 횟수의

환원이나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결국 기존의 계

획을 파기하고 다시 운행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4].

2.2.2 열차운행 의사결정 판단지표의 보완

지방적자노선 역의 열차운행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의사결

정의 틀은 매우 단기적이다. 공사의 경영기반이 악화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인 성과와 향후 수익의 근원으로 판

단되는 이용인원 그리고 수요예측인원 규모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운영자가 그 판

단근거로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은 판단근

거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를 방증한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

근거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수긍하는 사항에 의해 도출

된 결과라야 할 것이다.

2.3 평가항목 선정

2.3.1 평가항목 설명 및 도출

기존의 연구사례 및 예비타당성 평가 지침 그리고 철도투

자평가편람 등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평가 항목

들을 자료 입수의 용의성, 계량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리

Table 1 Analysis of former research

Title Content Check result

A Study on development of method for train 

schedule sim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

Developing methodology to present a variety of 

alternatives in the existing train scheduling plan

Focused on urban subway line and produce 

alternatives from existing theoretical frame

The strategies for rail-oriented 

transportation system and its priorities[2]

To make railway centered transportation system, 

in short term, enforcing investment to connective 

transferring system of railway and in long term, 

making railway centered urban development

Selecting priority of railway investment 

and R&D in the nation dimension

A study on primary factors of station 

building convenient facilities for railroad 

station area development using AHP [3]

In demand side, select priority of station utility 

facility using AHP, flat form is most important, 

second is W.C

In the view of construction, making 

priority and produce point of management

A study on setting of efficiency criteria for 

operating passenger train [4]

Using B/C ratio and using ratio, making sufficient 

criteria and assessing non-efficient number of train 

Efficient criteria is too old to apply. 

Because it can’t contain details of line. so, 

it can be work in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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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중복답변이 가능한 평가항목에 대해 여객 본부 21명

및 철도공사 연구원 10명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 6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1차적인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평

가항목에 대한 설명 및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

사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다

면 추가 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1차적으로 평가항목을 List

화한 후 명목집단법을 통해 설문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판

단토록 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5,6].

각 평가항목에 대해 A방향으로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H방향으로 갈수록 평가항목으로 적당치 않은 것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용지 회수 후 무

결한 설문지 21건에 대해항목별 평균을 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여객철도운영을 위한 의사결정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설

문조사 결과 기존의 영업계수, 이용률, 승차율을 포함한 노

령화 지수 등 총 12개의 항목이 A등급 및 다수의 상위평가

를 받아 선정되었다.

2.4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한 평가항목 선정

2.4.1 AHP분석개요

AHP분석은 다기준 결정분석방법론(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 Methodology)으로 다수의 대안들과 다수의 목표간

설문에 의해 응답한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하여

각 대안들 간의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산정하는 기법이다.

AHP분석은 복잡한 형태의 과제를 각각의 기준, 특성 또는

목표 등의 개별 중요도를 계량화하여 계층적으로 나누고 단

순화하여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하도록 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사항에 대해 ‘세분화 → 비교판

단 → 우선순위의 종합’의 과정을 거쳐 상대적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법이다.

Table 2 Context of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Item Content Assessment Item Content

B/C ratio Economic benefit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wn capital/asset, considering 

business value

Using ratio Seat turnover rate Employment increase rate Regional traffic trent analysis

Loading rate Long distance using trend analysis Regional lag behind rate
Political judgment of regional 

traffic supply

Environment effect
Reducing pollution benefit from 

decreasing road transportation
Politic fitting rate

Directional comparison of government 

police and operation company’s police

Reg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Regional economic impact 

by railway
Regional traffic base rate Regional traffic ratio by traffic means

Value of travel Value of reducing travel time Preference Civil complaint ratio

Aging index
Aging analysis to considerate 

regional growth
Car registration increase rate Car registration increase trend analysis 

Bus/ train operating ratio
Comparison of bus/train operation 

frequency and number of user
Defensive need Considering defensive reason

Regional economic 

redundant rate

Comparison of GRDP increase ratio 

and car increase ratio
Political efficiency rate Traveler’s train/ bus boarding ratio 

Table 3 Survey results of assessment criteria

Assessment item A B C D E F G H Assessment item A B C D E F G H

B/C ratio √ √ √ √ Financial independence rate √ √ √

Using ratio √ √ √ √ Employment increase rate √ √ √

Loading rate √ √ √ √ Regional lag behind rate √ √ √

Environment effect √ √ Politic fitting rate √ √ √ √

Reg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 √ √ √ Regional traffic base rate √ √ √ √

Value of travel √ √ √ Preference √ √ √ √

Aging index √ √ √ √ Car registration increase rate √ √ √

Bus/ train operating ratio √ √ √ Defensive need √ √

Regional economic redundant rate √ √ √ √ Political efficiency rat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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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설문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

을 이원비교행렬을 작성하여 행렬변환의 과정을 거쳐 산출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선택에 대한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

해 Satty(1976)는 식 (1)과 같이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CR<0.1인 경우가 유효한 결

과값이 된다. 일관성 비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7,8].

(1)

여기서

CI : 일관성 지수

RI : 무작위 지수

λmax : 최대 고유치 

n : 요인의 수

AHP분석방법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요인과 계량화된 주

관적인 요인간의 통합 분석이 가능한 유연한 의사결정 수단

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응답의 일관성 비율을 검토한 결과 범위

가 0.0021~0.0822로 CR<0.1의 조건을 충족하여 일관성 비

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4.2 열차 운행 의사결정 지표 AHP 분석

공사의 여객본부 및 연구원의 전문가와 민간 자문가를 대

상으로 여객철도 운행 결정을 위한 1차 도출된 평가항목을

2차로 쌍대비교의 AHP분석방식에 따라 설문조사를 시행하

고 그 결과인 의사결정의 평가지표를 예비타당성 지침의

AHP체계을 준용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란 대

분류 체계로 1차 구분하여 제1계층으로 하고 제1계층에 해

당하는 평가항목을 분류하여 제 2계층으로 AHP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Fig. 1 AHP structure of decision-making criteria

최종목표인 일반열차의 운행 편수 증감에 대한 의사결정

을 위해 1계층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설정하

였다. 공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평가하는 경제성지표에서

이를 보완하는 평가지표로 정부와 운영자의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는 정책성지표와 열차계획상 조치를 취할 지역을 고

려하는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대분류 지표로 설정하여 기존

의 단기적인 운영자 입장만을 고려한 기존의 의사결정 항목

을 다양화하여 단기와 중장기 그리고 운영자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 등 관계자의 입장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반영되어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계층은 대분류 지표인 각 평가지표의 세부평가항목으

로 제1계층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경제성 지표는 기존 평가항목인 영업계수, 승차율, 이

용률을 그대로 계승하여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둘째로 정

책성 지표는 정부와 운영자의 중장기 철도계획, 국토계획, 광

역 발전계획 등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철도 운영자에 대한 민

원과 철도가 활용 가능한 지역의 관광자원과 이용인원간의

관계 등 운영자의 전략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여력지수, 정책적합성, 선호도, 정책유효성의 4개 항목

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로 지역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인구

구조변동, 지역의 경제적 여건, 교통상황 등 지역 여건을 감

안하여 철도운영의 지속성을 판단할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상기 지표에 대한 활용은 Fig. 2와 같이 AHP=1이면 운행

을 증가하고 0.55<AHP<1이면 운행을 현행 유지하거나 상

황에 따라 가감하며 AHP<0.55이면 운행을 감축하는 등 순

차적으로 적용된다.

Fig. 2 Decision-making process

2.4.3열차 운행 의사결정 지표 AHP 분석 결과

공사의 여객본부 및 연구원과 민간 자문가들에게 항목선

정에 대한 1차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계층적 분석

을 위한 2차 설문을 실시하여 전문분석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AHP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1계층의 평가지표 분석결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순으로 중요도가 산정되었으며 제2계층의 세부항목 분

석결과 ‘영업계수 > 정책유효성>지역경제여력지수 > 지역

철도기반시설 비율>이용률 >승차율> 취업자증가율 >정책적

합성 >선호도 >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율 > 노령화 지수 >

재정 자립도’ 순으로 중요도가 산정되었다.

평가항목과 세부 지표별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CR
CI

RI
------

λmax n–

n 1–
---------------------

1

R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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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계층에선 경제성 지표의 영업계수 항목이 전체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뒤로 정책성 지표에선 정

책유효성 지표가 둘째 지역경제 여력지수가 셋째로 높게 평

가되었고 지역균형발전 지표에선 지역철도기반시설비율이 넷

째로 평가되어 각 지표에 대해 고른 평가항목이 선택되었다. 

2.4.4 AHP 분석 결과 적용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를 장항역과 포항역에

대해 적용하는 설문을 철도공사 여객본부와 민간 자문가들

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설문은 영업계수, 이용률, 승용

차 등록대수 증가율 등 수치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것은 수

치를 제시하고 그 수치에 대해 0~1사이의 값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책 적합성과 같은 정성적인 사항은 정부와 운영

자의 해당 지역에 관한 관련계획 등을 리스트화하여 제시하

고 이를 판단근거로 하여 0~1사이의 값으로 평가하여 그 결

과에 종합가중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포

항역이 0.638, 장항역이 0.515로 도출되어 현행 열차 편성

을 유지하는 것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여객 부문의 영업계수가 장항역보다 양호한 포

항역이 경제성 지표에서 장항역에 앞서고 또한 향후 시행할

지역개발정책이 비교적 많은 포항역이 정책성에서도 장항역

을 앞섬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 교

통상황 그리고 인구구조 등이 포항역보다 열세한 장항지역

의 장항역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하기 위한 평가항목

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지표에서 포항역보다 앞서 공공

Table 4 Result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1st level (L=G) 2nd level (L) Total (G) Rate (%) Priority (G)

Economic sector 0.533

B/C ratio 0.760 0.405 34.4% 1

Using ratio 0.144 0.077 6.5% 5

Loading rate 0.096 0.051 4.3% 6

Political Sector 0.315

Regional economic redundant rate 0.288 0.091 10.7% 3

Politic fitting rate 0.115 0.036 4.3% 8

Preference 0.048 0.015 1.8% 9

Political efficiency rate 0.549 0.173 20.3% 2

Regional 

development equity
0.152

Employment Increase rate 0.255 0.039 4.5% 7

Regional traffic base rate 0.552 0.084 9.8% 4

Financial independence rate 0.034 0.005 0.6% 12

Car registration increase rate 0.085 0.013 1.5% 10

Aging index 0.074 0.011 1.3% 11

Table 5 Result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1st level 2nd level Pohang station Janghang station

Economic sector

B/C ratio 0.304 0.203

Using ratio 0.019 0.039

Loading rate 0.013 0.026

Sum 0.336 0.268

Political sector

Regional economic redundant rate 0.068 0.046

Politic fitting rate 0.036 0.036

Preference 0.011 0.011

Political efficiency rate 0.130 0.087

Sum 0.245 0.180

Regional development equity

Employment increase rate 0.020 0.010

Regional traffic base rate 0.021 0.042

Financial independence rate 0.004 0.003

Car registration increase rate 0.010 0.007

Aging index 0.003 0.008

Sum 0.058 0.070

Total sum 0.63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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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원에선 장항선의 열차운행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포항역이 장항역보다 의사결정 지표 종합

점수가 높으므로 향후 열차운행 증가의 가능성은 장항역보

다 포항역이 높게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지

표를 3단계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이를 장항지역의 장항역과

포항지역의 포항역에 적용하였다. 곧 1단계로 평가항목 선

정에 관한 1차 설문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8건

의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그 중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

리고 2단계로 1차 설문 결과를 가지고 명목 집단법을 통한

2차 설문을 진행하여 AHP분석을 위한 원시자료를 확보하

였고 마지막 3단계로 AHP분석과 분석결과를 장항 및 포항

지역의 해당역에 적용시켰다.

평가지표 및 AHP분석 결과는 우선 판단지표인 제1계층

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순으로 중요성이 평가되었

으며 제1계층에 종속된 개별 평가항목인 제2계층은 영업계

수, 정책유효성, 정책적합성, 지역철도기반시설 비율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도출된 AHP결과를 장항지역의 장항역과 포항지역의 포항

역에 적용한 결과는 철도공사 자체의 경영성과나 지역경제

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지원에 있어 장항지역보다 우위인 포

항지역의 포항역이 우세하게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더 투자될 필요를 나타내는 지역균형발전지표

에서는 장항역이 포항역보다 지원의 필요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종 결과값인 AHP 결과를 적용한 의사결정 지표 종합

점수는 포항지역의 포항역이 0.638로 0.515인 장항지역의 장

항역보다 높게 도출되어 두 지역 모두 현행 열차운행을 감

소할 필요는 없었으며 향후 열차운행에 대한 운행편수 증가

에 대한 가능성이 장항역보다 포항역이 더 크다고 분석되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판단의 필

요가 있었던 대구선 및 동해남부선의 포항역과 장항선의 장

항역에 적용하여 적합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 의미가 있으며

전 노선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D.S. Shin, J.S. Lee (2012) A study on development of method

for train schedule sim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5(1), pp. 88-95.

[2] J. Lee, M.J. Sung (2010) The strategies for rail-oriented trans-

portation system and its priorities, 2010 Autumn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pp. 371-379.

[3] Y.S. Go, J.H. Jeong (2010) A study on primary factors of sta-

tion building convenient facilities for railroad station area

development using AHP, 2010 Autumn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Jeju, pp. 730-738.

[4] B.K. Kim, I.H. Kim (2012) A study on setting of efficiency

criteria for operating passenger train, 2012 Spring Conference

of Korean Institution of Industrial Engineering, Gyeongju, pp.

19-25.

[5] S.O. Song (2011) A study on the factors of choosing the liner

shipping companies using AHP method by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

tion, 13(2), pp. 95-117.

[6] B.J. Jeon (2011) A study on the priority order on standardiza-

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using AH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27(1), pp. 179-192.

[7] Kinositaaijo (2012) AHP, Strategic decision making method,

Chungram, Seoul, p. 18-79.

[8] Y.S. Park (2009) Decision making, using AHP, Kyousa, Seoul,

pp. 150-182.

 

접수일(2012년 9월 3일), 수정일(2013년 1월 11일),

게재확정일(2013년 1월 28일)

Jungyu Yang : yjg05@ korail.com

Management Research Department, KORAIL Research Institute,

240 Jungangro, Dong-gu Daegeon City, 300-720, Korea

Ohkeun Ha : okha@korail.com

Management Research Department, KORAIL Research Institute,

240 Jungangro, Dong-gu Daegeon City, 300-720, Korea

Ikhee Kim : nike77@ korail.com

Management Research Department, KORAIL Research Institute,

240 Jungangro, Dong-gu Daegeon City, 300-720, Korea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