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수도권 자동요금징수체계(Automated Fare Collection System: AFC)를 기반으로 생성된 승객의 지하철 통행자료는 환승역사기록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AFC에서 생성되는 지하철 승객의 통행시간 및 거리정보는 TagIn 단말기를 운영하는 운송기관을 기준으로 

할당된다. 이는 AFC기반으로 운영되는 수도권 지하철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통행지표가 승객이 실제로 통행한 경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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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ividual passenger transfer information is not included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Automatic Fare Collection (AFC) data. 

Currently, basic data such as travel time and distance are allocated based on the TagIn terminal ID data records of AFC data. As such, 

knowledge of the actual path taken by passengers is constrained by the fact that transfers are not applied, resulting in overestimation 

of the transport index.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 by which a transit path that connects the TagIn and TagOut terminal IDs in 

AFC data is determined and applied to the transit index. The method embodies the concept that a passenger’s line of travel also accounts 

for transfers, and can be applied to the transit index. The path selection model for the passenger calculates the line of transit based on 

travel time minimization, with in-vehicle time, transfer walking time, and vehicle intervals all incorporated into the travel time. Since 

the proposed method can take into account estimated passenger movement trajectories, transport-related data of each subway 

organization included in the trajectories can be accurately explained. The research results in a calculation of 1.47 times the values 

recorded, and this can be evaluated directly in its ability to better represent the transportation poli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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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도권 지하철 AFC자료는 승객의 환승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AFC자료는 통행수,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의 통행지표를 TagIn 단말기ID를 기

준으로 할당한다. 따라서 AFC자료는 승객의 실제 통행궤적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통행지표 추정의 오류로 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TagIn 

및 TagOut 단말기ID를 연결하는 통행경로 파악을 통하여 통행지표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승객은 차내시간, 환승보행시간, 

배차간격을 고려한 최소통행시간경로를 통행한다고 가정한다. 이 방법은 승객이 이동한 통행궤적을 따라 환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승객이 이동

한 경로에 포함된 지하철 운영기관의 통행관련자료가 통행지표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제안된 방법론은 기존 AFC자료보다 1.47배가 증가한 통

행을 산정하여 교통정책을 위한 지표산정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검색어 : AFC, 지하철네트워크, 환승, 통행지표, 지하철운송기관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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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문제로 남는다.  

Fig. 1과 같이 [홍익대학교→청담]의 승객통행에서 홍익대학교

에서 운영되는 TagIn 단말기ID 운영기관에 따라 승객의 이동과 

관련된 지표가 임의로 AFC자료에 기록된다. 이때 홍익대학교에서 

TagIn 단말기가 2호선[0239], 경의중앙선[1264], 공항철도[4203]

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2호선[0239]로 TagIn하면 승객이 이동한 

통행시간 및 거리는 2호선[0239]이 포함된 서울교통공사에 할당된

다. 그러나 승객의 실제통행경로는 Fig. 1(b)와 같이 [2호선→서울

메트로9호선→7호선]의 노선순서이므로 승객이 이동한 통행시간 

및 거리는 각각 2호선, 서울메트로9호선, 7호선의 3개 노선으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승객이 경의중앙선[1264] 또는 공항

철도[4203]를 TagIn 하면 AFC자료는 실제이동경로와 무관한 

오류가 나타난다(Table 1). 

따라서 Fig. 1의 사례와 같이 승객이 실제로 통행한 경로궤적으

로 반영하여 통행지표(Transport Index)를 생성하는 것이 통행지표 

오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승객이 TagIn 및 TagOut 

ID단말기 간의 통행경로의 궤적을 파악하여 궤적에 포함된 운영기

관의 통행관련자료를 반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때 통행경로는 

승객이 환승한 정보가 포함되며 기존의 통행(Trip)에서 연계통행

(Trip Chain)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통행지표는 통행수, 통행시간, 

통행거리로서 운송기관별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AFC자료에 포함되는 개별승객의 TagIn 및 TagOut 

단말기 ID를 연결하는 경로를 산정하여 승객의 실제통행과 일치시

키는 통행지표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승객은 

TagIn 및 TagOut 단말기 ID 간 최소통행시간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승객이 경험하는 통행시간은 차내시간, 환승이동시

간, 열차배차간격이 포함된다. 

2. 수도권 자동요금징수체계(AFC) 고찰

2.1 수도권 AFC 관련자료

수도권 AFC는 승객의 요금부과 및 운송기관에 대한 수입금 

배분을 위해 운영된다. Fig. 2는 개별승객이 교통카드를 Tag하면 

버스(B) 정류장 및 지하철(S) 역사 ID, Tag시간이 전송된다. 지하철 

및 버스 승객의 Tag 발생자료는 통신으로 수집되고 운영DB로 

이동된다. 수입금배분센터에서 승객의 TagIn/Out 자료연결을 통

해 요금 및 수입금으로 산정한다.

수도권 AFC자료는 개별승객의 5회까지 수단환승인 연계통행을 

포함한다. 연계통행은 수단(1-5), 차량(1-5), 노선(1-5), 승차역

(1-5), 하차역(1-5), 통행거리(1-5), 통행시간(1-5)으로 나타난다. 

Fig. 3은 연계통행(Trip Chainn)을 발생시킨 사례를 버스(B)와 

지하철(S)로 구분하여 1회부터 4회까지 환승횟수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버스(B)는 28개 운영기관, 지하철(S)는 10개 운영기

관으로 구분되며, 버스(B)는 서울, 경기, 인천의 마을버스, 시내버

(a) Card TagIn & TagOut (b) Route Choice between Card TagIn & TagOut

Fig. 1. Card TagIn/Out and Route Choice 

Table 1. TagIn Code and Operation Line and Organization of Hongik University

TagIn Code Line Organization

0239 Line 2 Seoul Metro

1264 Gyeongui–Jungang Line KORAIL

4203 Airport Line Airport Railroa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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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of AFC Data from Bus and Subway Passengers (Lee, 2018)

Table 2. Mode Classification of Prepaid and Credit Cards

Mode Code City/Subway Mode Name Mode Classification Check if Bus (B) or Subway (S)

105 Seoul Seoul Town Bus (105) Town Bus B

115 Seoul Seoul Arterial Bus City Bus B

120 Seoul Seoul Feeder Bus (120) City Bus B

121 Seoul Seoul Feeder Bus (121) City Bus B

131 Seoul Seoul Night Bus (131) City Bus B

130 Seoul Seoul Metropolitan Bus (130) Metropolitan Bus B

140 Seoul Seoul Yellow Bus City Bus B

582 Gyeonggi Gyeonggi Town-Bus Town Bus B

583 Gyeonggi Gyeonggi Town-Bus Town Bus B

584 Gyeonggi Gyeonggi Town Bus (Basic Fare) Town Bus B

500 Gyeonggi Gyeonggi Bus (Distance-Based Fare) City Bus B

511 Gyeonggi Gyeonggi Bus (Basic Fare) City Bus B

550 Gyeonggi Gyeonggi Circular Bus (Distance-Based Fare) City Bus B

530 Gyeonggi Gyeonggi Express City (530) Metropolitan Bus B

533 Gyeonggi Gyeonggi Express City (533) Metropolitan Bus B

570 Gyeonggi National Red Bus (570)-Distance Fare-M Bus Metropolitan Bus B

470 Incheon Incheon Town Bus (Basic Fare) Town Bus B

475 Incheon Incheon Arterial Bus City Bus B

476 Incheon Incheon Rapid Arterial Bus City Bus B

480 Incheon Incheon Express City Bus City Bus B

481 Incheon Incheon Feeder Bus City Bus B

472 Incheon Incheon Town Bus City Bus B

483 Incheon Airport Express City Bus (483)-Distance Fare Metropolitan Bus B

485 Incheon Incheon Bus-2017 (New) Metropolitan Bus B

487 Incheon Incheon Old Metropolitan Bus City Bus B

488 Incheon Incheon Metropolitan Bus City Bus B

491 Incheon Incheon Express City Bus (491)-Distance Fare Metropolitan Bus B

496 Incheon National Red Bus (496)-Distance Fare-M Bus Metropolitan Bus B

201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1–4Lanes) Subway S

202 Metropolitan area Korail Subwa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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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광역버스, 지하철(S)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KORAIL

의 3개 공사운영기관과 신분당선을 포함한 7개 민자운영기관으로 

총 10개 운영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2.2 AFC기반 수도권 지하철네트워크

수도권 AFC기반의 지하철네트워크는 현재 10개 운영기관이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역사는 총 628개이며 이중 2개 

이상의 노선으로 운영되는 환승역은 103개 이다. 이중 3개 노선의 

환승역은 8개, 4개 노선은 5개로 구성되어 있다(Fig. 4). 7개의 

민자노선 운영에 포함된 환승역은 28개 이다(Fig. 5). 1일 선․후불카

드를 이용하는 통행은 약 2,000만(trip)으로 이는 약 1,500만(trip 

chain)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하철 이용통행은 약 800만(trip)으로 

나타난다. 

수도권 AFC로 운영되는 선․후불카드자료는 지하철운영기관의 

단말기ID로 승객에게 부과되는 운임을 산정한다. 운임은 사전에 

승객이 최단거리로 지하철네트워크를 이용했다는 가정으로 계산된 

수치이다. 출발역의 단말기ID와 도착역의 단말기ID를 통해서 운임

이 계산되며 출발역 단말기ID의 운영기관으로 운임전액이 적립된

다. 이러한 사항은 지하철운송기관의 통행경로의 정확한 예측에 

대한 사후검토가 필요함을 예시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지하

철운영과 승객의 이동을 일치시키는 준비작업은 수도권 AFC기반 

지하철네트워크와 지하철역사에 운영되는 단말기ID가 연계되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Fig. 6은 승객이 경로를 통해 진출입한 역사와 

중간에 통과한 경로와 환승역을 가정하여 나타내고 있다. 진입역사

ⓡ과 진출역사ⓢ, 환승역사ⓙ로 나타나며 ⓡ은 3개(r1,r2,r3), ⓢ는 

3개(s1,s2,s3), ⓙ는 3개(j1,j2,j3)의 단말기ID로 각각 구성된다. 

2.3 수도권 AFC기반 통행지표

수도권 AFC자료는 승객의 이동과 관련된 통행정보를 포함하고 

Table 2. Mode Classification of Prepaid and Credit Cards (Continue)

Mode Code City/Subway Mode Name Mode Classification Check if Bus (B) or Subway (S)

203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5–8Lanes) Subway S

204 Metropolitan area Incheon Transit Co. Subway S

205 Metropolitan area Seoul Metro 9 Co. Subway S

206 Metropolitan area Airport Railroad Co. Subway S

208 Metropolitan area Shinbundang Railroad Co. Subway S

209 Metropolitan area Gyeonggi Railroad Co. Subway S

231 Metropolitan area Yongin Everline Co. Subway S

232 Metropolitan area Uijeongbu LRT Co. Subway S

235 Metropolitan area UI-Sinseol LRT Co. Subway S

Fig. 3. Five Mode Chain Cases of Prepaid and Postpay Cards

Fig. 4. Subway Network and Transfer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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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통행지표를 산정하기에 유용하다. 현재 수도권 AFC자료는 

승객이 출발역단말기ID와 도착역단말기ID의 Tag 및 통과시간을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환승역과 관련된 정보는 민자기관의 단말기

를 운영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승객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철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Fig. 7(a)는 진입역사ⓡ에서 TagIn 단말기ID (r3)와 진출역사ⓢ에

서 TagOut 단말기ID (s2)를 가정한 현 AFC자료 정보이다. 서론의 

Fig. 1사례는 진입역사 홍익대학교에서 (r3)를 TagIn하면 Table 3과 

같이 요금 및 통행지표는 공항철도를 중심으로 검토되며 하차역 고속

터미널(s2) TagOut 관련정보와 경로정보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행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Fig. 7(b)와 같이 출발역사 TagIn 

및 도착역사 TagOut을 연계하는 경로를 산정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3. AFC기반 지하철 네트워크 통행지표 구축방안

3.1 환승을 반영한 경로선택모형

Eq. (1)은 수도권 지하철 TagIn 단말기ID ()와 TagOut 단말기

ID ()에서 승객은 최소통행시간경로를 선택하는 모형을 나타내

고 있다. 이때 승객은 차내시간()과 환승이동시간(), 환승대

기시간(/2)을 반영하여 최소경로통행시간을 인지하게 된다. Eq. 

Fig. 5. Private Organizations and Transfer Stations

Fig. 6. Passenger Route in Subway Network with Card Tag ID Information

(a) AFC Trip Data

(b) AFC Subway Trip Chain 

Fig. 7. Passenger Route in Subway Network with Card Tag ID Information

Table 3. Card Tag Information between Hongik University and
Express Bus Terminal

TagIn 

Code
Line

TagOut 

Code
Line

4203 (r3) Airport Line 2736 (s2) Lin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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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선형목적함수를 적용하여 승객은 경로선택과정에서 혼잡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승객의 경로선택과정에서 

최적경로와 통행인지에서 유사경로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k개의 경로탐색과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Kim, 2019; 

Lee, 2017)(Fig. 8). 

min  


 ∙











∙

s.t. 
 




 ∀   (1)


 ≥ ∀   

여기서, 는 노선링크 a의 통행량; 

는 노선링크 a에서 b로의 환승통행량; 

   는 노선링크통행량집합; 

  는 환승통행량집합;

는 a의 통행시간(분); 는 환승ab의 환승시간(분); 

는 환승ab의 보행시간(분); 는 b의 배차간격(분); 


는 출발역사 단말기ID 와 도착역사 단말기ID 간 

수요(人);


는 -간 경로k의 통행량(人);

본 연구는 Lee(2017)와 Kim(2019)이 지하철 경로선택에서 

적용한 M-유사경로탐색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체경로삭제기

법(Azevedo et al., 1993; Martins, 1984; Shin, 2004)을 적용하였

다. Lee(2017)는 전체경로삭제기법을 적용한 K-경로탐색알고리

즘을 지하철 경로선택문제에 적합하게 변형하였다. Kim(2019)은 

Lee(2017)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경로매칭율을 파악하여 정확도를 

산정하였다. 검증결과 203,821 승객의 최적경로에서 탐지비율이 

79.82 % 유사경로는 19.48 %로 총 99.3 %의 정확도로 나타났다

(Table 4). 따라서 제안된 모형과 알고리즘이 현실을 충분하게 

모사한다고 평가된다. Shin et al.(2019)은 Lee(2017)의 알고리즘

을 지하철승강장의 동적혼잡도 산정모형에 적용하였다.

3.2 연계통행기반 통행지표 구축방안

Lee(2017)가 제안한 지하철 네트워크 경로선택을 통해서 지하

철의 운영기관에 대한 통행지표를 승객의 연계통행개념으로 지표

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Fig. 9는 서론의 Fig. 1에서 승객 1명이 

2호선 홍익대학교와 7호선 청담 간의 단일경로를 2호선-서울메트

로9호선-7호선 연계통행을 각각 5 km, 10 km, 5 km로 나타난다고 

가정한 사항이다. 이때 기존의 TagIn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적용되

는 통행지표는 2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에 20 km가 전부 

할당되며 통행은 1번이다. 반면 Table 5와 같이 새로운 통행지표 

Fig. 8. Passenger Route in Subway Network with Card Tag ID Information

Table 4. Validation Results for Using Private Transfer Information (Kim, 2019) 

Division Route Search Number Ratio (%)

Route search
Optimal route 162,689 79.8

99.3
9-similar routes 39,698 19.5

Non-similar route — 1,434 0.7

Sum
—

203,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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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방법은 2호선 5 km, 서울메트로9호선 10 km, 7호선 5 km로 

2호선과 7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10 km, 서울메트로9호선 

10 km 각각 배분되며 통행수는 서울메트로 2번 및 서울메트로9호

선은 1번 총 3번의 통행이 산정된다.

Lee(2017)의 경로선택모형에 근거한 연계통행지표의 개념으로 

승객통행량, 평균통행거리, 평균통행시간은 Eqs. (2)~(5)와 같다. 

Eq. (5)는 환승이 발생하는 노선전환(ab)에서 (a)는 환승이동시간

()을, (b)는 환승이동시간()과 노선링크*(b)의 배차

간격()을 임의적으로 반영한다. 

- 운영기관별 승객통행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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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경로k가 운영기관를 통과하면 1, 아니면 0;

- 평균통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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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경로에서 운영기관의 통행거리(km)

- 평균통행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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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경로에서 운영기관의 통행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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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4.1 AFC카드자료 및 지하철네트워크

2017년 10월 18일 수도권 AFC자료에서 출발지-도착지의 지하

철 통행 8,318,232건에 대하여 연계통행지표를 구축하였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688개의 단말기ID로 구성된 588개 지하철역사가 노드 

1,332개, 노선링크 2,132개 환승으로 구축되었다. 복수의 단말기ID를 

Fig. 9. Trip Chain of Line 2 (Hongik)—Seoul Metro 9—Line 7 (Cheongdam)

Table 5. Assumption of Distance for Line 2 (Hongik)—Seoul Metro 9—Line 7 (Cheongdam)

Existing Transport Index Proposed Transport Index

Organization Trip Dist (km) No. of Trip Organization Trip Dist (km) No. of Trip

Seoul Metro 20 1
Seoul Metro 10 2

Seoul Metro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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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환승역은 92개로 적용되었다. 

4.2 환승통행 분석

Table 6은 출발지-도착지 간의 경로선택모형을 통해서 산정된 

환승횟수에 따른 연계통행을 나타낸 것이다. 환승이 없는 직결통행

은 총 54 % 환승을 포함한 통행은 46 %이다. 환승1회까지 87.6 %의 

연계통행이 완결되며 환승2회까지 98 % 이상의 통행이 포함되

었다.

4.3 통행지표 분석

지하철 운송기관에 대한 통행지표를 연계통행측면에서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통행수(Trip)는 8,318,232에서 환승

이 포함된 연계통행(Trip Chain)까지 고려하면 12,261,724로 1.47

배로 통행수가 증가되며 환승횟수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운송기관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의 지표에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계통행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평균통행거리는 

14.6(km), 평균통행시간은 33.9(분)이었으나, 제안된 통행지표는 

각각 9.2(km)와 17.5(분)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TagIn 

단말기ID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승객의 통행패턴이 정확하게 반영

되지 않는 통행지표가 적용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AFC자료를 기반으로 지하철 이용승객의 통행

지표를 연계통행지표로서 확대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승객의 

통행이동이 정확하게 추정되는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은 역사에서 

단말기TagIn/Out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철의 환승관련자료가 

갱신되지 않는 현재 조건에서 지하철 통행지표는 개별승객의 TagIn 

단말기ID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는 첫번째 통행에 대해서만 통행

지표의 근거를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 지하철 환승이 46 %를 상회하

는 측면에서 TagIn 운송기관에 과다추정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승객의 통행패턴에 진입단말기ID와 도착단말기ID를 

연결하는 경로선택기준을 적용하여 환승을 반영하는 연계통행의 개

Table 6. Number of Trip Chains

Number of Transfers Trip Chains (Number) Rate (%)

0 4,491,918  54.0

1 2,790,411  33.6

46.0
2 849,550  10.2

3 166,823   2.0

> 4 19,530   0.2

Total 8,318,232 100.00

Table 7. Comparison of Existing and Proposed Transport Index based on Organization

Existing Transport Index Proposed Transport Index Organization

Mode

Code

No.

of Trips

Average Trip 

Dist (km)

Average Trip 

Time (minute) 

No.

of Trips

Average Trip 

Dist (km)

Average Trip 

Time (minute) 

201 3158214 12.0 31.7 4,477,149 8.3 18.4 Seoul Metro

202 2235178 17.9 39.3 3,312,826 13.6 24.3 KORAIL

203 2019434 12.3 33.4 2,828,934 7.9 18.7 Seoul Metro

204 331209 12.7 31.5 460,001 7.8 17.8 Incheon Transit Co.

205 274038 12.9 34.4 440,087 7.3 18.9 Seoul Metro 9 Co.

206 89872 21.3 47.3 268,246 19.6 23.9 Airport Railroad Co.

208 73133 17.2 31.7 245,013 13 16.4 Shinbundang Railroad Co.

209 45718 22.0 38.3 83,517 7.3 9.6 Gyeonggi Railroad Co.

231 18011 14.9 33.4 24,255 7.7 18.8 Yongin Everline Co.

232 34964 7.5 21.3 40,947 4.2 14.0 Uijeongbu LRT Co.

235 38461 10.4 30.9 80,749 4.0 12.1 UI-Sinseol LRT Co.

sum/average 8,318,232 14.6 33.9 12,261,724 9.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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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제시하고 기존 통행지표를 확대하여 연계통행지표를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승객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운영기관의 통행지

표가 반영되도록 승객의 경로선택모형과 함께 유사경로기반 알고리

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축하였다. 결과는 환승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8,318,232 (trip)에서 환승을 반영하는 상황은 12,261,724 (trip)

으로 1.47배 증가하였다. 또한 개별운송기관의 통행거리 및 통행시

간에 대한 지표에서 제안된 연계통행지표의 산출방식이 과대추정

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통행지표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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