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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GIT based Traffic Assignment Model Considering Passenger

Transfer on Railw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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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통행배정(traffic assignment)이란 기종점 통행량이 어떤 경

로를 통해 움직이는지를 미리 예측하여, 각 구간 통행량과

각 노선에 얼마만한 수요가 할당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방

법론을 말한다. 기존 대부분의 통행배정 모형은 주로 버스

나 지하철 등이 포함된 도시 대중교통 망에서의 통행을 분

석하기 위한 모형들로서, 그 중에서 EMME/2에 내장되어 가

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Spiess and

Florian[1]의 “최적전략(optimal strategies)”에 기반한 통행배

정 모형이다. “최적전략”이란 통행자의 평균통행시간을 최

소화하는 경로의 선택방법을 의미하는데, 단위노선구간으로

표현된 네트워크 상에서 그들은 최적전략에 포함된 단위 노

선 구간들이 노선 횟수에 비례하여 노선별 통행배정이 이루어

지며, 노드에서의 대기시간도 최적전략에 포함된 노선의 전체

노선 운행 횟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De Cea-Fernandez[2]

는 단위 노선 구간이 아닌 경로구간 개념을 도입하여 네트

워크 규모를 줄였지만, [1]과 마찬가지로, 노선간 수요배분

이나 노드에서의 대기시간은 상당부분 운행 회수에 의존하

여, 위 모형들을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에 적용해 보면 실제

와 달리, 최적전략에 포함된 노선의 통행량 배분이 빈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비합리적인 통행배정 결과를 초래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중

에서 한국의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통행배정

에 관한 연구로는 김경태 외 2인[5]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먼저 기존의 노선구간에 의한 네트워크 구성이 아닌, De

Cea-Fernandez[3]의 경로 구간 개념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규

모를 축소하여, 각 경로구간의 기대(expected) 일반화 비용

을 구한 후, 전체 일반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로 통행량

이 할당되는 통행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경로 구

간의 일반화 비용 계산을 위해, 경로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들 중 비슷한 속성을 갖는 노선들을 묶은 “통합노선”의 일

반화 비용 및 통합노선의 선택확률을 구한 후, 하나의 경로

구간에 포함된 통합노선들의 기대 일반화 비용을 구한다. 이

때 통합노선의 선택확률은 김경태-이진선[9]의 다항로짓 모

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Abstract In our study, we present a new LOGIT-based traffic assignment model applicable to intercity railway network.

Most traffic assignment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public transit assignment in urban area, so that they are known to

produce unrealistic results in intercity railway demand analysis. Especi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KTX, more passengers

are using a route including KTX service and the schedule becomes more compatible with transfer. Our study presents a new

LOGIT-based traffic assignment model considering passenger transfer. To do so, we suggest a new route search algorithm

to find K paths with non increasing order in the util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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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철도 네트워크에서의 통행배정 모형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통행배정모형은 주로 도로 혹은

도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최적전략 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비롯한 대부분의 통행배정 모형

이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수요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KTX개통 이후, KTX가

포함된 환승경로를 이용하는 승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KTX가 포함된 환승 경로 및 스케줄이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승을 고려한 새로운 다항로짓 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통행 시간, 경로의 최소 운행횟수, 환승 저항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K개의 최대 효용을 갖는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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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 네트워크의 경우, 노선간 환승이 드물게 일

어나고 승객은 환승을 포함한 소수의 경로 중 하나를 선택

한다는 측면에서는 경로구간 혹은 노선구간이 아닌 경로 단

위로 통행을 배정하는 모형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경로 단

위 통행배정에 관해서는 [1,7,8]의 연구가 있다. 먼저 [7]은

노선구간 혹은 경로구간의 선택확률이 아닌 경로(route)단위

의 선택확률을 계산하는 확률적 통행배정 모형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경로단위의 확률적 통행배정 모형은 복합 교통

수단망에서의 통행배정 모형으로 제시한 [8]의 모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ltrogge[1]의 모형은 독일의 노선 계획 시

스템 PROLOP에 내장된 통행배정모형으로서, 독일 철도 네

트워크의 특징을 살려, 그들만의 독특한 통행배정 모형을 구

축하였다. 그들은 운행시간, 운행간격, 환승 저항을 이용한

경로의 효용값을 산출하고, 경로 효용값들의 유리함수 형태

의 수요배분 확률을 이용하여 경로별 수요 배분량을 결정하

는 통행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통행배정 결과 나타나는 잦은 환

승을 극복하고, 환승 경로를 포함하여 실제 통행자가 선택

할 만한 유효한 통행경로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경

로 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경로기반 통행배정 모형에서는, 환승 횟수가 많아야

1회 정도라는 철도통행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지금까지 우

리나라의 철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시된 바 없는 환승 저

항이라는 설명 변수를 도입한 효용함수 및 이를 최대화하는

K개의 경로를 탐색하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특

히 대부분의 다중경로 통행배정 모형의 경우, 네트워크의 크

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로 수로 인해, 특정

기준에 의해 생성된 제한된 경로로 인해 유효한 경로가 배

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효용을 최대화하는 K개의 경

로를 산출함으로써, 제한된 개수의 유효한 경로만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환승을 고려한 다항 로짓 기반 통행 배정

2.1 환승 데이터 분석

 Table 1은 KTX, 새마을, 무궁화(통근열차 제외)에 대한

2010년 7월 19일 월요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일요일까지

의 일주일 치 통행량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수요

분석 결과 중에서도 환승 통행량과 관련해서, 2004년 10월

수요를 분석한 김경태-이진선[9]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9]에 따르면, 일 평균 환승 통행량이 5,111명

이며 이는 전체 수요의 1.6%인데 반해, 2010년 7월 19일부

터 2010년 7월 25일까지의 일주일 치 수요 분석에 따르면

일평균 11,657명 수준으로 전체 통행량의 약 4.6%를 차지

하고 있어,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환승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1. 특히, 이러한 환승 통행

량의 약 65%는 KTX가 포함된 환승 통행량이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직통노선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

마을 혹은 무궁화간의 환승 통행량이다. 이와 관련하여 [9]

는 환승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

차의 직통 수요를 배분하는 로짓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Table 2는 OD별 운행 경로의 속성을 예시한 것이다. 표

에서 보듯이 직통 경로, 환승 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일 차종간 환승(예를 들어

KTX-무궁화)이라 하더라도 환승역은 여러 개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서울-창원 구간의 경우 밀양역 혹은 동대구역). 

위 데이터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KTX를 중심으로 한 환

승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환승 경로도 중간 환

 Table 1 Demand Analysis from 19 July 2010 to 25 July 2010 (단위 : 명)

환승 경로 속성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비율

 직통

KTX 85,621 78,731  79,097 85,221 118,291 103,392 101,537 651,890 38.6%

새마을 20,908 20,131 19,561 20,188 27,323 36,461 33,509 178,081 10.5%

무궁화 111,300 101,923 99,917 103,666 131,376 161,174 150,763 860,119 50.9%

비율 95.8% 96.2% 96.1% 95.9% 94.7% 95.0% 94.8% 95.4%

 KTX

 포함

 환승

KTX-KTX 161 167 187 182 289 192 221 1,399 2.6%

KTX-새마을 2386 2380 2286 2621 3801 2896 3319 19,689 37.2%

KTX-무궁화 4294 3659 3678 4052 6053 5046 5122 31,904 60.2%

비율 3.0% 3.0% 3.0% 3.1% 3.5% 2.6% 2.9% 3.0%

 일반

 열차

 환승

새마을-새마을 78 64 61 63 133 343 375 1,117 3.9%

새마을-무궁화 302 258 279 341 419 543 506 2,648 9.3%

무궁화-무궁화 2440 1340 1488 1703 4833 6892 6149 24,845 86.8%

비율 1.2% 0.8% 0.9% 1.0% 1.8% 2.5% 2.3% 1.6%

합계 227,490 208,653 206,554 218,037 292,518 316,939 301,501 1,771,692

12010년 4월, 5월, 6월의 각 4주간 일평균 환승 통행량과 환승 통행량 비율은 각각 11,418명(4.8%), 14,122명(5.3%), 10,952명(4.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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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과 열차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

재까지 환승 경로를 포함하여 통행 경로별 통행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통행배정 모형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위해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고

자 한다.

2.2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위 Table 1으로부터 OD간 경로는 크게 9가지 형태의 경

로(KTX직통, 새마을직통, 무궁화직통, KTX-KTX환승, KTX-

새마을(혹은 새마을-KTX) 환승, KTX-무궁화(혹은 무궁화-

KTX)환승, 새마을-새마을 환승, 새마을-무궁화(혹은 무궁화

-새마을)환승, 무궁화-무궁화 환승)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별 경로는 Table 2의 예에서 보듯이 환승역

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KTX간 환승과 새

마을간 환승, 그리고 새마을-무궁화간 환승은 매우 예외적

이고 미미한 수준의 수요이며, 무궁화간 환승수요는 직통 노

선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수요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선택 모형 구성을 위해 Table 3과 같

은 5가지 대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직통 경로 대안에는 KTX,

새마을, 무궁화를 설정하였고, 승객의 경로 선택시, KTX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주요 통행 특성이라 할 수 있

는 운행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승 경로의 경우 KTX가 포함된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위 5가지 대안 경로에 대한 선택 확률은 다항로짓 모형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가장 설명력 있는 설명 변수를 도출하

기 위해 Table 4와 같은 네 가지 효용 함수에 대해 테스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 효용을 산출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변수인 운행시간(travel time)과 요금

(fare)이외에도 최소 운행횟수와 환승 저항을 포함하였다. 최

소운행횟수는 [9]의 연구에서처럼, 운행횟수를 대기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운행횟수를 직접 효용함수의 설명변수로 도

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로상에 환승이 포함되어 있을 경

우, 두 노선의 최소 운행횟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울

-창원 기종점에 대해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KTX를 이용하고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새마을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경로에

대한 최소 운행횟수는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는 KTX의 운

행횟수와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는 새마을의 운행횟수의 최

소값을 의미한다. ‘환승 저항’은 [8]의 모형에서처럼, 다수 교

통수단이 혼재한 대중교통망에서 환승을 고려하기 위해 도

입되는 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승이 발생할 경우 1, 그

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래 네 가지 효

용함수 대안은 기본적으로 운행시간(travel time), 최소 운행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환승저항의 포함여부, 운행 요금(fare)

의 포함여부, 더미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라 나뉜다. 이 때 운

행시간은 기종점역간 총통행시간으로 산정하였다. 환승저항

과 더미변수가 모두 포함되는 효용함수의 경우, 유의한 모

형이 도출되지 않아 이러한 효용함수는 대안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7월 19일 월요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일요일까지의 일주일 데이터를 기초로 Table 4에서 설정한

각 효용함수 대안들에 대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여 설명 변수별 파라미터 및 통계량을

계산해 보았다. 선택대안이 2개 이상인 모든 기종점간 데이

터를 대상으로 했으며, 동일 선택 대안에 포함된 여러 개의

경로의 경우 통행량에 따른 가중합을 이용하여 속성값을 산

출하였다. 이 때 모든 기종점에 대해 모든 선택대안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단선택제약모형

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효용함수 모형들의 우도비가 모두 0.54

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

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살펴보기 위한 각 변수의 t-검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

로 95% 유의수준(양측검증)에서 t의 절대값이 1.96이상, 99%

유의수준(양측검증)에서는 2.58이상일 경우 합당한 변수로 고

려되는데, 효용함수 1과 2의 모든 변수들은 99%의 유의수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route on 23 July 2010

 OD  경로 속성  실제통행량(명)

 서울-창원

 새마을(직통)  21

 무궁화(직통)  14

 밀양(KTX-새마을)  173

 밀양(KTX-무궁화)  162

 동대구(KTX-무궁화)  54

 동대구(KTX-새마을)  4

 부산-수원

 새마을(직통)  120

 무궁화(직통)  167

 대전(KTX-새마을)  103

 천안아산(KTX-무궁화)  71

 대전(KTX-무궁화)  54

 천안아산(KTX-새마을)  5

 …  …  …

Table 3 Alternatives of Routes in LOGIT model

 환승여부  경로대안

 직통경로

 KTX 직통경로

 새마을 직통경로

 무궁화 직통경로

 환승경로
 KTX포함 환승경로

 일반열차끼리의 환승경로

Table 4 Examples of Utility Function

 효용함수  설명변수

 효용함수1  요금, 통행시간, 최소운행횟수, 환승저항

 효용함수2  통행시간, 최소운행횟수, 환승저항

 효용함수3  요금, 통행시간, 최소운행횟수,  더미 변수

 효용함수4  통행시간, 최소운행횟수, 더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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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용함수 3

과 4의 경우, 일부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게 나타

났다.

세부 대안별 각 계수들의 부호 및 크기를 살펴보면, 부호

의 경우 모든 효용함수의 파라미터가 합리적으로 추정된 것

으로 나타났으나, 파라미터의 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KTX

의 비효용치가 낮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효용함수 3과 4의

경우는 무궁화열차의 비효용치가 KTX나 새마을열차보다도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환승에 있어서도 KTX 환승보

다 일반열차 환승의 비효용치가 낮게 나타났다. 요금 변수

가 포함된 효용함수 1과 효용함수 3에 대해 통행시간에 대

한 결과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계

대체율법을 적용하여 시간가치를 계산해 보면 각각 8,735원,

34,161원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철도의 업무/비업무

통행의 가중 시간가치가 9,128원인 점[13]을 고려해 봤을 때,

효용함수 1의 계수 추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간 환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보다 일

반화된 효용함수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경로 탐색 알고

리즘 및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효용함수의 계수 추정결과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환승저항과 같은 환승 특성을 반영한 효용함수 1을

채택하여, 보다 일반화된 효용함수에 대한 경로 탐색 및 확

률적 통행배정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로 탐색 및 확률적 통행배정 모형은 위

4가지 효용함수 모두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즉, V(p)를 경로 p의 결정적 효용이라 하고, fore(p)는 경

로 p의 요금, t(p)는 경로 p의 차내통행시간, trTime는 환승

시간, trfp는 경로 p의 환승 유무, fa는 경로 p에 포함된 부

분 경로 a의 운행 횟수라 하면, 결정적 효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α, β, γ, δ는 요금, 통행시간, 최소운행횟수, 환승저

항에 대한 파라미터이다

2.3 로짓 기반 확률적 통행배정 모형

2.3.1 노선 공급망의 구성

다항로짓 모형에 의한 경로별 수요 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od 간 후보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 물론 지역간 철도 네트

워크의 단순함으로 인해 od 간 후보 경로는 매우 제한된 범

위의 경로만이 이용되므로,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od 별

경로가 미리 주어졌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향후 철

도 네트워크의 확장이나 새로운 노선의 추가가 발생할 시,

합리적인 후보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2.2절에서 제시한 효용함수가 주

어져 있을 때, 최대 효용값을 갖는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

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로의 최소 운행횟수와 환승을 고려한 후보 경

V p( ) α fare p( ) β t p( ) trTime trfp⋅+( )+⋅+⋅=

γ min fa a p∈{ } δ trfp⋅+⋅+

Table 5 Comparison of statistical results for 4 utility alternatives on Thursday

 효용함수1  효용함수2  효용함수3  효용함수4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계수  t통계량

 요금(천원) -0.1448 -8.2 -0.0327 -1.6

 통행시간(분) -0.0211 -8.3 -0.0054 -3.5 -0.0186 -6.5 -0.0162 -6.7

 최소운행횟수(회) 0.0677 8.0 0.0875 10.5 0.0422 4.6 0.0426 4.7

 환승 저항 -1.0719 -8.4 -1.4067 -11.9

 KTX 더미 0.7675 2.6 0.7868 2.7

 새마을 더미 0.4393 2.3 0.4202 2.2

 무궁화 더미 1.4689 8.1 1.5616 9.1

 KTX환승 더미 -0.3613 -1.4 -0.4190 -1.7

 0.5692  0.5488  0.5906  0.5899 

 0.5682  0.5480  0.5888  0.5884

Table 6 Statistical Results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금(천원) -0.1265 -7.5 -0.1201 -7.2 -0.1219 -7.3 -0.1448 -8.2 -0.1192 -7.5 -0.1226 -8.1 -0.1144 -7.5

통행 시간(분) -0.0184 -7.6 -0.0182 -7.3 -0.0175 -7.0 -0.0211 -8.3 -0.0199 -8.3 -0.0202 -8.4 -0.0215 -8.7

최소 운행 횟수 0.0694 8.3 0.0708 8.3 0.0707 8.2 0.0677 8.0 0.0651 8.2 0.0604 7.8 0.0630 7.9

환승저항 -1.1254 -9.7 -1.1618 -8.7 -1.2395 -9.1 -1.0719 -8.4 -1.0376 -9.8 -1.0276 -10.4 -1.0388 -10.5

0.5620 0.5687 0.5659 0.5692 0.5525 0.5550 0.5542

0.5610 0.5676 0.5647 0.5682 0.5517 0.5542 0.5535

ρ2

ρ2

ρ2

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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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노선 공급망”,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먼

저 각 열차종이 운행하는 개별 네트워크에서 두 역간 직결

노선의 운행횟수(f)가 0보다 큰 경우 아크를 연결하고 그렇

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Fig. 1-(b)와 같은 노선

공급망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1-2간 직결 노선은 KTX네

트워크에서의 1-2 노선, 1-4노선, 그리고 새마을 네트워크에

서의 1-3노선, 1-4노선이므로, 노선 공급망상에서 아크는 두

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운행횟수는 15회(f1 = 15), 9회(f4 = 9)

가 된다. 또한 1-3간에는 KTX의 직결노선이 없으므로, 새

마을의 직결 운행을 표현하는 아크만 존재하며, 그것의 운

행횟수는 1-3 노선의 운행횟수 6회와 1-4노선의 운행횟수 3

회를 합한 9회(f5 = 9)가 된다. 

이렇게 구성한 노선 공급망에서 특정 에 대한 경로 탐색

을 위해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을 구성한다. od-경로탐

색 노선 공급망은 노선 공급망상에서 o와 d를 잇고 환승횟

수가 많아야 1회인 경로를 찾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Fig. 1-

(c)에서 보듯이 o(노드1)에서 나가는(outgoing) 아크와 d(노

드 4)로 들어오는(incoming) 아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아

크는 삭제한 네트워크이다. 위 예에서는 노드 2에서 노드 3

으로 가는 아크가 삭제되었다.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에

서는 아크간 최소 운행횟수를 의미하는 f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드 2에서 환승이 일어나는 1-2(KTX), 2-4(새마을) 경

로의 경우 최소운행횟수는 3이 되므로 이 된다. 이러

한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 구성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

면 아래와 같다.

용어정리

• V : 철도 네트워크 상의 노드의 집합 (예. Fig. 1-(a)에서

V={1,2,3,4}) 

• Vs : s번째 공급망 상의 노드의 집합 (예. Fig. 1-(a)에서

V1={1,2,4}, V2={1,2,3,4}) 

•  : s번째 공급망 상에서 노드 i와 노드 j간 직결 노선의

운행 횟수

• AL =

• GL = (V, AL) : 노선 공급망(예. Fig 1-(b) 자체)

• fa : 아크 a의 직결 노선의 운행 횟수( ) (예. Fig. 1-

(b)에서 f1 = 15, f2 = 10,...)

• ta : 아크 a의 여정시간(travel time)

• t(a), h(a) : 아크 a의 출발 노드(t(a)), 도착 노드(h(a))

•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 : 

(예. Fig. 1-(c) 자체 : 14-경로탐색 노선 공급망)

•  : 아크 a와 아크 b의 최소 운행 횟수 (  and

t(b) = h(a)) (예. Fig. 1-(c)에서 )

2.3.2 경로 탐색 알고리즘

에서 2.2절에서 제시한 효용함수를 가장 크게 하는 경

로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단경로 알고리즘과는 다른 새

로운 최단 경로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링크

표지(link label)에 기반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12]을 이용한

다. 링크 표지에 기반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아크간 회전

지체나 금지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P-턴을 포함하는 네트워

크처럼 두 인접 아크간 회전비용(dab)이 고려되는 네트워크

에 적용된다. 링크 표지 기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출발점

에서 아크 b를 경유하여 아크 b의 끝점까지 도달하는데 걸

리는 경로 길이(πb)가 아래의 최적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경

로 길이를 개선한다.

πb ≤ πa + cb + dab (1)

본 연구에서는 위 최단 경로 알고리즘의 회전비용(dab)에

최소운행횟수 및 환승저항을 설정하여 3.1절에서 제시한 효

용함수를 최대화하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즉, 두

링크간 회전비용 dab를 식(2)와 같이 설정하고, 아크의 경로

통행 비용(ca)를 식 (3)과 같이 설정하면 정리 1이 성립한다. 

f18 3=

fij
s

ij  fij
s

0> i j Vs s∀,∈, ,{ }

a AL∈

GL

od
VL

od
AL
od,( ) V AL ij i o and j d∉∉{ }–,( )= =

fab a∀ b, AL

od∈

f13 10  f18, 3= =

GL
od

Fig. 1 Line supply network and line supply network for od-routes search



철도 네트워크에서 환승수요를 고려한 다항로짓 기반 통행배정 모형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4권 제3호(2011년 6월) 281

dab=−α·fareab−β·trTime−γ·fab−δ

 and t(b)=h(a) (2)

(3)

이 때, fareab는 a−b환승 경로를 사용할 경우의 요금을 의미

하며, farea는 a라는 직통 경로를 이용할 경우의 요금을 의

미한다. 또한 위에서 trTime은 환승 시간을 의미한다. 

정리 1.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상에서 아크간 회전비용

(dab)과 아크의 통행 비용(ca)이 식 (2)와 식(3)과 같이 주어

져 있을 때, 간 경로 p의 경로길이(π(p))는 다항로짓 모형상

의 경로의 효용값에 -1을 곱한 값과 동일하다.

증명.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상의 π(p)는 아래와 같음을

보이면 된다.

π(p) = −α·farep−β·(t(p)+trTime·trfp)

−γ·min{fa|a∈p}−δ·trfp (4)

여기서 trfp는 경로 p가 환승을 포함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증명을 위해 경로 p의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경우 1. 환승이 없는 경우 : 환승이 없는 경로의 경우, od-

경로 탐색 노선 공급망상에서 o와 d 두 노드를 연결하는 하

나의 아크로 구성된 경로이다. 이 아크를 a라 하면, 경로 p

의 경로길이 π(p) = −α·farep−β·ta−γ·fa가 되어 식 (4)를 만

족한다. 

경우 2. 환승이 존재하는 경우 : 환승이 있는 경로의 경

우, od-경로 탐색 노선 공급망상에서 2개의 아크로 구성된

경로가 된다. 2개의 아크를 o로부터 순서대로 a,b라고 하면,

아크 a에서는 ca의 통행비용이, a,b 사이에서는 회전비용 dab

가, 아크 b에서는 cb의 통행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 p의 경로길이 π(p)는 dab+ca+cb가 되어

−α·fareab−β·trTime−γ·fab−δ−β·ta−β·tb=

−α·fareab−β·(ta+tb+trTime)−γ·min{fa, fb}−δ

가 되어 식(4)를 만족한다.

정리 1에 의해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상에서 od 간 최

소 길이 경로는 최대 효용을 갖는 경로에 대응된다. 본 연

구는 보다 다양한 대안 경로탐색을 위해 K-최단 경로[4]를

탐색하여 od 간 후보경로로 설정하고 이러한 경로들에 대

해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통행량을 배분한다.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에서 K-최단경로는 [4], [12]와 같

은 별도의 알고리즘 설계가 필요 없고, 아크의 통행비용과

아크간 회전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od-경로탐색 노선 공급망에서는 경로가 환승을 포함

하지 않는 1개의 아크로 구성되거나 환승을 포함하는 2개

의 아크로 구성된다. 만약 식 (1)에 의해 구성된 최단경로

가 1개의 아크로 구성될 경우, 그 아크의 통행비용을 큰 수

(BigM)로 설정하고, 환승을 포함하는 2개의 아크로 구성될

경우, 두 아크간 회전비용을 큰 수로 설정함으로써, 두 번

째 최단 경로를 식 (1)에 의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Fig. 2

는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2.3.3 경로 탐색 알고리즘의 확장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로짓모형의 경우 선택 대안에 대한 더

미(dummy)변수가 제외되었지만, 위에서 제시한 경로탐색 알

고리즘은 효용함수에 더미변수 혹은 대기시간이 포함되더라

도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의 재설정을 통해 경로 탐색 알고

리즘을 재구성할 수 있다.

먼저 선택 경로 수단 k에 대한 더미변수를 dummyk라 하

면 회전비용과 통행비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위에서 구

성한 경로탐색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환

승이 포함된 경로수단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는 회전 비용 dab

에 포함시키고, 환승이 포함되지 않은 경로수단의 경우, 아

크의 통행비용 ca에 포함시킨다. 아래에서 dummyk는 아크 a

와 아크 b의 열차종에 의해 결정되는 5가지 수단 중 하나

의 수단 더미 상수이다.

dab=−α·fareab−β·trTime−γ·fab−δ−dummyk,

 and t(b)=h(a)

a b AN
od∈,∀

ca

α– farea β ta γ fa if t a( ),⋅–⋅–⋅ o and h a( ) d= =

β ta otherwise,⋅–⎩
⎨
⎧

=

a AL

od∈∀

a b AN
od∈,∀

ca

α– farea β ta γ fa dummyk– if t a( ),⋅–⋅–⋅ o and h a( ) d= =

β ta otherwise,⋅–⎩
⎨
⎧

=

Fig. 2 Finding K-shortest paths on line supply network for od-route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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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운행횟수로부터 대기시간을 산출하지

않고, 운행횟수를 직접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만약

운행횟수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 대기시간을 설명변수로 도

입하고, 환승 대기 시간과 출발역에서의 대기시간이 각각 fab

혹은 fa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위 식에서 fab와 fa

대신에 대기시간에 대한 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환승 횟수가 1회로 제

한된 경우, 대기시간, 더미변수 등 로짓모형에서 포함 가능

한 대부분의 설명변수를 포함한 효용함수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3.4 다항 로짓 기반 확률적 통행 배정 알고리즘

S를 모든 od 쌍의 집합, od 간 경로 집합을 Pod, od 간 수

요를 Dod, 경로 p에 할당된 od 간 수요를 라 두었을 때,

다항 로짓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다항 로짓 기반 확률적 통행 배정 알고리즘

Step 0. 노선공급망 구성 GL=(V, AL) 구성

Step 1. S로부터 하나의 OD 쌍 od를 선택하고, S=S/{od}.

Pod={ }

Step 2. 구성

Step 3. K-최단경로 탐색. k=1

Step 3.1. 식 (1)에 의해 k번째 최단경로 pk 구성. 

Step 3.2. π(pk)>π(p1)+|π(p1)−π(p1)·σ |이면, Step 4로. 그

렇지 않으면 

Step 3.3. pk가 하나의 아크(a)로 구성되면, ca=∞. pk가

두 개의 아크(a,b)로 구성되면, dab=∞라 두고 Step 3.4.로.

Step 3.4. 만약 k ≥ K이면 Step 4로. 그렇지 않으면 k = k+1

로 두고 Step 3.1로

Step 4. 모든 p∈Pod에 대해 LOGIT에 의한 수요 할당

Step 5. 이면 끝. 그렇지 않으면 step 1으로.

K-최단경로 탐색 시, 비현실적인 경로를 더 이상 추가하

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Step 3.2와 같이 최단경로의

경로길이에 비해 σ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로는 추가하지 않

는다.

2.4 모형의 적용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 배정 모형의 설명

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네트워크 및 노선이 단순하여 유일

한 경로만이 존재하고 동일 열차종만 운행하는 경춘선, 경

인선, 일산선, 경원선, 경의선(행신역 포함)을 제외한 모든 지

역간 철도 노선에 대해 위 통행배정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이 때 각 OD별로 최대 5개(K=5)의 경로를 탐색하도록 설

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요일 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행

배정 모형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20분이

Dod
p

GL

od
VL

od
AL

od,( )=

Pod Pod pk∪=

Dod

p exp π p( )–( )
exp π q( )–( )

q P
od

∈

∑
----------------------------------------Dod p Pod∈∀=

S ∅=

Table 7 Route traffic analysis

구분 KTX 새마을 무궁화 KTX포함환승 KTX미포함환승

월

관측통행량(a) 84,141 20,126 99,790 6,329 2,480

예측통행량(b) 88,736 25,025 87,867 7,516 3,719

|a−b|/a 0.0546 0.2434 0.1195 0.1875 0.4996

화

관측통행량(a) 77,384 19,379 89,549 5,730 1,395

예측통행량(b) 81,340 23,289 79,367 6,755 2,684

|a−b|/a 0.0511 0.2018 0.1137 0.1789 0.9240

수

관측통행량(a) 78,271 18,797 88,593 5,657 1,573

예측통행량(b) 82,073 22,828 79,428 5,861 2,698

|a−b|/a 0.0486 0.2144 0.1035 0.0361 0.7152

목

관측통행량(a) 84,246 19,419 91,825 6,315 1,830

예측통행량(b) 87,963 23,530 80,154 8,369 3,616

|a−b|/a 0.0441 0.2117 0.1271 0.3253 0.9760

금

관측통행량(a) 116,541 26,172 114,935 9,412 4,812

예측통행량(b) 122,509 31,063 101,528 12,238 4,539

|a−b|/a 0.0512 0.1869 0.1166 0.3003 0.0567

토

관측통행량(a) 101,983 35,094 140,361 7,574 6,877

예측통행량(b) 111,134 39,346 125,367 11,099 4,942

|a−b|/a 0.0897 0.1212 0.1068 0.4654 0.2814

일

관측통행량(a) 100,006 32,008 129,717 8,081 6,478

예측통행량(b) 109,607 36,538 113,994 11,551 4,597

|a−b|/a 0.0960 0.1415 0.1212 0.4294 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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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환승 시간을 의미하는 trTime은 실

제 KORAIL의 예약 사이트를 통해 구성되는 대부분의 환

승 경로의 환승 시간이 40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40분으

로 가정하였다. KTX가 포함된 환승 경로의 경우 20분 정

도로 환승 시간이 더 짧지만, 이러한 환승 시간은 환승 경

로에 존재하는 일부 열차간에 설정 가능한 것이며, 보다 정

확한 통행배정을 위해서는 어떤 환승 경로의 최소운행횟수

가 주어진 경우, 그 경로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환

승 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실제 실험에서도 환승 시간의 설정 값에 따라 통행

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Table 7은 로짓모형에서 설정한 5가지 대안별 관측 통행

량과 예측 통행량을 보여준다. KTX, 새마을의 경우 관측통

행량보다 많은 통행량이 배정되고, 무궁화의 경우 보다 적

은 통행량이 배정됨을 볼 수 있으며 절대오차비율(|a−b|/a)

측면에서는 KTX, 새마을, 무궁화 모두 25%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환승이 포함된 경로의 경우 통계량 자체의 크기가

작아 절대오차비율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데, 특히

‘KTX미포함환승’의 경우, 통계량 자체의 크기가 작아 절대

오차비율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반면 ‘KTX포함환승’의 경

우 주중의 경우 약 30%수준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수

요가 많은 주말로 갈수록 절대오차비율이 증가하여, 통행량

이 가장 많은 토요일의 경우 43% 수준에 이른다. 전체적으

로 KTX, 새마을, KTX를 포함한 환승 경로에서 관측통행량

보다 많은 통행량이 배정되고, 상대적으로 느린 무궁화나 일

반열차간 환승 경로에는 적은 통행량이 배정됨을 알 수 있

으며, 통행량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 통행량을 구간(leg) 통행량으로 환산하여 구

간별 관측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을 비교하였다(Table 8). 이

때 사용한 통계량은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Theil의 부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 세 가지이며, 구간 a의 관측 통행량

을 Va, 예측 통행량을 라 하고, 구간의 수를 n이라 하면,

각 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 

Theil's 

실험 결과 관측통행량과 예측통행량의 오차에 해당하는

RMSE와 MAPE의 경우, KTX와 무궁화에서는 비교적 만족

할 만한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마을의 경우 MAPE가

20-30% 수준으로 KTX와 무궁화에 비해 오차의 크기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새마을의 일 통행량이 KTX

나 무궁화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오차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MAPE가 약 16% 수준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예측력이라

판단된다. 또한 미래의 예측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Theil 부등계수의 경우, 모든 요일에서 0.1이하의 수치

를 나타냄으로써, 모형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7월 RP자료를 이용하여, 환승 경

로를 고려한 최초의 다항로짓 기반 통행배정 모형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금, 운행시간, 최소운행횟수, 환

승 저항이라는 네 가지 설명 변수에 의한 로짓 모형이 상

당히 설명력 있는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효용함수에 대기시간변수 혹은 더미변수가 추가되더라도 그

효용을 최대화하는 K개의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제

시하였고, 우리나라 철도의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에서도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 안에, 구간 통행량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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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eg Traffic Analysis

구분 KTX 새마을 무궁화 전체

월

전체통행량 212,866

RMSE 664 454 524 527 

MAPE 0.0631 0.2856 0.1050 0.1542 

Theil 0.0264 0.1566 0.0612 0.0478 

화

전체통행량 193,437

RMSE 626 434 489 495 

MAPE 0.0684 0.2894 0.1133 0.1657 

Theil 0.0271 0.1570 0.0655 0.0499 

수

전체통행량 192,891

RMSE 583 432 472 477 

MAPE 0.0723 0.3043 0.1242 0.1714 

Theil 0.0250 0.1629 0.0627 0.0477 

목

전체통행량 203,635

RMSE 668 443 508 515 

MAPE 0.0670 0.2858 0.1227 0.1727 

Theil 0.0264 0.1590 0.0658 0.0484 

금

전체통행량 271,872

RMSE 916 563 774 750 

MAPE 0.0618 0.2431 0.1104 0.1514 

Theil 0.0255 0.1411 0.0748 0.0507 

토

전체통행량 291,889

RMSE 1124 727 838 852 

MAPE 0.0764 0.2220 0.0994 0.1360 

Theil 0.0371 0.1444 0.0701 0.0597 

일

전체통행량 276,290

RMSE 1109 632 927 894 

MAPE 0.0646 0.2199 0.1028 0.1426 

Theil 0.0360 0.1315 0.0833 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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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만족할 만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간 통행량 관점에서의 예측력은, 구간의

수로 평균화함으로 나타나는 통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 경로

별 통행량의 경우, Table 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관측 통

행량과 예측 통행량 사이에 상당한 절대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종점간 거리에 따른 파라미터의

세분화나 다양한 확률 선택 모형에 대한 검토, 경로 별 환

승 시간의 합리적인 산정 등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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