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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연락운임 정산은 승객운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을 개별 운영기관에 우선 귀속한 후 3~5

년 단위로 정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민자노선이 진입함에 따라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체계의 수입금 정산·

배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입금 정산·배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용객

의 실제통행경로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재까지도 최적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알고리즘 관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 복합교통망에서 효율적인 환승처리를 위한 대안으로는 링크기반의 k-경로탐색기

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의 민자노선을 제외한 4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연락운임정산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

(2009.07.31.까지)되고 있다.

기존의 k-경로탐색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수(통행 및 도보시간, 환승계수 등)를 고려하는 등 경로추정을 보다 정확하

게 하기위한 방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k-경로탐색기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함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k-경로탐색기법은 다양한 유사경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적용됨에 따라 모형식이 복잡해지는 등 한계를 가지며, 셋째 급행열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k-경로탐색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기존 수도권 도시철도 연락운임정산[5]에서 처리하지 못

한 급행열차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민자노선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철도 열차스케줄

과 k-경로탐색기법을 연계하여 급행열차를 고려한 최적경로탐색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real path for urban railway users in order to allocate revenues between urban rail-

way organizations. Out of several algorithms used to determine optimal routes, the k-path algorithm based on link-label has

been utilized. However, this k-path algorithm has certain flaws. For example, optimal route can change depending on the

travel and walking time, transfer penalty, and so on. Also, this algorithm can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who prefer express train to normal trains. In this paper, an algorithm is proposed to determine one single optimal

route based on the traffic card data. This method also can search for an optimal path in conjunction with the railway time-

table.

Keywords : Connected railway revenue allocation, Railway timetable, RF-card data, K-path algorithm, Express train

초 록 도시철도 승객의 수입금 정산 배분을 위하여 승객의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승객의 예상 이동경

로를 파악을 위해 다양한 경로탐색기법들이 있지만, 링크기반 k-경로탐색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k-경로탐색기법은 통행 및 도보시간, 환승 패널티 등의 변수에 따라 다양한 최적경로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급행열차를 선호하는 승객의 특성, 열차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보완하기위하여 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용한 하나의 경로를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각 철도운영기관의 열차스케줄을 연계하여 최적경로를 탐색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연락운임정산, 열차스케줄, 교통카드자료, k-경로탐색기법, 급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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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민자노선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기존의 경로탐색모형은 경로가 명확하지 않는 Unknown형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일반화 비용이 적을수록 최적의 경로

로 설정되어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로탐색문제에서는 경로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Known형태의 민

자노선이 존재함으로서, 도시철도 네트워크가 새롭게 변형되었으며, 이에 따른 경로탐색 알고리즘의 추가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운영기관간 수입금 정산에 있어 이용객의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에 매우 중요함으로

서, 현행 수도권 도시철도의 연락운임정산을 위해서는 민자노선을 고려한 Unknown/Known 형태의 새로운 도시철도 네트

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1].

Fig. 1의 경우와 같이 민자노선인 서브경로(2->3)가 존재하고, Tag-In/Out 정보가 각각 2번과 3번 노드에서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출발지r에서 도착지s까지의 통행경로를 탐색할 시 x로 표시된 두 개의 링크 1->5과 2->5는 경로탐색에 고려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Fig. 1. Problem of  Integration path finding.

2.2 링크표지기반 알고리즘

링크기반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각 링크의 종점노드에 해당 링크의 비용과 이전 링크의 연계 정보를 저장하여 경로를 탐

색하는 방법으로 교통망의 모든 연속된 링크 간 회전 및 환승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노드에 대하여 연계된

링크 수만큼의 각각의 비용 및 이전 링크의 정보가 저장됨으로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고, 연속회전의 패널티나 환승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Fig. 2는 링크표지기반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호선 n에서 호선 m으로 환승시에 발생하는 환승비용 이 수단-링

크표지 확장방안을 적용할 경우 dab로 단순화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금 정산배분을 위하여 노드 및 링크

기반 다수경로 탐색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2.3 교통카드자료 OD 구축

수입금 정산배분을 위해서는 실제이용객의 통행정보가 필요함으로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는 각각 선불카

드(TBBZT010), 후불카드(TBBZT020), 선불카드지연수집(TBBZT 090), 후불카드지연수집(TBBZT091)가 필요하고, 민자노선

d
ab

mn

Fig. 2. Link-based algorithm. Fig. 3. Connecting with private 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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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행정보를 알기위하여 추가적으로 3개 민자철도 운영기관의 승하차(TBBZD042)자료를 이용하였다(Fig. 3참고). 각 교

통카드자료별 데이터 필드의 형식이 다르게 구성됨에 따라, 필드를 통합하여 1일 교통카드 운영DB를 구축하도록 한다.

2.4 Soft Time-Window 반영

시간창(Time Window)이란 도착 및 출발시간이 한 쌍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열차의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을 의미하고,

시간창은 Hard 시간창(HTW)와 Soft 시간창(STW)으로 구분된다. HTW는 시간창 내에서만 대기와 탑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STW는 시간창 전에 대기 및 출발시간까지의 탑승이 가능하도록 표현할 수 있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Tag

이용 후 열차탑승을 위한 도보시간 및 열차환승시간이 존재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기시간 및 출발시간까지의 탑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STW를 고려한 경로탐색방법을 제시한다.

Fig. 4에서 링크(노선) a와 링크(노선) b는 i, j, k 3개의 노드(역)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번호의 열차가 링크 a

와 링크 b의 각각의 시작노드에서 시간창은 (aa
*,βa

*]와 (aa
*,βa

*]로 표시할 수 있다.

Fig. 4. Railway timetable considering path finding method.

(1)

여기서, ξ : t + πra(t)

여기서, πrb(t) : 출발지 r에서 t시간에 출발하여 링크 b의 도착노드까지 최소통행시간

여기서, dab(t) : 링크 a에서 링크 b로 통행 시 시간 t에 발생하는 환승시간

여기서, cb : 링크 b를 이용할 시 일반화비용(분-비용)

3. 사례연구

3.1 기초 분석자료 구축

도시철도 이용객의 통행경로를 탐색하기위해 2012.05.17 선후불 교통카드자료 및 민자철도 승하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통합하여 1일 도시철도 이용객 OD를 구축하였다.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이라고 함.)에서 제공하는 교

통카드자료(RF-Card Data)는 정산을 목적으로 DB를 취합함으로써, 요금의 변동 및 발생이 되지 않는 민자노선의 교통카드

자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SCC에서 민자노선의 이용자료(TBBZD042)를 제공받아 기존 선후불

카드의 자료와 연계하여 1일 수도권 도시철도 교통카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7개 철도운송기관의 도시철도 역사정보인 역간 소요시간, 거리 및 구간정보자료를 취합하고, 환승 역사에서 환승시 이용

되는 도보거리는 일반인의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도권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Table 1 참조).

π
rb

t( ) π
rb

t( ) d
ab

ξ( ) c
b
ξ d

ab
ξ( )+( )+ +=

Table 1. Construction of railway network section.

Section Contents

Railway network  From_node, To_node, Travel Length, Travel time, Line_number, railway organization etc.

Transfer table  From_node, Transfer, To_node, Transfer-time, Transfer-length, From_line, To_lin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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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케줄링 기반 네트워크 구축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열차스케줄 도착 및 출발시간을 연결하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이때 해당노드에는 각 열차차

량에 따른 스케줄 정보를 입력한다. 각 노드에 있는 스케줄 정보를 Fig. 5와 같이 링크로 변환하여 연결하는 과정을 거침

으로서 “당 역 도착노드 → 다음역 출발노드” 형식의 링크로 구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단-링크라벨 개념을 적용하여 열

차들을 각각의 수단으로 보고 스케줄을 링크에 적용하여 각각의 노드(역)에 연결한다.

Fig. 5. Link-based Rail Network Schedule.

일반적으로 이용객은 지하철을 이용할 시 열차도착시간에 정확하게 진입하지 못함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한다. Fig. 6과 같

이 승객(P)을 “(14,15](14분에 도착한 승객), (27,28](27분 하차한 승객)”라고 가정하고, 승객이 역에 진입한 후 이용가능 열

차 중 최초로 도착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4번(역)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를 경로탐색 모형으로 표현할 때 목적지

까지의 이동시간과 1번(역)의 대기시간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Fig. 6. Optimal Route guidance for Passengers.

3.3 도시철도 열차스케줄기반 경로탐색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비용(통행, 도보,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 최적경로탐색 방안을 제안한다. 출발노드(역) r에서 경로 b

의 도착노드(역) k까지의 경로를 탐색할 경우 실제 이용자의 Tag-In/Out 기록과 열차스케줄을 고려한 통행행태를 살펴보도

록 한다. Fig. 7과 같은 도시철도 구간에서 실제 이용객의 Tag-In/Out의 시간이 각각 12시 19분45초, 12시52분20초일 경우

기존의 연락운임정산에서는 급행철도를 고려하지 못함으로 유사경로가 없다면, “r→a→k''”(완행구간)의 경로에 수입금을 전

량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일반화비용(통행시간)을 적용하면, 최적통행경로는 “r→a'→k''”(급행구간)이 되며, 현행 연락

운임정산규칙에 근거하면 통행경로가 2인 경우 최적경로에 70%, 그 외의 구간에 30%로 수입금을 배분하도록 되어있다. 

Fig. 8의 경우 특정구간에서 완행과 급행열차가 동시에 운행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메트로9호선과 같이 동일 운영기

Fig. 7. Rail network(N). Fig. 8. Extended rail network(N').



열차스케줄을 고려한 도시철도 이용객의 통행행태 추정(수입금 정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5년 4월) 153

관에 급행과 완행이 동시에 고려되어 수입금이 배분되는 경우는 수입금 정산·배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드(역) i가 환승역이고, 노선 a와 노선 a'의 운영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수입금 정산 배분할 경우 급행노선의 처

리만으로도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확장 네트워크(N')에 대하여 열차스케줄

을 적용하여 경로를 추정하도록 한다. 열차 스케줄을 적용한 결과, 실제 이용객은 완행열차를 이용하여 “r→a→k''”의 경로

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

4.1 최적경로탐색 결과

교통카드자료의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도시철도의 통행행태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수도권

통합환승체계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환승이 이루어지는 등 통행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번

의 목적통행시 2번 이상의 민자노선을 이용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등 수입금 정산·배분방식이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행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버스와 철도로 구분하고, 버스는 “B”, 철도

는 유형별로 “0(일반철도), 1(민자철도), 2(신분당선)”로 구분하였다. 특히, 신분당선은 귀속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민자철도

에서 별도로 구분하였다.

도시철도의 통행유형을 살펴보면 Tag정보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포함되고, 다양한 경로들이 존재함에 따라 수입금

정산배분을 위해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산규칙 또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민자노선의 경우 노선별 Tag정보

가 명확하게 나타남으로 경로탐색 모형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제 이용객의 통행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Fig. 9와 같이 미금역에서 선릉역까지의 통행경로를 추정할 경우, 기존 k-경로탐색기법에서는 통행시간, 환승계수(패널티)

및 통행요금 등을 고려할 때 최적경로를 2번 경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수입금을 배분하도록 한다. 

하지만, 민자노선의 Tag정보가 존재할 경우는 우선적으로 민자노선(신분당선)에 수입금을 배분하도록 한다. 특히 신분당

선은 귀속금액이 발생함으로 귀속금액을 제외한 총 요금에서 각 운영기관별 배분한다. 2012.05.17. 분석결과 미금역에서 선

릉역까지 분당선(Korail)을 이용한 건수는 40건, 신분당선을 이용한 건수는 총 66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당선 이용여부에 따

른 수입금 정산·배분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서울연구원 보고서(2013)에서 제시된 연락운임정산규칙 중 선후불카드 정산

규칙을 적용하여 수입금을 배분한 결과 각 운영기관별 수입금 배분결과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Final route search results.

Type Contents

Only subway

[0]

 Card_No : 1000018, mode type : 0 , Fare : 1,250won(Standard:1050won, add: 200won)

 Shinbundang info : ×, airport railway info : ×, Metro9 info : ×, rail boarding : 1,050 , take off : 200

 Data info(Record) : tag(sta_no : 1803, Korail) → tag (sta_no : 1706, Korail)

Subway + bus

[OB]

 Card_No : 100015, mode type : 0B , fare : 1,050won(standard :1,050won, add : ×)

 Shinbundang info : ×, airport railway info : ×, Metro9 info : ×, rail boarding : 1,050(612won)

 Data info(record) : tag(sta_no : 0421,S_metro) → tag(sta_no : 0242,S_metro) → B

Subway + private sub

[01]

 Card_No : 100067, mode type : 01, Fare : 1,150won(Standard:1050won, add: 100won)

 Shinbundang info : ×, airport railway info : ×, Metro9 info : o, rail boarding : 1,050 , take off : 100

 Data info(record) : tag(sta_no :4125, Metro9) → tag(sta_no :4115, Metro9) → tag(sta_no :2525, SMRT)

Bus + subway + bus

[B0B]

 Card_No : 10084089, mode type : B0B, fare : 1,250won(Standard:1050won, add: 200won)

 Shinbundang info : ×, airport railway info : ×, Metro9 info : ×, take off : 200(556won)

 Data info(record) : B → tag(sta_no : 1855, Korail) → tag(sta_no : 1865, Korail) → B

Bus + subway + private sub 

+ shinbundang

(Sbd) + subway

[B0210]

 Card_No : 10578210, mode type : B0210, fare : 2,250won(standard: 1050won, add: 200won)

 Shinbundang info : o, airport railway info : ×, Metro9 info : ×, take off : 1,038, reversion : 700

 Data info(record) : B → tag(sta_no :1855, Korail) → tag(sta_no: 4312, Sbd) → tag(sta_no: 4307, Sbd) →

 tag(sta_no: 4123, Metro9) → tag(sta_no: 4115, Metro9) → tag(sta_no: 2530, SM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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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급행열차 사례분석 결과

현행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급행열차의 도입 및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존의 연락

운임정산에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메트로 9호선의 경우 급행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연락운임정산시 반영여부에 따라 운영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0과 같이 완행구간과 급행구간을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열차스케줄을 고려하여 최

적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구간은 계양역에서 신길역까지이며, 2개의 완행구간과 1개의 급행구간으로 총 3개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각 대안의

조건은 다음 Table 5와 같다.

기존의 k-경로탐색의 경우에서는 계양역에서 신길역까지의 통행경로를 추정할 경우, 급행열차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경

로1(서울도시철도공사)와 경로2(메트로9호선)간의 완행구간에 대한 비교만을 분석하여 수입금 정산배분이 이루어졌다. 하지

Fig. 9. Analysis result of Shinbundang-Line.

Table 3. Comparison of alternatives.

Type
Travel time

(length)

Fare

(won)

Transfer

(number)

Alternative 1

(Korail)

35.0min

(21.1km)
2,050 -

Alternative 2

(shinbundang)

40.0min

(24.0km)
1,350 2

Comparison △ 5min ▼ 700
▼ 2

(penalty)

↓

Optimal route : Alternative 2

Table 4. Private rail path-based Passenger trip patterns. (unit : won)

Type Case Record tag info Revenue allocation1) Travel route

Shinbundang-line

Utilizing unused
40 cases

 · Tag_node : 1858(Migeum), Korail)

 · Tag_node : 220(Seolleung), S-metro)

 · Total fare :54,000(24.0km)

 · Korail : 54,000(24.0km)
 · Migeum Sta. → Seolleung Sta.

Shinbundang-line

use
66 cases

 · Tag_node : 1858(Migeum), Korail)

 · Tag_node : 4312(Jeongja), Shin_line)

 · Tag_node : 4307(Gangnsm, Shin_line)

 · Tag_node : 220(Seolleung), S-metro)

 · Total fare : 135,300(22.4km)

 · Korail : 70,891(1.8km)

 · S-metro : 2,917(3.3km)

 · Shin-line : 61,492(17.3km)

 (added 46,200won*)

 · Migeum Sta. →  Jeongja Sta. → 

Gangnam Sta. →  Seolleung Sta.

*Shinbundang-Line assignment amount

1)「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연구」보고서(2013)에 제시된 연락운임정산규칙(선후불카드)를 적용하여 수입금을 정산·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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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열차스케줄을 적용하여 최적경로를 분석하면, Fig. 11와 같이 급행열차에 대한 통행경로 추정이 가능해진다.

열차스케줄을 고려하여 경로탐색결과, 실제통행경로는 경로1이 아니라 급행구간을 이용한 경로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

입금 정산배분 시 기존의 경로탐색기법에서는 급행열차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입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스케줄

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고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급행구간이 운영되는 노선은 매우 적어서 수입금 정산배분 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향후 민자노선의 추가진

입 및 급행열차의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급행/완행의 승객정보 구분 및 통행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이용객의 통행경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최적경로탐색 알고리즘

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경전철, 민자철도 등 다양한 철도운송기관의 진입에 따른 운영주체들간의 효율적인 수입금 정산배

분을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Fig. 10. Comparison of alternative paths.

Table 5. Comparison of alternatives.

Route Travel time(length) Fare(won) Transfer(number) Content

Alternative 1(SMRT*)

(Local line)

34.0min

(20.5km)
1,350 1 Optimal route

Alternative 2

(metro 9)

2-1

(Local line)

41.0min

(20.9km)
1,350 2 Alternative 1

2-2

(Express line)

29.0min

(20.9km)
1,350 2 Non-consideration

Fig. 11.  Railway schedule based on optimal path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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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철도운영기관의 열차스케줄을 연계하여 최적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함에 따라 복잡했던 수입금 정

산처리 규칙을 단순화하고, 유사경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수입금 정산배분대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급행구간을 포함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수입금 정산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동적 철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행 열차스케줄을 파악하고, 열차의 지정체

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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