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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시 통합대중교통체계개편에 의한 준공영제 및 거리비례요금제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입금정산문제가 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
사, 인천지하철공사의 기존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수입금 배분문제가 내재된 상태에서 버스와 도시철도의 수단간 배분문제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로 전개되었다.
또한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민자노선, 지자체의 경전철 도입계획으로 향후 대중교통수입금 정산은 보다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의 협상문제로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수입금 배정의 기본접근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기관이 통합대중교통망에서의 승객수송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전자지불시스템이 완비되었을 상황을 가정하여 이때에서 환승구간 때문에 승객의 통행행태가 파악되지
않는 수도권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역간의 (복수의) 통행경로를 파악하고 수요를 배정하여 운영기관의 인-Km 등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의 승객의 환승행태를 반영한 일반화비용. 2.역간 유사경로결정을 위한 K경로알고리즘. 3. 유사경로에 수요배정모형.
Seoul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 reform results in the introduction of the semi-public operation and distance-based fare policies. With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public transport revenue allocation has been (will be) evolved very complicated because the existing revenue
allocation issues have not only been clearly solved, which is generated by the combined relationship amo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RC),
Seoul Metropolitan Subway Corporation (SMSC),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SMRTC), and Incheon Rapid Transit
Corporation (IRTC), but also the revenue allocation problem between bus- and urban railroad-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be considered
in this combined framework. On top of that, based on the future plans such as the private sector's railroad construction plan(s), the light
rail transit construction plans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and the join of remained bus lines of Seoul metropolitan area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venue allocation among public transport operating organization will become one of main issues of operation organization as well
a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s a basic approach for revenue allocation of public transport operation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n integrated model applicable to estimate degree of service contribution in passenger carriage in the combined public
transport network. With a hypothesis that the complete electronic card system is deployed, this paper supposes every passenger's loading
and alighting stations is recordable. Thereby, this paper limits research scope as to Seoul metropolitan railroad area since used route(s)
between origin and destination stations can not be traceded because transfer stations each passenger path through is not recorded. Each
model proposed in the paper is as follows: 1. a generalized cost reflecting passenger's transfer behavior; 2.a K path model for determining
similar routes between O-D; 3.an assignment model for loading O-D trips onto the detected similar routes using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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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격, 환승회수, 환승시간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
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였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전의 지하철 수입금은 철도청, 도
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이 연락운임정산
프로젝트를 수년마다 발주하여 결과에 대해 합의함으로
서 정산했으나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 환승행태를 포함한 일반화 비용구축
- 역간 유사경로의 선택적 탐색
- 역간 수요의 확률적 배분
우선, 승객이 지하철-전철망을 이용하는데 비용으로

서울시의 통합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수입금 정산 문

인식하는 일반화비용을 구축한다. 일반화비용에는 차내

제가 기존의 지하철 기관 간 문제에서 버스, 경전철,

통행시간과 환승행태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로서 차내통

민자 9호선, 인천공항철도, 우이-신설, 광명경전철, 영

행시간, 환승시간, 환승회수, 환승이동시간을 포함하여

등포, 강남 신교통 등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반화 비용을 표현한다.

인천시 등 수도권의 지역 및 기관 간 문제로 확대될 것

일반화 비용이 구축되면,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통

이다. 수도권의 이러한 통합교통망의 운영, 관리 문제

행을 최적통행으로 규정하고 역간 최적통행과 일반화

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통합교통망으

비용에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로를 유사경로로

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입금 정산 문

정의하고, 이들 유사경로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제는 매우 예민한 기관 간 이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다. 이를 위하여 전체경로삭제방법(Martins, 1984;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접근은

Azevedo et al, 1993, 신성일, 2004; 신성일 & 노

향후 기관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

현수, 2004)을 활용하는 다수경로탐색알고리즘을 응용

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이러한 복

하여 유사경로만을 한정하여 탐색하는 방안을 개발한

잡한 통합교통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 유사경로가 탐색되면 이(들) 경로에 대하여 Logit

서는 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스템에 적용될 방

모형을 활용하여 역간 수요를 확률적으로 배분하는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안을 제안한다.

개편 전 지하철/전철 관리기관의 정산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간 통행량을 환승저항을 고려한 단일노

Ⅱ. 대중교통수입금 정산

선에 전량 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수입금이 단일노선
에 포함되는 기관에만 집중되어 대등한 서비스를 제공

대중교통수입금 정산방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

하는 기관의 노선에 대한 수입금 배정이 무시되는 결과

행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으로 변화하였다. 개편 전,

를 초래하고 있다.

버스는 개별노선으로 관리되어, 정산은 지하철/전철의

개편 후의 정산은 버스와 지하철(철도)에 대해 수단

연락구간정산을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1987,

간 정산을 한 후, 지하철-전철 간 관리기관이 정산을

국토개발연구원, 1995, 교통개발연구원, 1998 교통개

하는 복잡한 정산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잠정

발연구원). 한편 체계개편과 함께 시행한 준공영제도와

적인 합의를 거쳐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중

통합거리비례요금제도, 환승할인제도, 손실금 보전 등

교통운영체계에 따라 개편 전에 제시된 정산방안을 다

에 의해, 기존 지하철/전철의 연락운임정산과 함께 버

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스와 지하철/전철의 정산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본 연구는 지하철-전철 수입금 정산 시, 지하철-전

되었다. 현재의 정산방법은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철 운영기관간의 근원적인 분쟁소지인 정산문제를 합리

보다는 기관 간 잠정적인 합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발생 가능한

본 장에서는 대중교통개편 전․후의 정산방법과 외국사

승객의 통행행태를 고려하여 유사경로를 찾고, 통행량

례를 살펴본다.

을 이 다수의 유사경로에 배분하여, 각 개별기관의 운
행기여도(인-km, 영업운행거리 등)를 산출하는 방안이

1.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 철도‐지하철 연락운임정산

다. 이는 지하철-전철 망에서 발생하는 승하차 통행량
과 통행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통행시간, 배차간

수도권의 전철과 지하철은 이용승객의 편의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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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중교통체계 개편전의 정산시스템
수행기관

수행기법
- 최단경로
국토개발연구원 - 환승구간은 거리가중치로 환산
(1987)
- 유사경로조사로서 Logit 모형을 적용
- 1,2,3,4호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 최단역수(역‐역:1)
- 환승구간을 역수로 환산 (일반3, 경원선7)
교통개발연구원
- KOTRAS개발
(1995)
- 1,2,3,4호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과
천선
- 1995년도 제안된 방법과 동일
교통개발연구원
- 1,2,3,4,5 호선,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1998)
과천 선, 일산선

<그림 1>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의 요금정산

정산하며, 철도수단에서 초과운임이 발생하는 경우 철도
기관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협의에 도달하였다.
식(1)은 기본요금수단비율에 대한 정산이다.

A

위하여, 기관 간 직통연락운행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m=C ⋅

BF

m

∑BF
m

(1)

m

러한 직통연락운행에 따라 기관 간 연락운임정산 및 비
용정산의 문제가 계속발생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 개

 ：수단  의 정산금

편 전 연락운임정산은 1997년부터 철도청(현재 한국철



도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시 지

 ：수단  의 기본요금

：요금부과액금

하철공사의 4개 기관의 연락운임정산을 위해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승객이용행태를 파악, 인-Km의 산출
하고, 이를 기초정산자료로 활용하였다. 인-Km를 계산

식(2)는 지하철 추가요금 발생에 대한 정산에 대한
설명

하기 위해, 역간 승객통행하경로를 파악하는 모형이 필
요하다. 국토연구원(1987)에서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의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단거리구간 통행행태를 가정하

A s=C s ⋅

교통개발연구원(1995)년에서 제안한 방법은, 승객은
최단통행역으로 통행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인-Km
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까지, 이
방안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 단일노선에 의한 정산

s

+SF

s

(2)

BF m
∑
m

여 인-Km산정을 제안하였다. 이 때 다수의 통행경로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한 Logit모형을 적용하였다.

BF



：지하철  의 정산금



：요금부과액- 의 추가요금

 ：수단  의 기본요금

 ：지하철  의 추가요금

방식은, 역간에 매우 유사한 다수의 경로가 존재하는

철도기관간의 정산방식은 기존의 단일노선 방식에서

경우 단일노선에 포함된 기관에만 통행이 배정되기 때

적용하지 않고 우선 탑승하는 역을 관리하는 기관에 전

문에, 계속적으로 기관 간에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액 배정된다. <그림 1>은 이러한 정산 예를 보여주는

있었다.

것으로 철도-도시철도-지하철의 순으로 통행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초승 탑승기관인 철도에 전액 보관한다

2.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수입금 정산

(각 기관의 보관액에 대한, 추후 기관간 정산).
체계개편후의 정산방식은 보다 복잡해진 시스템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의 정산방법은 통합거리비례제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시행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수입금 통합정산체제의 문제로

가동하기 위하여 기관 간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

복잡하게 구축되었다. 정산규칙은 우선 버스와 전철‐지

고 있다. 개편 전에도 기관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시스

하철(이하 철도)의 수단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다음

템을 개편 후에 통합교통망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에 전철과 지하철에 대한 연락운임정산이 시행된다. 버스

기관이 지역적으로 광역화되어 참여할 시스템에 대한

와 철도수단에 대해서는 수단별 기본운임 비율기준으로

논리적인 정산기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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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조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각 개별수단 또는

3. 해외사례

수단간 통행량을 기반으로 수입금 정산을 한다.
통합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이 존재하
는 정산문제는 해외 다수 나라의 사례에서 파악할 수

Ⅲ. 모형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정확한 정산방안에 대한 정보를
구득하기는 힘들며, 이에 대한 유추정도가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정산

<표 2>에서, 각 국가(또는 도시)의 대략적인 정산방법

모형을 구축하는 논리와 모형의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

을 살펴보면, 정산은 첫째, 특정 기관에서 전담하는 경

으로 검토한다.

우가 있으며, 둘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여도(또는 성
과)를 기반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셋째, 대중교통 기관

1. 모형의 개발방향

은 주로 정부+민간 형태로 운영된다.
정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단간 환승에 대해 정확

개별승객이 이용한 통행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한 통행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유추할 수 있으

개별승객의 인-Km를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정산자료

며, 대부분 통행량 조사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입

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 현재 버스와 지하철의 개

금 정산을 실시한다. 일본의 경우, 철도시스템은 민영

별승객 이용경로에 대해서, 버스탑승․하차 시 카드단

기관과 국영기관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별로 다른 요금

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이중 접촉방식을 택하고 있기

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금 분쟁은 발생하

때문에, 승객통행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가정할

지 않는다(T-card(smart card) 사용 이전). 일본을

수 있다. 지하철-전철통행에 대해서도 개별승객이 탑승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

역에서 단말기에 접촉하고 하차역에서 단말기에 접촉하

하지 못하며, 기관별 서비스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

는 이중접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통행에

<표 2> 요금제도 및 수입금정산체계 해외사례
도시/국가

요금제도

맬버른/호주

구역
요금

-이용자별, 사용기간별 다양한 ticket
-철도 외 tram, bus와 연락운송

구역
요금

-Ticket에 따라 환승가능 또는 불가능
․1회 탑승, 환승 불가능
․10회 탑승,(수단간)환승무료
․특정구역, 1달 무제한 탑승
․하루 모든수단 무제한 탑승

-의회: 요금통합모니터링 위 원회 구성
-개인 수단간 chain 통행, 부 과요금 기준 배분

구역
요금

-Ticket별 무료환승 또는 불가능
․bus와 metro간 무료환승 적용 없음
․하루 무제한 이용 및 환승가능
․주간, 월간 환승가능

-RATP와 SNCF간 가구설문 조사 (매4～5년)오
연락통행 실태파악, 정산
-민간버스업체는 일주일간 승객 수 조사(매 2년),
정산
-정기권 할인결손은 교통세 보조

바르셀로나/스페인

파리/프랑스

동경/일본

거리
비례
요금

런던/영국

구역
요금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네델란드

구역
요금

연락운송실태

-단일수단 거리비례요금
․기관별 하루권
․하루 모든교통수단 이용
․1개월‐선택된 거리,노선에 사용
․1개월‐모든 수단노선사용가능
․T-card(smart card)사용
-Oyster (smart card)이용
-Tube, DLR, Bus, Tram, National rail에서
사용가능
-기간별, 이용자별로 다양한요금 (ticket) 차별정
책 적용
-네델란드 전역 동일 요금시스템 기간, 구역별로
다양한 strip ca rd 사용

수입금정산방법
-정부기관 Revenue Clearing House 운영
-조사를 통한, 승객통행량 (passenger loads)기
반 정산

-승차권 발매실적 및 정산대상금액 자료를 각 기
관별로 전산관리
-매월 각 기관간 자료교환 및 정산협의하여 정산
-각 기관간 요금수입이 확정 되어 있어 정산문제는
적음
-공동협의기구(TfL group)을 구성하여 여기에서
정산방 법 및 정산액 결정
-인/km 기준으로 배분
-할인결손은 정부에서 보조
-민․관 WROOV 시스템 개 발, 운영 조사(행태분
석 등) 로 제공서비스 수준 (통행 량) 산정 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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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행경로의 산정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유는 환승통
행하는 경우에는 환승역에서 카드접촉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행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정산모형은 지하철-전철의 환승통행행
태를 포함한 경로행태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정산모형에서 가장 문제시 되던 것은 단일경로
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하여 단일경로에
전부 배정하기 때문에 산정된 단일경로와 유사한 노선

<그림 2> 유사경로탐색 알고리즘

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정산 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쟁을 유발하였다. 기관간의 이는 역간 서비스수준이

정산하는 방안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Logit

유사한 경로에 대해서는 산정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유

모형의 특성상 대안의 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역

사경로를 모형에서 추적하고 유사경로에 역간 수요를

간 유사경로의 수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통행에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적용하기에는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유사경로를 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택하는 대안으로서 역간 유사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로탐색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유

2. 선택적 유사경로탐색 알고리즘

사경로를 미리 탐색한 후에 경로의 일반화비용을 고려
하여 다양한 통행배정기법‐단일노선배정, 균일배분,

유사경로는 “최적의 경로와 비교하여 크게 비용측면
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로”로 정의된다. 지하철

최적전략배분, Logit모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철망에서 유사경로는 역간 승객이 이용할 만한 경로

기존에 알려진 다수의 경로탐색알고리즘은 대부분 노

를 의미한다. 망이 단순하면 대중교통망의 특성상 대부

드기반(Yen, 1971; Shier, 1979; Azevedo, et al,

분의 경로는 단일경로로서 산출되나 망이 복잡해지면

1993)으로 구축된 방식과 링크기반으로 구축된 방식

유사경로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된다. 현재 서울시의 중

(Lee, 2004; 신성일, 2004)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심부에는 많은 환승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접근경로가

네트워크의 표현과 환승페널티를 반영이 용이한 링크기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경로의 수는 초기에 비하여 매우

반방식에서 알고리즘의 수행속도측면에서 활용성이 높

증가되었다.

은 신성일(2004)가 제안한 K비루프기반 경로탐색 알고

전철-지하철 Network에서 역간 승객이 이용할 만

리즘을 활용한다. K 비루프기반 경로탐색 알고리즘은

한 다수의 유사통행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1)

탐색된 K번째 경로가 재 탐색되지 않도록 경로의 전체

설문조사를 이용한 유사통행실태조사, 2) 통행행태를

를 삭제하는 방식(Entire Path Deletion)에 기반을 두

파악하기 위한 역간 이용자 행태모형으로 구분된다. 설

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에 Avezedo, et al(1994)

문조사를 이용한 유사통행실태조사는 조사의 비용과 조

가 제안한 노드기반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루프생성의

사 후 다시 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단점을 보완하고 회전지체가 존재하는 통합교통수단이

모든 경로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간적

존재하는 가로망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신성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이용자 행태

일, 노현수, 2004).

모형을 구축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경로선택행태에 대하

연구에서 유사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은 <그림

여 조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모형을 적용하여 비용과 시

2>와 같다. 우선 일반화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경로를

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탐색하고, k번째 탐색된 경로가 최적경로와 유사하면

유사경로를 고려한 행태모형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이 경로를 유사경로에 포함하고, k+1번째 경로를 탐

일반화비용을 구축하여 Logit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이

색하며 유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만약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 전철-지하철 초기 정

k+1번째가 유사하지 않으면, 유사경로는 k개로 결정

산사례와 현재의 국외사례에서 Logit모형을 활용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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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Km기여도를 산출한다. 수요를 배정하는 방안으로

3. 일반화비용과 환승모형

는 단일노선배정, 균일배정, 최적전략배정, 확률배정
승객의 통행은 통행비용을 최소화하는 행태로 표현

등으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본 연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전철의 통행에서 통행비용에

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탐색된 유사경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변수로는 총통행시간, 환승회
수, 환승통행시간, 환승역의 환경, 경로의 익숙성, 혼

Logit모형을 적용하여 배정하는 방안이다. 유사경로를

잡도, 에스컬레이터유무, 배차간격 등이 존재한다(이경

출된 일반화통행비용에 대한 경로별 선택확률을 계산

재, 2004). 승객은 통행에서 환승이 존재하는 경우 가
능한 한 환승을 피하려는 행태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하여 수요를 배분한다. 이때 수요배분에 관련된 파라

다. 따라서 환승이 존재하는 전철-지하철 network 에
서 환승통행은 승객의 경로의 선택행태를 설명하기 위
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로 포함해야 하며, 이는 일반화
비용에 내제되어 표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환승통행을 일반화비용에 포함하는 방안
은 다음 식(3)과 같이 구성하였다. 식(3)에서 일반화비
용은 통행시간, 환승횟수, 배차간격, 환승이동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환승횟수는 환승에 필요한 총환승시간,
즉 환승이동시간과 배차간격에 대하여 가중치로서 적용
하여 환승이 많아지면 환승을 회피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은 식에 대하여 환승횟수가 증가될수록 환승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도록 표현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3)

C = In Veh +α i (TT+H)

탐색하면 탐색대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각 경로에서 도

메타를 이용하여 단일노선배정, 균일배정, 확률배정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로를 구성하는 열차
의 배차간격에 대한 정보도 용이하게 파악이 가능하
므로 최적전략배정을 확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 용이하게 전개가 가능하다. 식은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Logit모형에 의한 배정방법에 대하여 나타내
고 있다.

P i=

e

θC

e
∑
k

i

θC

, k∈K

(4)

k

 ： 번째 경로의 수요배정확률
C i： 번째 경로의 일반화비용
 ：민감도계수(→ ：균일배정,



：일반화비용



：환승계수

→∞ ：단일노선배정)

Ⅳ. 사례연구

  ：차내통행시간(분)


：환승시간(분)



：배차간격(또는 대기시간)(분)

3가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정산방안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에 파악한다.

1. 유사경로선택을 위한 모형의 파라메타 정산
유사경로는 최적경로와 일반화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로를 의미한다. 유사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로를 최적경로의 비율과 비교하는
Diff와 경로의 일반화비용에서 환승회수 α i 이다. 최적
<그림 3> 환승회수에 따른 환승계수 α

i

경로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경로를 일반화 비
용에 포함시키는 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경로이용행태에

4. 역간 수요배정모형

대한 설문조사<표 3>를 실시하여, α i 에 Diff=0.1로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거의 100%일치하는 최적의 α

경로를 발견하면 역간의 수요를 배정하여 최종적인

는 그림과 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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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내용
구분
1
2
1
1
2
1
2
1
1
2
1
1
2
2
1
2
1
2

출발역 경유역1 경유역2 경유역3 도착역 호선1 호선2 호선3 호선4
부천
온수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95 7 3
부천
신도림
교대
남부터미널 95 2 3
종합운동장 교대
남부터미널 2 3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철산
3 7
남부터미널 교대
대림
철산
3 2 7
창동
충무로
남부터미널 4 3
창동
옥수
남부터미널 1 3
숭실대입구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7 3
미금
도곡
남부터미널 92 3
미금
수서
남부터미널 92 3
신림
교대
남부터미널 2 3
증산
약수
남부터미널 6 3
증산
합정
교대
남부터미널 6 2 3
증산
합정 을지로3가
남부터미널 6 2 3
서초
사당
명동
2 4
서초
교대
충무로
명동
2 3 4
금정
남태령
사당
교대 남부터미널 96 4 2 3
금정
남태령 총신대입구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96 4 7 3

<그림 4> 환승계수 α i 의 추정 값

Diff=

( C k -C 1 )
C1

C

1

: 최단경로의 일반화비용

C

k

: k 번째 경로의 일반화비용

(5)

추정된 환승계수를 이용하여 총 유사경로를 산출하
고 이를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 볼 경우, 증산 → 남부터
미널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을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증산 → 남부터미널에 대
해 추정한 유사경로는 총4개(K1,K2,K3,K4)로 조사
한 경로보다 하나가 더 많다. 이 중 K4는 본 모형에서
최단경로로 선택되었다. 경로의 특성 상 이 노선의 선
정 결과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 증산 → 남부터미널 유사경로 탐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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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지하철-전철 연락운임정산과의 비교
기존의 지하철-전철 간 연락운임정산을 위해 사용한
자료로, 기․종점자료 (서울지하철공사), 정기권자료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한국철도공사), 스마트카
드자료 (한국스마트카드)가 이용되었다. OD추정을 위
해 사용된 방법은 기 수집된 자료를 통행분포모형인
Fratar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여기서 얻은 OD 쌍
은 총 152,795쌍이 발생하였다(교통개발연구원, 2004).
총 OD 쌍에 대하여 환승모형을 적용하여 유사경로
(1%, 5%, 10%)에 Logit 모형을 이용한 통행배정을
실시하여 얻은 기여도(인-km)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유사경로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지하철공사-기

<그림 6> 주안-용산 급행노선 구간

타)구간에서만 기여도(인-km)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하
철공사-도시철도공사-기타)구간에서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통행자가 경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록 이에 (지하철공사-기타)연락구간에서 다른 연락구
간으로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유사경로 선정비율에 따른 연락구간 수송실적(인-km)
연락구간(인-㎞)
유사
지철-도철 지철-기타 도철-기타 지철-도철-기타 경로쌍
최적경로 12,390,549 23,927,645 4,411,147 5,597,646
0
유사경로
12,418,898 23,878,471 4,424,198 5,670,612 11,228
(1%)
유사경로
12,593,821 23,705,259 4,444,580 5,843,794 41,712
(5%)
유사경로
12,970,998 22,441,437 4,494,136 7,303,008 63,933
(10%)
구분

3. 급행 및 완행열차에 대한 적용
급행(직통열차) 및 완행를 고려하였다. 현재 운행중
인 주안-용산 간 직통열차를 고려하여, <그림 6>과 같
이 급행노선 정차역에는 급행노선과 완행노선이 모두
정차하고, 환승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7>은 도화→남부터미널까지 통행에 급행노선
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에 대해 나타낸
다. 급행노선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승페널티를
고려한 최단경로(k=1)은 도화(1호선)→신도림(2호선)
→교대(3호선)→남부터미널로, 일반화비용   은 74.4
분이고, 환승2번에 총 이용역수는 29개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k=2)는 도화(1호선) →온수(7호선)→고
속터미널(3호선)→남부터미널이 제시되었고, 일반화비

<그림 7> 주안-용산 급행노선 추가에 따른 경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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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는 80.2분, 환승2번 이용역수는 30개이다.
급행노선을 적용한 경우의 최단경로는 주안→용산간 급

있는 통행으로 나타내면, 환승이 종로3가, 을지로4가,

행노선을 이용하여 도화(1호선,완행))→주안(1호선,급행)

고 가정하는 것이다.

→신도림(2호선)→교대(3호선)→남부터미널로, 70.6분의
일반화비용을 갖고, 환승3번 총 20개 역을 이용하였다.

잠실, 복정에서 4번 발생하여, 총 39.6Km를 통행했다
그러나 실제 통행을 일반화 비용 측면에서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하면, <그림 9>와 같이 수서역에서 1회 환

이는 위에서 조사된 자료를 볼 때(부천→남부터미

승하고, 총 44.8Km를 이동한 것이 합리적으로 나타나

널),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환승을 허용하더라도

며, 이때 통합거리비례제에 의한 요금은 1,400원으로

급행노선 구간을 선택하는 이용자의 행태를 좀 더 명확

계산할 수 있다.

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오리에서 요금Table에 포함된 308개 역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총32개역에서 100원의 요금증가가 발생

4. 합리적 요금부과기준

하였으며, 평균통행거리의 증가는 역1.007Km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버스의 통행거리와 합산

현재의 통합거리비례제 요금부과는 승객이 수도권
전철-지하철 망을 최단거리로 이용한 다는 가정을 기반

하는 경우 지하철-전철 기관의 수입금뿐만 아니라 버스
의 수입금도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승객의 행태와
매우 다르게 전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8>의
무악재에서 오리까지의 통행을 현재 요금이 부과되고

Ⅴ. 기관 간 정산절차제안
대중교통 민자노선의 투입, 관계기관의 증가, 지역적
세분화 등에 의하여 향후 대중교통의 수입금 정산문제
는 기관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슈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산방안이 제시
되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여 사전에 분쟁
을 종식시키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0>은 기관 간 정산절차를 간단하게 제안
한 것이다. 우선 관계기관은 기관의 의견반영에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자료(역간 정보)를 일정 수에 맞추어 제
출한다. 정산분석기관에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분

통행거리：39.6 Km; 환승횟수：4
통행요금：1,300원

<그림 8> 최단거리통행 [요금Table기준]

석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안한 모형에 대하
여 가장 근접된 설문결과를 설명하도록 파라메타를 조
정한다. 이때 각 기관에서는 추정한 파라메타에 대하여
검토하고, 모형에 대하여 개별 자료를 분석하여 가능한

통행거리：44.8 Km; 환승횟수：1
통행요금：1,400원

<그림 9> 일반화비용에 의한 통행요금

<그림 10> 기관 간 정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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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조건에 들어오면 협의과정을 거친다. 각 기관의 협

하여 환승을 적게 하면서 통행거리를 장거리로 채택하

의에 의하여 결정된 변수와 파라메타를 대상으로 본 연

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요금부

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수행하여 각 기관의 전체 교통망

과기준을 합리적인 행태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버스와

에서의 기여도를 인-Km, 영업거리 등 필요한 지료로

지하철-전철 수단 모두 수입금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서 산출한다.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기관 간에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으로

Ⅵ. 결론

설문조사, 파라메타 추정, 협의 등의 단계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서울시의 통합대중교통체개편으로 수입금 정산 문제
가 향후 수도권,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 및 기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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