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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non-motorized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in urban transportation 

systems as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has arisen. The public 

bike-sharing system in Seoul was born as part of efforts to improve the issues. Another 

problem, however, has occurred in the use of bikes due to the imbalance of demand-supply of 

public bikes at each station. In this study, an optimal rebalancing strategy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estimated rent-return demand of each station in the purpose of keeping the inventory at a

certain level. The optimized model by MATLAB programming uses the integer programming 

method to estimate the number of bike. The strategy consists of three stages. First, drop-off 

stations were selected through estimated rent-return demand. Second, clustering method w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of finding the shortest rebalancing route. 

Third, the direction of the route is determined centering around the drop-off stations, and 

optimized route is proposed by selecting nearest pick-up stations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drop-off.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bike rent-return history in Mapo-gu, Seoul.

As a result, the demand satisfaction ratio was 0.82 with 112 of the 136 data were satisfied on the

2-hour peak time. The propriety outcome of the number of docks was 0.47 in that 32 docks out 

of 68 are appropriately allocate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improved from 1.38 to 1.12 

as an index of uniformity of inventory margi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of inventory margin decreased from 24.9 to 15.7, and F-test was implemented

to confirm significance.

Keywords: bike rebalancing, bike rental demand, inventory margin, optimal rebalancing route, 
public bike

초록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은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

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시스템 운영전략은 지역적 특성, 이용자의 이용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운영 효율성이 낮고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여소의 이용특

성에 따라 수요를 추정하여 자전거 재배치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수요에 맞춰 재고를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재배치전략 수립 시 운영차량의 자전거 회수량과 분배

량은 정수계획법을 이용한 최적화 모형을 통해 산정되었다. 본 연구는 재배치전략을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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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시간단위로 대여소별 자전거 이용수요를 추정하여 운영차량의 대여소별 자전거 분배량을 

산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산정된 대여소별 재배치량을 기반으로 최적경로를 도출하여 재배치시간을 최소화하는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재배치전략의 효과는 3가지 지표인 이용수요 충족도지표, 거치대수 적정성지표, 그리고 재고여

유분의 균등성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는 서울시 마포구의 2017년 11월의 자전거 대여반납 이력자료를 

이용하여 1시간 단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이용수요 충족도의 경우, 첨두시간 2시간동안 전체 68개 대여소 중 

각각 57개 및 55개 대여소 재고가 이용수요를 충족하여 이용수요 충족도는 0.82로 산정되었다. 거치대수 적정성지

표의 경우, 재배치전략 시행 후의 값은 0.47로 전체 68개 대여소 중 32개 대여소의 거치대수가 이용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히 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고여유분의 균등성지표의 경우, 대여소별 재고여유 자전거 수의 변동계수는 

1.38에서 1.12로 감소되어 19%의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F-검정을 통해 개선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자전거 재배치량, 자전거 이용수요, 여유재고량, 최적 재배치경로, 공공자전거

서론

최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도시의 도시 교통시스템에도 무동력 교통수단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여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리,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무인 공공 자전거 대여시스템인 따릉이 서비스를 201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서울시의 따릉이 서비스는 공공자전거를 2015년 약 2,000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약 20,000대로 

확대 공급하였다. 

공공자전거의 운영 효율성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운영전략, 지역적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특성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에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여소의 자전거 과잉 

또는 부족현상은 대여량과 반납량의 차이로 인한 이용특성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공공자전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있는 대여소에 자전거를 적시에 이동시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따릉이와 관련된 민원은 대여소의 자전거 배치관련 건이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한다. 적절하지 못한 자전거 재배치는 결국 추가적인 자전거 이용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울시는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운영차량을 이용해 자전거 재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배치 시스템은 현장 대응형으로서 재배치요원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재배치가 시행되고 있

기 때문에 시스템 최적화의 측면에서 그 운영 효율성이 높지 않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자

전거 이용자에 대한 행태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재배치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본 연

구는 대여소의 자전거 이용특성에 따라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재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재배치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선행연구

연구주제는 크게 자전거 대수를 다룬 이용수요 예측과 운영차량의 재배치경로 선정으로 나뉜다. 공공자전거 이

용수요 예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 자료와 기후조건 및 계절별 요인 자료를 활용하여 수

행되었다. Yang et al.(2016)은 시간대별 이용수요와 기후특성자료를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통해 공공자전거 대여

수요를 예측하였다. Rudloff and Lackner(2014)는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s)를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

수요를 예측하고 자전거 렌탈 데이터와 계절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in et al.(2017)

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타슈’ 공공자전거의 이용 수요 예측하였으며, 수요영향요인으

로서 이용시간, 기후, 축제 여부 요인을 추가하여 이용수요를 예측하였다. Hong and Kim(2017)은 6개 계열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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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통해 일일 공유자전거 수요량을 예측하였으며, 이용수요는 근무일 여부, 기온, 그리고 풍속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Brinkmann et al.(2015)은 재배치전략을 long term/short term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수요예측 범위

의 재고량을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적정 재고수준을 산정하였다. Reiss and Bogenberger(2017)는 관리자 중심의 

재배치전략을 제안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관리자 및 이용자 중심의 재배치전략을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Chardon et al.(2016)은 9개의 공공자전거 재배치시스템을 분석하여 대여소의 이용률에 거치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자전거 재배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요가 많은 대여소 또는 재고 불균형이 심한 대여소를 중심으로 재배치

경로를 최적화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Liu et al.(2016)는 각 지점별 station inventory target level과 

vehicle routing optimization with outlier stations를 제시하였는데, 주변의 다른 대여소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은 

대여소를 중심으로 재배치경로를 최적화하였다. Reiss and Bogenberger(2016)는 재고가 많은 대여소와 부족한 대

여소를 찾아 불균형이 심한 곳에 대하여 운영차량의 자전거 재배치를 시행하고 그 경로를 최적화 하는 연구를 시행

하였다. Schuijbroek et al.(2016)는 각 자전거 대여소에서의 적정 보유 대수를 산정하고 운영차량의 재배치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cluster-first route-second heuristic method를 사용하는 Clustering problem에 초점을 두었다. 

Weikl and Bogenberger(2015)은 구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구역 간에도 재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Erdogan et al.(2014)은 적정 자전거 보유 대수의 범위를 정하고, 재배치를 시행하였다.

공공자전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이용자 행태분석 및 이용수요 예측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재배치경로 설계 

및 경로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인 상태이다. 재배치경로 최적화에 관해서는 월등히 수요가 많은 대여

소 또는 재고 불균형이 심한 대여소를 대상으로 최단경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자전거 시스템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여소별 이용특성에 따른 예측 수요를 바탕으로 재배치전략을 수립

하고, 자전거 이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정수준을 재고량을 유지하며, 이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자전거 재배치전략 방법론

이용자들의 공공자전거 대여와 반납은 대여소의 재고 분포의 불균형 및 쏠림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을 원활하게 하고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차량은 대여소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회수하거나 분

배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여소별 대여 및 반납 특성에 따라 추정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재고를 일정수

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배치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시간단위로 대여소별 

자전거 이용수요를 추정하여 운영차량의 대여소별 자전거 분배량을 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산정된 대여소별 분

배량을 기반으로 최적경로를 도출하여 재배치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 이용수요 추정 및 요구 분배량 산정

재배치전략을 수립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간대에 따른 대여소별 자전거 분배량 및 회수가능대수를 산정해야 한다.

              if  ≥  (1)

 
         if    (2)

대여소별 분배량 및 회수가능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대여소의 시간대에서의 자전거 이용수요를 추정하였다. 자전

거 이용수요()와 그의 표준편차()는 해당 시간대에서의 평균적인 자전거 대여량()과 반납량()

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다. Equation 1은 대여소의 시간대에서의 자전거 분배량( )을 구하는 수식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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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전거를 분배해야하는 대여소는 대여량이 반납량보다 많아 재고()가 이용수요( ≥ )만큼 감소

한 대여소이다. 이용수요가 실제값이 아닌 평균값임을 고려하여, 해당 대여소에서의 자전거 분배량은 이용수요에 

여유분을 더한 만큼의 양을 분배하도록 설정하였다. 여유분은 으로 설정하여 분배량이 실제 이용수요를 충

족할 확률이 95%가 되도록 하였다. 반대로, 대여소의 시간대에서의 반납량이 대여량보다 많을 경우, 재고는 이용

수요(  )만큼 증가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소에서는 자전거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Equation 2는 

회수가능대수( 
)를 나타낸 수식이다. 

2. 최적 재배치경로 기반 재배치량 산정 최적화 모형

산정된 대여소별 자전거 분배량 및 회수가능대수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여 재배치시간을 최소화

하였다. Equation 3은 재배치경로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Min Objective Function:

  
  




 



  × 






  



 ×  ×  
 



 ×  × 

 (3)

subject to:

 ∈, ∈ Constraint (1)

 
   ≥  Constraint (2)

   Constraint (3)

    sec대 Constraint (4)

, , , ,   ≥  Constraint (5)

   
  



      Constraint (6)

Equation 3은 운영차량의 재배치시간을 최소화하여 최적경로를 선정하는 목적함수이다. 재배치시간은 운영차

량의 통행시간과 자전거의 회수 및 분배시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uation 3의 첫 번째 항은 운영차량의 통행

시간을 의미하며, 각 대여소간 거리를 속도로 나눈 값들의 합으로 표현하였다. Constraint 1의 와 는 각각 

대여소의 회수 여부와 대여소의 분배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당 대여소에서 회수와 분배가 시행되면 1, 그

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낸다. 따라서 운영차량은 회수 및 분배가 시행되는 대여소만 거치게 된다. 목적함수의 두 번째 

항은 운영차량의 자전거회수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회수시간은 회수대여소의 시간대에서의 자전거 회수량

( )과 자전거 1대당 회수시간()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Constraint 2는 대여소의 시간

대에서의 자전거 회수량( )이 회수가능대수( 
)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약하는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 

목적함수의 세 번째 항은 분배소요시간에 대한 항으로서, 두 번째 항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분배대여소에서의 자전

거 분배량()과 자전거 1대당 분배시간()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표현하였다. 운영차량의 통행속도는 시속 

25km이고(Constraint 3), 운영차량의 자전거 1대당 회수 및 분배시간은 30초이며(Constraint 4), 운영차량의 자전

거 용량은 20대로 가정하였다. 또한 모든 대여소의 재고, 대여량, 반납량, 회수량 및 분배량은 음수가 되지 않도록 설

정하였다(Constraint 5). 대여소의 시간대에서의 재고()는 Constraint 6과 같이 초기 재고에서 ()시간

동안의 대여, 반납, 분배 및 회수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재고의 초기값 은 각 대여소의 거치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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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용 소프트웨어인 MATLAB (매트랩)을 활용하여 최적 재배치경로를 설정하였다. 

최적 재배치경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차량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자전거는 분배대여소 주변에

서 회수되도록 설정하였다. 

Case Study

1. 대상지역 및 자료구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마포구를 대상으로 제안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마포구에는 총 68개의 대여소가 있으며, 거

치대는 총 950대가 있다. 2017년 1년간 마포구에서의 이용건수는 1,544,770건으로 서울시 행정구 중에 이용수가 

가장 많았다. 마포구 대여소의 재배치는 강북공공자전거관리소에서 실시간으로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운영된다. 강

북공공자전거관리소에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속해있으며, 운영팀은 총 5대의 운영차량을 이용하여 마포구 

내 재배치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의 자전거 대여반납 이력자료를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공자전거 대

여반납 DB에는 이용 건당 자료가 기록되어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외부상황의 영향으로 예외적인 자전거 이용행

태가 나타나므로, 분석DB는 2017년 11월 중 맑은 날 평일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해당기간은 20일로서 통행량은 

총 43,194회가 기록되었으며, 데이터는 관측된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구축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하루 24시간에 대해 추정된 대여반납수요를 기반으로 재배치전략을 설정하였다. Table 1은 대상지역 및 자

전거이용 DB의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Test site and bike rental DB format

Site Mem’ship Rent time Rent station Return time Return station
Use 

(min.)
∙ 1,544,770 annual use

∙ # of Sta.: 68
∙ # of Dock: 950

∙ 5 Oper. veh

Regular 2017-11-16 
19:43

Mapo-gu 
office

2017-11-16 
19:52

DMC station  8

Regular 2017-11-11 
13:53

Sangam 
middle school

2017-11-11 
14:06

Mapo-gu 
office

13

Daily 2017-11-14 
02:01

Hapjeong 
station

2017-11-11 
02:26

Gajwa station 24

Non-member 2017-11-01 
00:04

Mangwon 
station

2017-11-01 
00:22

Sports center 17

2. 분석결과

1) 운영차량의 최적 재배치경로 선정 결과 분석

재배치 최단경로 선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여소의 군집화가 필요하다. 각 군집은 4개 대여소를 포

함하며 운영차량은 지역을 왕복하며 재배치를 시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운영차량의 이동은 군집 간 이동과 군집 내 

이동으로 구성된다. 재배치 대여소가 선정되면 운영차량은 해당 군집을 방문하여 군집 내 대여소의 재배치를 수행

한 이후 다음 군집으로 이동한다. 운영차량이 재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군집의 마지막 재배치대여소와 다음 군집의 

첫 재배치 대여소 간의 거리는 최단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2는 각 시간대별 운영차량의 재배치경로와 소요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최적재배치경로의 회수대여소는 괄

호번호로 표기하였다. 20-21시의 재배치경로는 총 17개 대여소를 경유하여 재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46대의 분배자전거가 53번, 54번, 56번 등 10개 대여소에서 분배되었고 51대의 회수자전거가 55번, 43

번 등 7개 대여소에서 회수되었으며, 재배치시간은 총 4,441초가 도출되었다. Figure 1의 (b)와 (c)는 각각 09-10시

와 20-21시에 시행된 재배치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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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of optimal rebalancing route

Time 
slot

Optimal rebalancing route
Drop-off Pick-up Rebal. time 

(s)Station Bike Station Bike

17-18 25-39-17-24-21-13-(9)-10-(7)-8-(3)-4-(2)-5-6-(1)-33-(43)-
36-(67)-58-(55)-54-(53)-(56)-51-(47)-50

17 85 11 70 7,155

20-21 (55)-53-54-(55)-56-(43)-2-(3)-4-(5)-8-(10)-9-21-(23)-22-25 10 46  7 51 4,441
#: Drop-off station number, (#): Pick-up station number.

(a) Clustering (b) Optimal route on 17-18 (c) Optimal route on 20-21

Figure 1. Clustering and optimal rebalancing route

2) 자전거 재배치량 산정 결과 분석

Table 3은 마포구의 68개 대여소 중에서 자전거 재배치 분배량이 가장 많은 3개 대여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재배치 과정은 0시부터 시작되며 대여소별 재고량의 초기입력 값은 설치된 거치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3. Result of rebalancing strategy at each station

Time 
slot

50. Sports center 54. Seoul local court 62. World Cup park

Inventory
μ Pick Drop

Inventory
μ Pick Drop

Inventory
μ Pick Drop

Current Proposed Current Proposed Current Proposed
00-01 20 20  2 20 20 -2 12 12  2

01-02 18 18  2 22 22  1 10 10  1

02-03 16 16 -1 21 21 -1  9  9  1
03-04 17 17  1 22 22  1  8  8  1

04-05 16 16 -1 21 21  1  7  7  0

05-06 17 17  2 20 20 -1  7  7  1
06-07 15 15  1 21 21  1  6  6  3 3

07-08 14 14  3 2 18 20 -4  7  6  2 8

08-09 20  9  5 17 24 -19 11 12  6 8
09-10 20  4 -1 29 43 -4 10 14  5 6

10-11 23  5  1 29 47 -2 11 15  4

11-12 22  4 -1 5 26 49  2 15 11  1
12-13 23 10  4 4 24 47  6 14 10 -1

13-14 30 10  2 15 41 -2 19 11  1

14-15 31  8  2 4 17 43 -1 18 23 10 -1
15-16 34 10  2 17 26  3 27 11 -1

16-17 39  8  1 8 23  2 28 12  3

17-18 48  7  2 3 6 21  7 15 24  9 -2
18-19 46  8  2 7 0 29 21 33 26 11  7 2

19-20 53 13  4 5 0 41  5 26 24  6  1 4

20-21 55 14  4 0 10  2  7 28  9  3
21-22 59 10  1 0 15  4  7 32  6 -2

22-23 58  9  1 0  4 -2  4 34  8 -2

23-24 57  8  3 3 0  2  2  4 36 10 -1 10



대한교통학회지, 제 37권 제 1호, 2019년 2월 33

LEE, Euntak ･ SON, Bongsoo •Article•

분석결과, 54번 대여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의 경우, 17-18시의 시행 전 재고 6대는 대여수요 7대를 충족하지 못

하는 반면, 시행 후 재고는 21대로서 이용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행 후의 경우, 19-20시의 재고 41대는 

운영차량으로 회수된 26대와 대여수요 5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2는 3개 대여소의 시

간대별 관측재고, 이용수요, 시행 후 재고를 나타낸 것이다. 대여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경우, 시행 후 재고량의 패턴

은 이용수요 패턴과 유사하며, 이는 확보된 여유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Station #50 (b) Station #54

(c) Station #62

Figure 2. Result of rebalancing strategy at each station

효과분석 및 검증

본 연구에서는 효과분석 및 검증을 위하여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3가지 지표는 기존의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본 연구가 자전거 재고관리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용수요 충족도는 자전

거 이용수요만큼의 재고를 보유한 대여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거치대수의 적정성은 대여소마다 거치대수

가 이용수요에 대응하도록 적절히 배정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대여소마다 재고의 여유분이 균

등하게 분포되었는지를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이용수요 충족도 분석

이용수요 충족도는 자전거 이용수요만큼의 재고를 보유한 대여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용수요 

충족도는 Equation 4로 나타낼 수 있다.

이용수요 충족도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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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7)

이용수요 충족도는 Equation 4를 통해 나타냈으며, 분석시간대동안 전체 대여소 수에 대한 이용수요만큼의 재고

를 보유한 대여소 수의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Equation 5를 통해 하루 24시간 중 분석하고자하는 시간대를 1시간

단위로 추출하였다. Equation 6의 집합는 총 68개의 대여소를 숫자로 나타낸 집합이다. Equation 7의 집합는 분

석시간대에 대하여 이용수요를 충족하는 대여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Table 4는 재배치 방법론 시행 전의 관측 재고와 시행 후의 재고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첨

두시간 2시간(09-10시, 18-19시)에 대하여 모든 68개 대여소는 2회씩 계산되었고, 시행 전의 경우 총 136개의 데

이터 중 이용수요를 충족한 데이터 수는 112개이며 충족도는 0.82로 산정되었다.

Table 4. Demand satisfaction ratio

Time slot n(T )×n(I )
Current Proposed

Unsatisfied Satisfied Ratio Unsatisfied Satisfied Ratio

Peak 1hour 68  11 57 0.84 0 68 1.00
Peak 2hours 136  24 112 0.82 0 136 1.00

12hours 816 155 661 0.81 0 816 1.00

24hours 1,632 212 1,420 0.87 0 1,632 1.00
Peak 1hour: 18-19, Peak 2hours: 09-10, 18-19, 12hours: 08-20, 24hours: 00-24.

2. 거치대수의 적정성 분석

대여소의 자전거 거치대수는 이용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자전거 이용수요 및 

재배치에 따라 변화되는 대여소의 자전거 재고를 거치대수와 비교하여 거치대수가 적절히 배정되었는지를 분석하

였다.

거치대적정성 지표



(8)

     





  (9)


 



  





(10)

거치대수 적정성 지표는 Equation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거치대수 적정성 지표는 총 대여소 수에 대한 거치

대수가 적정한 대여소 수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총 대여소에 대한 집합는 Equation 6을 통해 알 수 있다. Equation 

9는 거치대수가 적절히 배정된 대여소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전거 반납 시 대여소의 거치대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

결거치를 통해 반납이 가능하다. 본 분석에서는 거치대수에 대한 평균재고 비율의 적정범위를 자전거 연결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0.5와 1.5 사이로 가정하였다. Equation 10은 분석시간대에 대하여, 대여소의 재고의 평균을 계

산한 것이다. 이때 분석시간대는 Equation 5를 통해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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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거치대수의 적정성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전체 68개 대여소 중에서 첨두시간 2시간

(09-10시, 18-19시)동안 적정판단기준 0.5에 미달인 대여소 수는 34개소이며, 적정판단기준 1.5을 초과한 대여소 

수는 2개소로서 총 36개소의 거치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수요를 고려한 거치대수의 적정성지표

는 0.47로서, 거치대수 적정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36개 대여소의 거치대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Propriety of the number of docks

Time slot Station count
Improper station

Proper station Propriety
<0.5 >1.5 Sum

Peak 1hour 68 29 9 38 30 0.44

Peak 2hours 68 34 2 36 32 0.47
12hours 68 29 1 30 38 0.56

24hours 68 39 2 41 27 0.40

Peak 1hour: 18-19, Peak 2hours: 09-10, 18-19, 12hours: 08-20, 24hours: 00-24.

3. 이용수요에 대한 대여소별 재고여유분의 균등성 분석

재고여유분은 대여소별 재고와 이용수요의 차이로서 본 분석에서는 68개 대여소의 여유분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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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소의 시간대별 재고여유분은 Equation 11과 같이 재고와 이용수요의 차로 산정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자전거 대여량이 반납량보다 많아 재고가 감소하는 대여소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Equation 12와 13은 

각각 재고여유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재고여유분의 변동계수는 평균을 기준으로 변동 폭의 정도를 알려

주는 지표로서,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로 Equation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재배치 시행 

전후의 재고여유분 빈도분포 변화가 의미를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F-검정(유의수준 0.05)을 시행하였다.

Table 6은 시간대에 따른 균등성 비교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Figure 3-6은 재고여유분의 빈도분

포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첨두시간 1시간(18-19시)의 재고여유분 평균이 재배치 시행 전이 18대로서 시

행 후 14대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분배대여소에 자전거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고여유분의 표준편차는 재배치 시행 후가 시행 전에 비해 24.9에서 15.7로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재고여유분의 

변동계수는 1.38에서 1.12로 감소하여 19%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고여유분의 F-검정 결과, 재배치 시행 

후의 표준편차가 시행 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유의수준 p(t≤f)=0.0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이는 균등성이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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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배치전략이 재배치량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수요-재고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6.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Time slot
Current Proposed

p(t≤f)
M σ Cv M σ Cv

Peak 1hour 18 24.9 1.38 14 15.7 1.12 0.0001**
Peak 2hours 16 20.9 1.31 14 14.4 1.03 0.0000**

12hours 17 19.2 1.13 14 14.3 1.02 0.0000**

24hours 14 18.7 1.34 13 13.3 1.02 0.0000**
Peak 1hour: 18-19, Peak 2hours: 09-10, 18-19, 12hours: 08-20, 24hours: 00-24, **: significant at 5% level.




  


 




  


 

 


  


 




  


 




  


 

 


  


 

Figure 3. Frequency distribution of peak 1hour Figure 4. Frequency distribution of peak 2hours




  


 




  


 

 


  


 




  


 




  


 

 


  


 

Figure 5. Frequency distribution of 12hours Figure 6. Frequency distribution of 24hours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생활화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

담률을 높여 도시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에는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여소의 이용특성에 따라 추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재배치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수요에 맞춰 재고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배치전략을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시간단위로 대여소별 자전거 이용수요를 추정하여 운

영차량의 대여소별 자전거 분배량을 산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산정된 대여소별 분배량을 기반으로 최적경로를 도

출하여 재배치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첨두시간 2시간에 대하여 이용수요 충족도는 68개 대여소 중 각각 57개 및 55개 대여소 재고가 이용수

요를 충족하여 이용수요 충족도는 0.82로 산정되었다. 재배치 후의 거치대수 적정성지표는 0.47로 68개 대여소 중 

32개 대여소의 거치대수가 이용수요에 대비하여 적절히 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68개 대여소별 재고여유분의 

균등성지표로서 대여소별 재고여유 자전거 수의 변동계수는 1.38에서 1.12로 감소되어 19%의 개선효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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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F-검정을 통해 개선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전거 재배치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의 시행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이용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 시간대의 적절한 자전거 분배량 및 회수

량을 추정하여 운영트럭의 최적 재배치경로를 제안하였다. 서울시의 재배치 시스템은 현장 대응형으로서 재배치요

원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재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론은 자전거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행태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재배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이 필수적이다. 공공자전거의 운영 효율성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

와 운영전략, 지역적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이용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계절적 요인, 운영비용 및 운영인

력 등의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더 나은 재배치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초로 운영 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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