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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utonomous vehicle is receiving much attention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presents an adaptive routing algorithm for 

the real-time demand response service of autonomous transit vehicles. The experimental setting 

includes the real-time demand occurring randomly over time within the study area. Each 

demand (service call) request the transit service from designated origin to destination. The 

routing algorithm is designed to make U-turn and skip stops to improve service and reduce the

wait time of users. This study adapts Reinforcement Learning, one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namely reinforcement learning, which can precede a complex calculation process 

in an offline process. Simulation experiments conducted on a testbed of the Chungju campus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routing algorithm can improve the adaptive transit service over the fixed operation in selected 

performance indicators.

Keywords: autonomous vehicle, demand response, flexible route, public transport, reinforcement
learning

초록

최근 자율주행 차량이 대중교통분야로 진출하여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실시간 호출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차량에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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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실시간 호출수요는 다수의 출

발지와 다수의 목적지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최적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복잡한 계산과정은 오프라인 과정에서 선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신러닝의 강화학습 기술을 사

용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자율주행 대중교통(DTO)를 위한 실시간 호출 수요대응 동적경로 알고리즘은 테

스트베드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이 이루어 졌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개발된 실시간 호출 수요대응 동적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고정노선의 운행결과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행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호출수요

량이 적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호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 폭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주요어: 강화 학습, 동적경로, 대중교통, 수요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론

자율주행자동차는 효율적인 속도제어를 통해 원할 한 교통흐름을 유지하여 전체 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

며,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감소, 그리고 교통약자에게 

차량 이용의 확장 등을 기대하고 있다(Fagnant and Kockelman, 2015; Becker and Axhausen, 2017; Faisal et al., 

2019; Pettigrew et al., 2019).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의 이점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인들과 여성, 저소득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 계층을 수용할 수 있다(Raj et al., 2020).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

차의 높은 구매 비용은 사회 소외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Yigitcanlar et al., 2019). 자율주

행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중교통에 도입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uo et al., 2021). 예를 들어, 이동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교

통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동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한편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

다. Kassens-Noor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약50%가 운전자와 같은 관리자의 

부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이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

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기존 대중교통 노선 대상으로 시험운행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Iclodean et 

al., 2020; Narayanan et al., 2020; KoNUT, 2022). 이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원격관제 또는 안전요원이 탑승하여 

상시적 감시체계로 운행되고 있다. 최근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이 동반하지 않고 운행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들

이 세계 몇몇 도시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Google의 자율 주행 자동차 Waymo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실시중이다(LeBeau, 2018). 또한 인프라 협력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한 운전사가 없는 대중교통 운영

(DTO, Driverless Transit Operation)과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시스템의 융합한 서비스의 시도가 있

다(KoNUT, 2022). 이는 사람 운전자가 있는 버스 노선에서 운전자가 없는 DTO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DTO기술에 대한 대중적 신뢰성(Trust)를 얻기 위한 실증에 해당한다. Iclodean et al.(2020)에서 제시한 사

례는 모두 고정 노선대상으로 DTO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호출수요에 대응하는 동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하는 실증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 경영과 운영을 고정노선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화 시키고 이용자에게 더 빠르고 원하는 

시각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기반 DRT시스템과 DTO 융합 서비스로의 진화에 초점을 두고, DRT 운영

을 위한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호출 수요 대상으로 하는 1대의 서비스 차량에 

대한 배차 알고리즘과 다르게 다수의 실시간 호출 수요 및 위치,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의 ODD(Operational 

Design Domain)와 정시성, 그리고 차량의 유휴시간 최소화, 호출자 이동시간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자 Cordeau 

and Laporte(2007)의 연구에서 DARP(Dial-A- Ride Problem)에 대한 동적 경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 호출수요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의 동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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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afreshian et al.(2021)의 접근 방식과 같이 많은 양의 복잡한 계산과정을 미리 오프라인 과정에서 거치는 지도

학습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교통대학 충주캠퍼스에 적용하여 동적 경로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이동 서비스의 배차는 명의 사용자에 대한 차량 경로 및 일정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

적함수는 일련의 제약 조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 비용 차량 경로를 계획하는 

DARP(Dial-a-Ride Problem)이 널리 사용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의 Door to Door 서

비스가 있다(Diana and Dessouky, 2004; Rekiek et al., 2006; Melachrinoudis et al., 2007). 또한 동적 배차에 적

용하는 DARP는 Psaraftis(1980)에 의해 새로운 요청이 시점에 요청되면 계획된 배차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새 요청을 포함하여 시간 부터의 배차 솔루션은 다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계산시간의 

이슈는 Gendreau et al.(2001)의 동적 구급차 재배치연구 에서 병렬 컴퓨팅을 사용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

하는 방이 제안되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스케줄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실시간 수

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은 실시간 수요 대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일대일 수요대응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최근 우버(Uber)나 디디(Didi), 그리

고 카카오(Kakao)와 같은 공유 택시 플랫폼의 등장으로 실시간 호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시간 호출수요와 

서비스 제공을 적절히 매치시킴으로 차량의 비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 하였지만, 여전히 단일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

한적인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졌다. 즉 동일한 차량으로 다수의 호출 수요자 대상으로 우회 시간을 최소화 하며 다수

의 목적지를 가진 승객들에 수요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었다(Sultana et al., 2018; Lee 

et al., 2021). 

Schilde et al.(2011)의 연구는 외래환자들의 실시간 수요에 대응하여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 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서비스 사용이력을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실시간 

수요를 예측하고 돌아오는 귀가 호출 시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계되었다. 

Ritzinger et al.(2016)의 연구는 확률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차량 경로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제시 하려는 연구

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며, 이와 같은 수요대응 서비스 방법으로 고정적인 차량경로 운행에 비해 최대 60%까지

의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Lee et al.(2019) 연구에서는 미래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모의 어닐링 알고리즘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다중 역과 열차에 대한 버스 재배치를 고려한 최적의 First and Last 

Mile 제공을 위한 버스 경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스를 사용하여 

최적의 버스 라우팅이 가능하지 않을 때 버스 재배치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또한 총 차량 운영 비용과 총 승객 차

량 내 이동 시간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최소화했다.

실시간 사전 예약 수요 대응형 차량의 배차 관련 연구(Huang et al., 2019)는 기존 실시간 수요대응형 차량 배치 

알고리즘과 다르게 실시간 및 사전 예약 수요에 대한 차량 배차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제 자료에 기반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하였다. 한편 Li et al.(2019)은 차량과 승객을 직접 연결하여 배차를 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승객의 

수요를 이용하여 배차하는 방식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cluster기반 승객의 유사성을 묶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총 

통행거리와 차량의 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Tafreshian et al.(2021)은 대규모의 실시간 수요에 대응하여 다수의 버스들을 적절히 배차시킬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했다. 오프라인 단계에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실시간 단

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버스 운영에 대한 동적 경로 서비스 이점은 우회 시간 비용을 고려하

면서 수요량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Lee et al.(2021)은 차량 경로선택 문제와 

승객 대 차량 할당 문제로 분리하여 승객수요와 우회 시간 신뢰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Gradient와 Greed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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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결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OD정보와 요청당 승객 수를 바탕으로 수요량과 우회 시간을 확률 분

포로 추론하여 서비스 지역을 구역으로 세분화 한 다음 유동적인 실시간 수요대응 서비스 제공방안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수요대응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은 운행비용과 소비자 측면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비스 운행비용은 기존 고정된 서비스와 대비하여 계산되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

장에서는 기존 고정 노선과 비교해 서비스 대기시간이나 우회시간으로 향상된 서비스 질을 평가하였다. 지역내 기

존 고정노선이 없는 경우 자가용 대비 우회시간으로 수요자의 측면의 비용을 계산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발전

으로 승객의 서비스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DARP(Cordeau and Laporte, 2007)의 문제를 수리적으로 최

적화하는 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은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정노선에 제한되어 운행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바

탕으로 최적의 동적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중교통 버스에 

동적 경로 안내의 대부분이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축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

다. 본 연구는 실시간 수요가 다수의 출발지로 부터 일어나며 다수의 도착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

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Tafreshian et al.(2021)의 접근 방식과 같이 많은 양의 복잡한 계산과정을 미리 오프

라인 과정에서학습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모형화�및�알고리즘�개발

1. 연구�흐름도

본 연구의 수행 절차는 Figure 1에서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문헌조사와 관련 실시간 수요대응 서비

스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여 동적경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테스트 베드를 선정하여 가상의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연구과정과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결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Figure 1. Research flowchart

2. 동적�경로�알고리즘�개발

본 연구는 실시간 호출수요에 대응하여 DTO에 유동적인 경로를 제시하기 위하여 강화학습을 도입한다. 강화 

학습은 특정 환경 내에서 에이전트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다음 특정한 상황에서 학습에 기반하여 

최대의 보상을 성취하도록 개발된 머신러닝 기술이다(Sutton and Barto, 1998). 강화학습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

요소로 구성되어 주변 상태(state)에 따라 어떤 행동(action)을 할지 판단을 내리는 주체인 에이전트(agen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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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가 속한 환경(environment)에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 그에 대응하여 상태가 변하며, 변화된 상태에 따

라 보상(reward)을 받을 수도 있다. 강화학습내의 주 다섯 가지 요소의 관계도는 Figure 2로 표현하였다.

Figure 2. The agent–environment interac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

상태(State)는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어떤지 나타내는 값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상태의 집합은 

로 표현한다. 여기서 특정시간에서의 상태 값은 로 표현한다. 행동(Action)은 본 연구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

슽템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어느 상태에서 결정하는 선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행동의 집합은 로 

표현한다. 특정 시각 의 상태 에서 선택한 행동은 로 표현한다.

강화학습 내에서 에이전트가 일련의 행동을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강화학습내의 환경이 Markov property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Markov 의사결정 프로세스(decision process)는 행동으로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과 차후

의 상태들 및 보상들에 대한 의사결정 모델링이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강화학습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

게 하며, 상태 에서 상태 로 가는 행동 가 선택하는 확률은 Equation 1과 같이 표현된다.

′   Pr  ′       (1)

where,  : A set of possible states interacted with the environment;

 : Aset of possible actions of the agent;

′∈ and ∈

에이전트(Agent)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이득은 보상(Reward)으로 표현되며 상태 에서 행동 을 선

택해서 상태가 로 변화되면서 주어지는 보상을 이라고 하고 이 함수는 Equation 2로 표현된다.

′        ′ (2)

where,  : A set of rewards; ∈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는 에이전트가 주어진 특정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최적의 행동들을 취

하여 사전 정의된 평가 척도에 기반하여 최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인지되는 환경의 상태는 Equation 3과 같이 합리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취 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 중에 에이전트가 의사결정한 다음 하나의 행동을 판단하는 방식은 정책(Policy)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과 정책에서 에이전트의 현재 상황은 가치함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Equation 4의 가치함수를 추정하여 주어진 상태에서의 수행될 행동들의 가치가 업데이트 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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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here,  : Policy;

 : The value of state  under policy ;

 : The value of action  in state under policy ;

 : A discount rate at time step  ≤ ≤  .

가치함수는 강화학습내에서 에이전트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장기적으로 최적의 보상을 얻기 위해 기대되는 가치 함수는 Equations 5,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적 상태 

가치 함수는 일련의 일어날 상황들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보상을 정량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최적의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
max 




∈
max

′

′  ′   (5)


′

′  
′

max ′′   (6)

본 연구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에 배정된 실시간 수요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동적 경로를 제공하기 위

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 운행에 관한 연구들은 고정된 노선에 운행되

며,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이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운행자 간섭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인식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자가 상시적인 간섭이 필요 없는 레벨4 또는 4+ 단계

에서 운행된다는 가정 하에 고정 노선으로 왕복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현재 상태를 

고려한 최적의 동적 경로를 DTO 차량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Figure 3에서는 실시간 호출수요 대응 DTO의 동적경로 알고리즘을 위한 강화학습내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정의 될 수 있다. 우선, 환경(environment)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자세한 도로정보와 승하차가 가능한 

정류장들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진다. 이렇게 설계된 환경에서 운행될 자율주행 차량은 강화학습 내에서 

Figure 3. Interaction of components in reinforcement learning for real–time demand respons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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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agent)로 정의 되며, 환경 위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action)은 전진, 정차 및 유턴이다. 유턴의 

행동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만 가능하도록 환경이 설계되어 질 것이다. 즉 본 연구

에서는 교통축을 대상으로 First and Last Mile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로망으로 동적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유턴 지

점을 3개소에 설계하였다. DTO 차량이 승객을 버스에 탑승시키거나 하차 시킬 때 적정한 보상(reward)이 이루어

진다. 모든 호출 수요를 탑승할 때 주어지는 보상은 일정하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시 주어지는 보상은 OD

거리에 대비하여 결정되어 진다. 또한 매 행동마다 추가적으로 패널티 보상을 고려하여 최단의 효율적인 동적 경로

로 학습을 유도한다. 강화학습내의 상태는 DTO 차량(agent)의 위치, DTO 차량 내의 탑승객 수 및 각 탑승객의 최

종 목적지, 아직 탑승하지 않은 수요들의 탑승 위치 및 최종 목적지의 정보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진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의 연구가 시작되고 초기에 개발된 Q-learning을 적용한다. 

Q-learning 알고리즘은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이 최선의 결정인지를 알려주는 정책을 학습시키는 

목적으로 한다(Sutton and Barto, 1998).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련의 행동들로 주어지는 보상들의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학습된다. 미래의 모든 가능한 보상의 합은 매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Q-learning 현재 

행동으로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과 현재 행동으로 변경되는 상태에서의 보상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행동의 가치를 

추정하는 시간차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된 값은 Q-value로 정의되어 상태-동작의 쌍의 항목으

로 이루어진 테이블에 저장된다. Q-value가 추정되는 수학적 표현과 계산된 Q-value가 이전에 테이블에 저장된 

값에 업데이트되는 방법은 Equation 7로 표현된다.

 


max    (7)

where,  : A learning rate coefficient that keeps avoidingpremature convergence;

 : The current reward;




max : The current estimated value of the sum of discounted future rewards.

강화학습(Q-learning) 알고리즘 내에서 상태에 따른 Q-value들이 업데이트 되어 정책이 학습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Table 1에 표현했다. 이는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상태-동작 쌍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Q-value들은 0

의 값으로 초기화된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취하면서 취한 행동에 대한 보상, 이전 상태, 그리고 취한 행동에 따른 새

로운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Q-value를 업데이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다수의 에피소드가 수행됨에 따

라 상태-동작 쌍의 Q-value들이 최적의 값으로 수렴한다. 최종적으로 학습된 정책은 에이전트가 최선의 행동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able 1. Procedures of reinforcement learning (Q-learning) algorithm

1:  Set    and initialise 




 for all 


∈ ∈

2:  Observe the initial state 


3:  Repeat (for each episode):
4:  Initialise 



5:  Repeat (for each step of the episode):
6:  Choose from using policy derived from  (e.g. e-greedy)
7:  Take action , observe, 

  
 

  

8:  
  

  




max
  

 
 

9:  Set 



  
   

10:  Until  is terminal
11:  End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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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알고리즘 내에서 에이전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첫 번째 방식은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무작위 행동은 탐색(exploration)이라고 정의되며, 환경을 탐색하며 그에 따른 행동의 가치(보상

값)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에이전트의 탐색을 통한 행동방식은 강화학습 초기에 새로운 상태-행동의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두 번째 행동방식은 이미 학습된 경험을 참조하여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에 가능한 행동들 중 

최고의 Q-value를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여 취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이미 경험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

하는 방식을 탐사(exploitation)라고 정의한다. 방대한 탐색이 없으면 에이전트는 로컬 최적 값에 빠질 수 있기에 탐

사와 탐색의 적절한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탐사와 탐색간을 결정하는 ɛ 

(epsilon)-greedy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ɛ-greedy 정책에서 에이전트의 행동 선택은 Equation 8로 표현된다. 에이

전트는 ɛ의 확률로 무작위 행동의 탐색을 하고, (1- ɛ)의 확률로 학습에 결과에 기초한 최적의 탐사행동을 취한다. 

학습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ɛ값을 채택하여 초기단계에서 여러 다양한 환경을 많이 탐색하며, 학습 최종 단

계에서 너무 무작위적인 행동 없이 탐사를 통한 최적의 Q-value로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

arg  

∈

  
 (8)

일정한 시간 간격내에 발생하는 실시간 수요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에이전트가 최선의 행동들을 결정하도록 

학습시킬 것이다. 일정한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학습된 에이전트가 100% 탐사의 행동을 취하도록 했을 

때, 일정한 대중교통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현재의 실시간 수요량의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수요량

을 늘린다. 반면, 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같은 실시간 수요량으로 학습과정을 반복한다.

주행�시뮬레이션�실험

1. 주행�시뮬레이션�환경�구축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실시간 수요대응 동적 경로 알고리즘은 교통대학교 캠퍼스와 캠퍼스 타운앞 교차로를 대상

으로, DTO 차량의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한다. DTO 차량이 정차하여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총 13개의 

Figure 4. Environment of demand-response service for autonomous transit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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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을 사전에 정하여 교통대 충주캠퍼스 내외에서 실시간 수요가 발생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한

다. DTO차량이 캠퍼스내외에서 운행할 도로망은 Figure 4에 제시하고 있다. 도로망의 6번과 12번 정류장에서는 

회차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중간에 2개 유턴 장소와 1개의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실시간 대중교통 호출수

요 위치 정보에 따라 총 12개의 동적 경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정해진 13개의 정류장은 남/북행 정류장으로 구분되어진다. 북행 정류장은1, 6, 7, 8, 9, 10, 11, 12번 정류장들을 

포함하며, 남행 정류장은 1, 2, 3, 4, 5, 6, 12, 13번 정류장들을 포함한다. 양끝의 6, 12번 정류장과 회전교차로에 위

치한 1번 정류장은 남북행 정류장에 모두 포함시킨다. 출발 정류장과 목적 정류장은 모두 같은 행 정류장에 항상 속

해 있어야 된다는 가설에 본 연구는 남/북행 정류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번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9번 

정류장으로 도착하는 여행은 반대 방향 정류장에 속해 있기에 요청되지 않는다. 실시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남행과 

북행으로 분류되어 정해진 여행 방향에 정류장들 중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출발지가 배정되어 안내되어진다. 가

능한 출발지-목적지 정류장의 쌍은 Table 2에 정류장간 거리와 함께 나타내어 졌다.

Table 2. Origin-destination pairs with corresponding distances

Distance
(m)

Origi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D
e
s
t
I
n
a
t
I
o
n
s

1 1,095 1,015 595 405 270 290 165

2 270 560 435

3 370 100 660 535

4 570 300 200 860 735

5 970 700 600 400 1,260 1,135

6 1,180 910 810 610 210 1,470 1,345

7 80

8 500 420

9 690 610 190

10 825 745 325 135

11 90 1,185 1,105 685 495 360

12 200 1,295 1,215 795 605 470 110

13 125

현재 전국에서 시험운행중인 자율주행 셔틀 버스는 최대 25km/h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시

되는 주행시뮬레이션에서는 여러 정차 및 유턴 환경을 고려하여 평균 20km/h로 설정했다. 조성된 시뮬레이션 환경

의 최소 격자 사이즈는 10×10m이며 DTO 차량은 20km/h로 운행하는 조건에서 에이전트로 매회의 행동마다 2초

의 시간이 흐른다. 이는 2초마다 새로운 호출수요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DTO 차량에 새로운 동적 경로에 해

당되는 행동들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교통대 충주캠퍼스 대상으로 운영예정인 DTO 차량의 승차용량(최대 

15인)과 동일한 에이전트 역할이 되어 강화학습 동적 경로 알고리즘 내에서 학습이 진행된다. 

상태는 현재 DTO 차량의 위치, 만차 여부, 현재 탑승한 승객들의 목적지 정류장 정보,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의 

출발지/목적지 정보가 포함된다. 현재 테스트 베드를 대상으로 한 DTO 차량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강화학습 내에

서 에이전트는 최대의 보상 값을 찾는 일련의 행동들로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값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객의 탑승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목적지에서 하차가 이루어 졌을 때로 구분하여 크게 2가지 

경우에 주어진다. 모든 호출수요에 대해 동일한 보상 값이 주어진다면, 에이전트는 원거리 수요는 등한시하고 단거

리수요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인식하여 편중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탑승 승객을 목적지 정류장에 하

차시켰을 때 주어지는 보상 값은 Table 2와 같이 거리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수요에 균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

도한다. 반면 탑승에 대한 보상 값은 너무 높게 책정한다면, DTO 차량이 승객을 탑승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탑

승 이후 목적지까지 서비스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하차 보상 값은 Table 2에 

대한 평균값 500이 승객을 하차시켰을 때 주어질 것이다. 또한 탑승과  하차의 행동이 아닌 경우 패널티 보상이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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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최단 거리 경로가 학습되어 지도록 유도한다. 추가적으로 hyper parameter에 해당하는 discount factor는 

0.95를 적용하여 최단거리 동적 경로의 패널티 보상 값과 함께 유도한다.

강화학습 내에서 에이전트는 한개 에피소드 내에서 각 시점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들과 그에 따

른 보상 값들의 이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와 같이 실시간 호출수요의 OD 위치와 발생시점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에피소드의 길이와 학습을 완료하는 적절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 중 한 개의 에피소드

가 시작될 경우 발생되는 총 수요량이 정해진다. 이때 정해진 모든 수요들이 목적지까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에

피소드가 끝나는 조건으로 설정한다. 반면, 호출수요가 발생한 이후 너무 많은 차내시간(in vehicle time)을 소비하

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는 가치가 없는 학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학습조건은 지양하기 위해 호출수요 기준 차내

시간(in vehicle time)이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에피소드가 정지하도록 한다. 

상태 정보는 DTO 차량의 현재 위치, 호출 수요 OD정보 및 탑승한 승객의 최종목적지를 모두 포함하기에 충분한 

에피소드 길이에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OD종류의 수요분포가 되어 DTO 차량의 동적 경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는 초기 호출수요들이 발생하는 기간, 초기 호출수요들을 탑승시킨 이후 호출수요들이 발생할 기간, 초기 초

기 호출수요 하차 또는 후기 호출수요의 탑승 기간, 후기 호출수요의 하차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약 4번의 왕

복운행을 고려하여 40분은 최대 에피소드 길이로 설정한다. 한 에피소드의  40분은 처음 30분내에 실시간 수요가 

발생되어 호출 수요가 발생한 이후 DTO 차량이 목적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10분의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값이다. 

한 에피소드 내에서 발생하는 호출수요량은 1명의 승객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최적 동적 경로 학

습을 진행한다. 여기서 10,000개의 에피소드 대상으로 DTO 차량이 강화학습 알고리즘 내에서 동일한 수요량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 중간 평가를 수행하여 호출 수요량을 증가시킬지를 결정한다. 10,000개의 에피소드 중 마지

막 100개 에피소드의 모든 행동은 탐사(exploitation)로 실시되도록 설계하여 100개 에피소드의 결과가 모든 실시

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수요의 85% 이상의 출발지에서 서비스 대기시간이 10분 이내에 달성했을 때 현

재 수요량을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가정하고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모든 실시간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85%미만의 수요가 10분 이내 서비스 대기시간을 충족시킬 시에는 현재의 수요량을 유지하고 또 다른 

10,000개의 에피소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10,000개의 에피소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탐색과 탐사의 확률은 앞에서 언급된 ɛ-greedy 정책으로 정해진

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ɛ값은 1로 정해져, 모든 행동이 무작위 탐색으로 진행한다. 매회 에피소드 마다 0.99999의 

값이 이전 에피소드의 ɛ값에 곱해져서 점차적으로 ɛ값이 감소하여 9,000번째 에피소드에는 ɛ값이 0.9048이 된다. 

Q-value의 점차적인 수렴을 보기 위해서 9,001번째 에피소드부터는 매 에피소드마다 0.9995의 값이 이전 에피소

드의 ɛ값에 곱해진다. 9,501번째 에피소드부터는 ɛ값을 0으로 하여 현재까지 학습된 자율주행 차량의 Q-value들을 

수렴시킨다. 

학습이전에 총 에피소드의 숫자를 정해 두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현재까

지 학습된 에이전트가 100% 탐사의 행동을 취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므로 learning rate는 항상 1로 hyper para-

meter를 설정해 두었다. 이는 이미 학습된 경로를 다시 경험하려는 overshooting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학습모

델에서 해결할 최적경로문제가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global optimum이 아닌 local optimum에 빠지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hyper parameter를 적용하였다.

2. 알고리즘�평가�척도

DTO 차량이 동적경로 생성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동적 노선경로를 따라 운행시켰을 경우 DTO 차량의 서비스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노선(Fixed route)은 6번 정류장에서부터 12번 정류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시나리오 노

선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에서 목적지까지 서비스 완료 건수에 대해 서비스 대기시간과 서비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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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동적 경로생성 빈도, 10분 이내 대기시간 및 통행시간 달성 분포율 등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대기 시간은 실시간 호출수요가 발생한 시점부터 DTO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하여 탑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제공시간(in vehicle time)의 정의는 실시간 호출 수요가 발생한 시점부터 탑승하

여 도착지 정류장에서 하차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총 걸린 시간으로 정의한다. 또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에피소

드 내(40분)에 출발 정류장에서의 승차 서비스와 도착 정류장에서의 하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각각 분

석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시간은 Arhin et al.(2019)이 제안한 10분 이내

로 설정하여 얼마나 많은 호출승객의 수요에 대해서 DTO 차량을 배차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달성도로 설정한다.

알고리즘의�성능평가

Figure 4의 호출 수요는 이전의 주행 기록이나 수요예측을 근거로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시공간적으로 유니

폼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하여 호출수요를 발생시켰다. 이는 모든 시공간적으로 실시간 호출수요의 발생할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에피소드내 발생될 실시간 호출수요량을 제어하기 위해 최소 1명부터 최대 23명까지 한 개의 

에피소드내에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23명 초과의 수요량에서는 고정노선과 동적노선의 운행결과가 거의 동

일하게 수렴하기 때문에 최대 실시간 수요량은 23명으로 설정했다. 각 수요량별로 실시된 100개의 평가 에피소드는 

실시간 대비 50시간의 주행시뮬레이션으로 간주되어 주행하였다. 실시된 실험의 결과는 수요량별로 정리하여 고정

노선과 실시간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 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 비교한다.

1. 호출수요�승객에�대한�목적지까지�서비스율

발생된 실시간 호출수요는 출발지에서 탑승 시킨 후 목적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을 비교했다. 고정노선과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 노선은 발생한 모든 호출수요에 대해 출발정류장에서 탑승시킬 수 있었다. 탑승시킨 모든 

호출 승객들은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 노선으로 목적지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지만 고정노선은 일부 승객들

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끝나기 이전에 하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결과에 해당 한다(Figure 5 참조).

Figure 5. Rates of passengers served to destinations

2. 서비스�평균�대기시간과�평균�통행시간� (in vehicle time)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 성능은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호출수요에 대응한 평균 서비스 대기시간과 평균 

통행시간 지표를 수요량별로 계산하여 고정노선과 비교하여 Table 3과 Figures 6, 7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

노선 서비스가 목적지까지 제공받지 않은 호출승객들은 대기시간과 통행시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호출 수요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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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고정노선의 평균 서비스 대기시간과 평균 통행시간은 각각 350초, 500초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호출수

요가 공간적으로 균등한 확률로 랜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승객들은 전체적인 평균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의 경로 지시받은 DTO 차량은 고정노선과 비교하여 보다 짧은 서

비스 대기시간과 보다 빠른 통행속도로 목적지까지 도착 할 수 있었다.

Table 3. Averages of service wait times and in vehicle time

Demand No. of call demand 1 2 3 4 5 6 7 8

Fixed route Wait times (sec) 325.1 362.8 348.5 349.2 347.1 352.6 351.3 344.7

Flexible route 189.9 197.2 191.3 213.1 215.3 215.1 226.5 238.3

Fixed route In vehicle time (sec) 478.5 520.9 496.6 495.4 490.4 498.3 500.3 490.6

Flexible route 343.4 348.2 329.3 346.7 361.5 354.2 377.4 381.7

Demand No. of call demand 9 10 11 12 13 14 15 16

Fixed route Wait times (sec) 348.6 339.9 347.9 340.8 343.6 346.8 347.5 349.8

Flexible route 243.5 237.6 244.8 254.4 260.4 253.9 265.8 269.6

Fixed route In vehicle time (sec) 501.8 494.8 495.2 493.6 497.3 498.5 493.2 502.2

Flexible route 391.4 380.7 392.1 405.9 415.7 407.3 422.4 430.9

Demand No. of call demand 17 18 19 20 21 22 23 Average

Fixed route Wait times (sec) 347.5 344.5 346.1 349.9 349.6 348.8 348.9 347.0

Flexible route 264.6 272.8 270.0 270.2 280.3 275.0 283.7 244.9

Fixed route In vehicle time (sec) 474.0 494.7 462.9 472.8 497.5 499.0 494.1 493.2

Flexible route 423.4 427.3 431.4 430.8 443.6 433.9 445.1 396.7

Figure 6. Average of service wait times Figure 7. Average of in vehicle time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은 Figures 6,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간 호출수요량이 적을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났으

며 동시 호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고정노선 서비스의 대기시간과 통행시간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적�경로�생성�빈도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른 동적 경로생성은 이번 실험 환경조건에서는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유턴의 

빈도수로도 측정할 수 있다(Figure 8 참조). 여기서 호출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턴의 빈도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호출 수요량이 10이상인 경우에서는 동적 경로생성의 빈도가 감소하는 로그성장(logarithmic growth)

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에피소드 초기의 적은 수의 실시간 호출 수요량에서는 동적경로 노선이 보다 큰 효과

를 볼 수 있지만, 동시 호출 수요량이 많은 경우 일정 배차 간격으로 고정한 운행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일정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도시 및 광역철도와 

같은 고정 스케줄링 운행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교통대학교 데스트베드 구간은 학기 중의 경우 

노선버스가 1일 24회 운영되고 있지만, 방학기간과 휴일과 같은 경우 노선버스가 1일 4회 운영되고 있다(Ko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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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DTO 차량의 동적 경로 생성 알고리즘은 호출 수요대응 모빌리티가 수요가 낮은 기간(예를 들어, 휴일과 방

학기간 등)의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8. The average number of U-turns per episode

Table 4에서는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지시받은 결과 유턴을 통해 호출 승객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이 지

연되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호출 수요량별 평가 에피소드내 유턴횟수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4

분위수와 편차의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값 0은 유턴을 전혀 지시 받지 않은 에피소드를 모든 호출 수요량에 

걸쳐 포함하고 있고, 최대로는 10 이상의 많은 유턴의 동적 경로 제시 받은 경우도 나타난다. 에피소드별 유턴횟수

의 전체적인 편차는 2.3으로 평균값 3.7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작은 편차는 

사분위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분위 수인 2와 세 번째 사분위 수인 5는 50%의 평가 에피소드들의 유턴

횟수가 2 이상 혹은 5 이하에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낮은 평균값과 편차는 유턴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는 

정도가 본 연구의 주행 시뮬레이션에서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statistics: the number of U-turns per episode at each demand

Demand 1 2 3 4 5 6 7 8 9 10 11 12

Minimum value 0 0 0 0 0 0 0 0 0 0 0 0

First quartile (25%) 0 1 1 2 2 2 2 2 3 2 2 3

Second quartile (50%) 1 2 2 3 3 3 4 4 4 4 4 4

Third quartile (75%) 2 2 4 4 4 5 5 5 6 6 5 5

Maximum value 2 7 9 10 12 11 10 13 8 10 13 12

Average 1.1 1.8 2.8 3.1 3.3 3.8 3.8 4.1 4.3 4.2 3.9 4.4

Standard deviation 0.9 1.3 1.9 2.1 2.1 2.1 2.1 2.4 2.1 2.3 2.3 2.5

Demand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Total

Minimum value 0 0 0 0 0 0 0 0 0 0 0 0

First quartile (25%) 2 2 3 3 3 3 3 2 3 3 2 2

Second quartile (50%) 4 3 4 4 4 4 3 4 4 4 4 3

Third quartile (75%) 5 5 5 6 6 5 5 6 5 6 5 5

Maximum value 11 10 9 12 10 11 11 11 11 11 10 13

Average 4.1 3.8 3.9 4.4 4.4 4.4 4.1 4.2 4.0 4.5 3.9 3.7

Standard deviation 2.3 2.1 2.0 2.4 2.2 2.3 2.3 2.3 2.1 2.2 2.3 2.3

4. DTO 차량의�목표�서비스�점유율

실시간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 서비스 목표는 호출 이후 서비스 개시시간을 10분 이내로 승차이후 목적지까지 

통행시간을 10분 이내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Table 5에서는 DTO 차량의 목표 서비스가 고정노선과 비교한 결과, 

호출 수요량과 관계없이 고정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의 약 93.5%가 10분이 내에 탑승할 수 있었다. 또한 약 67.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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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10분 이내에 원하는 도착정류장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실시간 호출 수요대응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지

시를 받은 DTO 차량은 호출수요 승객 대상으로 대기시간과 통행시간을 10분 이내 기준으로 95% 이상이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호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동적경로 생성알고리즘이 지시하는 동적 경로 중 약 5% 이내에서 10분

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Figures 9, 10 참조). 그러므로 동적 경로 알고리즘의 높은 효과는 실시간 호출 수

요량과 서비스 네트워크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Served rates at origin stops and arrival rates at destination stops in 10 minutes

Demand 1 2 3 4 5 6 7 8

Served rates at
origi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93.8 93.4 93.7 93.5 93.5 93.4 93.2 93.1

Flexible route 100.0 99.5 100.0 98.3 99.0 98.7 98.9 97.9

Arrival rates at
destinatio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69.0 61.5 69.3 69.5 71.0 68.3 67.3 68.9

Flexible route 94.0 92.0 95.0 92.3 90.2 90.8 87.4 87.6

Demand 9 10 11 12 13 14 15 16

Served rates at
origi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93.3 93.1 93.2 93.1 93.1 93.9 93.3 93.8

Flexible route 97.1 97.1 97.9 96.4 96.3 97.7 96.0 95.7

Arrival rates at
destinatio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66.4 68.8 67.5 67.9 67.5 67.2 68.5 66.5

Flexible route 85.4 86.6 86.2 83.1 81.5 83.3 80.4 78.8

Demand 17 18 19 20 21 22 23

Served rates at
origi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93.4 93.8 93.6 93.1 93.5 93.5 93.3

Flexible route 96.2 95.8 96.1 96.1 95.8 95.2 95.3

Arrival rates at
destination stops in
10 minutes (%)

Fixed route 68.0 67.7 68.2 67.8 67.4 67.2 67.7

Flexible route 80.4 79.8 78.1 79.5 77.0 78.1 75.8

Figure 9. Served rates at origin stops in 10 min Figure 10. Arrival rates to destination stops in 10 min

결론�및�향후�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버스 이용자에게 대기시간과 목적지까지의 통행시간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 노선에서 동

적 노선으로 전환하여 원하는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DRT시스템과 무인운영이 가능한 DTO 차량의 융합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강화학습 기반으로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은 실시간 

호출수요의 출발지 혹은 도착지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DARP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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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 요소는 상태, 행동, 에이전트, 환경, 보상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전트는 호출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 DTO 

차량의 위치 등의 주변 상태에 따라 어떤 행동의 판단(정지, 주행, 유턴 등)을 내리는 주체로 정의하였다. 해당 에이

전트가 속한 환경에서 행동하고, 특정 상태에 따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DTO 차량이 최적

의 동적 경로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시켰다. 상태와 행동의 항목이 Q-value로 평가된 학습데이터가 만들어 졌다.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성능은 고정 노선 시나리오 대상 기준으로 4개 지표(호출수요 승객 대상으로 목적지까

지의 서비스 완료률, 평균 대기시간과 통행시간, 유턴빈도, 10분 이내 서비스 달성율)를 동적 노선 결과 비교하여 검

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출수요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완성은 동적 경로의 경우 100% 달성하였으

나 고정 노선 운영의 경우 약 3%가 시뮬레이션하는 동안 달성하지 못했다(Figure 5 참조). 둘째, 고정 노선 보다 동

적 노선이 평균 서비스 대기시간과 평균 통행시간 지표에서 각각 약 1.67분이 단축되었다. 이 결과는 동적 노선의 운

영이 호출수요가 낮은 경우 대기시간과 통행시간이 감소하지만 호출수요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고정 노선 운

영과 동일한 상태로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구현은 교통축 대상으로 호출 수요

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턴의 빈도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동시 호출 수요량이 10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동

적 경로의 생성 빈도가 감소하는 로그성장이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일정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도시 및 광역철도와 같은 고정 노선 운행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최적화 목표는 대기시간과 통행시간이 각각 10분이내 목표로 설정하여 학습하였

다. 그 결과 동적 노선은 호출수요가 낮은 수준에서 모든 승객에게 최적화 목표가 달성되었지만 호출수요가 증가하

면서 96% 달성으로 수렴하였다. 반면 고정 노선은 69-93% 범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동시 호출수요가 적을수록 동적 노선이 고정 노선 대비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동적 노선의 효과는 호출 수요량이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호출수요에서는 고정 노선의 운행이 동적 노선의 운영과 수렴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동적 경로생성 알고리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함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보상함수는 탑승한 승객을 목적지 정류장에 하차 시켰을 때 Table 2에서와 같이 거리기준으로 반영하여 호

출 수요에 균형적인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탑승 보상 값이 너무 높게 설정되는 경우 DTO 차량이 승객을 

탑승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탑승 이후 목적지까지 서비스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하차 보상 값이 평균값에 가까운 500의 값으로 설정하여 승객을 탑승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

었다. 둘째, 탑승 또는 하차의 행동이 아닌 경우는 패널티 값 10을 부여하여 최단거리 경로가 학습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었다. 특히 최단거리의 동적 경로의 패널티 보상 값은 hyper parameter와 함께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Q-learning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의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경험학습을 전

제로 높은 신뢰도가 보장된다. 반면 실제상황에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행동을 취해야 할 경우 돌발적인 결정을 에

이전트가 내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테스트 환경이 커지거나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DQL(Deep Q-Network)과 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확장이 필요하

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행 시뮬레이션 환경은 사전에 예측한 호출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설계에 해당한다. 따라

서 시공간적 수요발생 확률이 유니폼하게 가정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실적 호출수요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강화학습내 에이전트를 학습시킨다면 보다 다양

한 상황에서 DTO 차량의 배차 및 동적 경로 지시의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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