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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easibility study for transportation facility such as trams and urban railways has been 

continuously utilized for decision making. Demand forecasting and benefit/cost analysis, 

which are the core of the feasibility study, have been usually analyzed with macroscopic and 

aggregated methods and data for simplicity due to the relatively big network size. However, 

transportation service attributes such as bus travel time have not been accurately observed and 

used in the feasibility study in South Korea. The bus travel time has been used as the same 

value of the auto travel time or multiplying the auto travel time by a unique factor overall a 

selected reg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 the observed data such as navigation and 

smartcard data to apply realistic bus travel time in calculating the travel time-saving benefit. In

order to reflect the difference in bus travel time by transportation environments, the study also 

suggests a method to use an adjustment factor for each OD pair differently rather than using a 

unique factor. To determine the required minimum number of samples of the navigation and 

smartcard data,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and the variation ratio (VR) were analyzed 

before calculating a representative adjustment factor for each OD pair.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true value of the adjustment factors in the population data could be estimated within 

the statistical error range when they were calculated with 7 or more day’s data. This study 

performed a case study to se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ing method and the proposed 

method in calculating travel time benefits.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he benefit between the two methods could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in the 

feasibility study. This mean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 can be improved if the 

data-based estimating bus travel time is realistical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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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중교통 이용을 육성하기 위해 트램 및 도시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정책의 타당성 분석은 지속적으로 분

석되어 왔다. 타당성조사의 핵심인 수요예측 및 경제성분석은 규모가 큰 네트워크로 인해 거시적인 분석방법과 집

계된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버스 통행시간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버스 통행시간은 도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라 승용차 통행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익을 산출하거나, 전국

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승용차 통행시간 대비 버스 통행시간의 비율인 보정계수 값으로 단순히 추정하여 교통수단

선택 모형에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 적용을 위해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와 같

은 실질적인 관측 자료를 활용한 편익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교통 환경에 따라 다른 버스통행시간의 차이를 반

영하기 위하여 권역 간 및 권역 내의 고유한 값 대신 기종점 기반의 보정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정계수 

값을 추정하기 위한 최소 기준의 자료의 규모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 집합화 규모에 따른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

료의 변동계수와 변동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7일치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여 보정계수 값을 추정할 경우 통

계적 오차범위 내에서 모집단의 참값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및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분석 방법의 편익산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편익 규모 차이가 타당성 분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산출되어 관측 자료에 기반한 버스 통행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함을 보여 주었다.

주요어: 보정계수, 통행시간 절감편익, 버스 통행시간, 타당성 분석, 관측자료

서론

도로신설 및 확장 사업 외에 철도사업에 관해서도 지자체 및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는 철도사업이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 가격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사업과 마찬가

지로 철도사업의 교통시설투자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제도는 선진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교통시설 투자정책의 타당성 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예측 추정하여 비교함

으로써 건설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회적 편익 분석 항목 중에 통행시간 절

감편익은 과거 분석 경험을 통해 전체 사회적 편익 규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행시

간 절감편익은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선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시간 감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으로 각 교통수

단의 통행시간은 주요한 자료가 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수단전환 및 경로전환으로 인한 통행시간 단축(편익) 또는 

증가(부편익)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버스의 통행시간은 교통수단 전환 예측 시 교

통수단선택 모형의 입력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또한 철도사업 이전의 출발-도착지점 간 버스 통행시간과 철도사업 

후 버스에서 철도로 전환된 통행의 철도 통행시간 간의 차이로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항목으로 사회적 편익 산출을 

위한 입력 자료로도 활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교통수요분석 상 교통수단 분담률 예측과 편익

산출을 위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추정 시 버스의 통행시간이 현실과 유사한 값으로 입력되어야 현실적인 예측 결과

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된다.

승용차 통행시간의 추정은 모든 구간에 대해 모든 계절과 시간대 변동 상황을 조사 자료에 의한 대푯값을 추정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산된 도로 네트워크와 기종점 자료를 통하여 통행배정된 결과의 통행시간을 추정치

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실무적 분석 방법이다. 철도 통행시간의 추정은 일부 변경된 철도 네트워크를 반영

하는 것 외에는 장기간 네트워크의 변화가 적고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아 자료구축과 분석이 용이하여 철도 대중

교통 통행배정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통행시간은 출발-도착 교통존 간 통행배정된 승용차 통행

시간에 승수인자(Multiplier factor)에 해당하는 단일 보정계수(Adjustment factor) 값을 곱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도시의 버스 네트워크는 노선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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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구축된 도로 네트워크상에 버스 노선을 신설, 연장, 경로 변경, 축소, 폐선

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버스 네트워크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버스의 경우 네트워크가 복

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선이 고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통행배정으로 버스 통행시간을 추정할 시 현실과 

다를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요분석 및 타당성 분석 지침에서 승용

차 통행시간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버스 통행시간을 추정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고려된다. 하지만 단일 보

정계수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버스 통행시간을 보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실무적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버스 통행시간은 

교통수단 분담률 분석에만 적용되고 버스 수단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계산에는 승용차 통행시간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 약 5분의 시간 절감 효과도 경제성 평가에 민감하게 적용된다(Welch and Williams, 

1997)”라고 설명되어 있듯이 통행시간이 비현실적 값으로 분석에 적용될 경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에서 수단별 통행시간 산출은 편익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현실

적인 추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 및 단일 보정계수를 활용한 버스 통행시간 추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관측 자료를 활용한 현실적 버스 통행시간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차로, 

정류장 및 환승지점에서 누락되는 지체시간 없이 비교적 정확하게 출발-도착 지점 간의 통행시간이 기록되는 내비

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를 적용한 기종점 간의 통행시간 보정계수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제시하는 영향권 범위 내에 존재하는 링크의 통행시간 차이로 편익을 산출하는 링크 기반(Link based)의 방법 

대신 연구대상지역(Study area) 전체 시스템에 포함된 기종점 기반(OD based)의 편익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직접 

및 간접 영향권에 대한 분석자의 범위 설정에 따라 편익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링크 기반 분석 방법과는 달리 정확

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활용한 기종점 기반의 분석 방법이 적용될 경우 영향권 범위에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일관

된 편익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종점 기반의 편익산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방법의 버스 통행시간과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에 의한 보정계수 값을 적용한 버스 통행시

간 값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규모가 정책 의사결정에 무시 못 할 규모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문헌고찰

1. 버스�통행시간�산정방법�고찰

1) 수단선택모형의	버스	통행시간	변수

철도부문 타당성 분석 시 승용차 및 버스 수단으로부터 전환되는 통행량을 계산하기 위해 수단선택 모형을 적용하

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 변수가 고려된다. 버스 통행시간은 차내시간(In vehicle 

travel time)과 차외시간(Out of vehicle travel time)으로 구분하여 수단선택 모형 구축 시 사용되고 있다. 교통수단

선택 분석에서 통행요금과 통행시간은 주요한 정책변수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분석에서 포함되는 설명변수이다. 그 

중 버스의 통행시간은 교통존 간 버스노선의 구조와 노선별 배차간격 및 운영속도에 따라 현실적 추정된 값이 모형

에 적용되어야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특성이 옳게 반영한 교통수단선택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타당성 조사 관련지침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이 보편적으로 실무 분석에 적용되고 있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수단선택모형

의 통행시간자료 구축과정에서 KTDB의 수단별 통행시간 산정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버스 차내 통

행시간 산정 방법은 전국권, 수도권 및 광역권 네트워크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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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2019). 전국권 네트워크의 경우 공로 통행배정의 결과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승용차 통행시간과 같은 값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수도권 네트워크에서는 대중교통 통행배정의 결과를 적용하

도록 되어있다. 수도권 네트워크 자료에는 전철뿐만 아니라 간선, 지선, 광역버스의 노선정보까지 배포하기 때문에 

버스네트워크의 통행배정 결과로 버스 차내 통행시간 계산이 가능하다. 광역권 네트워크에서는 도로네트워크에 통

행배정된 결과를 사용하여 승용차 통행시간에 승용차 대비 버스 통행시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내 간 통행은 1.2배, 광역시-인접지역 시 ‧ 군 간 통행은 1.3배, 인접지역 시 ‧ 군 간 통행

은 1.35배로 구분하여 버스 차내 통행시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도로 환경과 버스 노선 환경 그리

고 버스 운영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정계수로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도권과 달리 광역권 자료에서는 버스의 노선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노선의 형태와 지역별 대중교통 특성이 

반영된 교통존 간 차내 통행시간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광역권별로 복잡한 버스의 노선 네트워크를 공인된 기관

에서 제공해 주기 전에는 개별 분석자가 특정 과업 분석을 위해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버스는 철도와는 

달리 도로 네트워크와 정류장 시설 외 별도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토지이용 및 시민의 활동체계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버스 노선체계를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잡한 노선체계를 갖는 도시 버스 네트

워크를 매번 현행화된 자료로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적전략 대중교통 노선배정 기법(Optimal strategy transit assignment)

의 경우 통행자들의 대중교통 경로선택 행태를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실무분석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노선배정 기법이 대중교통 배차간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다보니 현실적인 현상과는 좀 차이

가 나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시각이 실무 분석가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배정 분

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 대기시간, 정류장 정차시간, 환승시간의 값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값을 적용하지 않고 지점별 

및 노선별로 각기 다른 현실적 값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제한적인 분석 과정 및 요인들이 대중교

통 노선배정 분석의 결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 추정된 버스 통행시간이 현실적인 값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지침의 광역권 버스 차내 통행시간 산정방법은 승용차 대비 

버스 통행시간 비율 값을 적용하여 버스 통행시간을 추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2003년 이후 동

일하게 지침으로 제공되어 왔다(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03).

2)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	시	버스	통행시간	변수

타당성 조사 시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도로 사업의 경우 84%, 철도 사업의 경우 66%를 대략 차지하여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and Lee, 2010).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철도부문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 

시 총 통행시간 비용은 기종점 기반 또는 링크 기반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도로부문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링크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그 편익 산출 식은 Equation 1과 같다(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8).

 사업미시행사업시행 (1)

여기서,  






×××

 : 링크의 차종별, 인별 통행시간

 : 차종별, 인별 시간가치

 : 링크의 차종별, 인별 통행량

 : 차종(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인(4: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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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도로부문과 철도부문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도로부문은 

다시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도로 네트워크의 통행배정 결과 값을 사용한다. 통

행배정 결과에서 링크별 통행시간()은 수단 구분 없이 단일 값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시간 

모두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만일 버스 네트워크에 의한 별도 분석이 없이 도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를 반영하여 버스 통행시간을 추정하게 되면 지점별 노선별의 버스 운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어 실제 버스통행시간과의 오차가 존재할 수가 있다.

통행시간 절감편익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통행시간 가치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Shin et al., 2009; Lee and 

Choi, 2011; Yook, 2015; Kim et al., 2017). 이 연구들은 기존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방법에서 업무/비업무통행

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행시간 가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계절별 평일/주말의 교통

패턴을 반영하여 연평균일교통량 기종점 자료를 보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정에 영향을 주는 연

구도 수행되었다(Han et al., 2004). 철도 통행시간과 관련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의 계량화를 통해 통행시간 신

뢰성 편익을 산정하는 연구도 있었다(Chang and Kang, 2008; Chang et al., 2008;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08). 그러나 통행시간 절감편익에서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산정을 위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2. 관측�자료를�활용한�버스�통행시간�산정�연구

내비게이션, 교통카드, Hi-pass 및 휴대폰 등의 활용 목적은 각기 다르게 개발되고 보급되었지만 각 장비들은 자

동적으로 디지털화된 자료 형태로 위치정보와 시각이 기록되어 교통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

어 왔다. 디지털화되어 자동 저장되는 자료는 별도의 추가적 조사비용 없이 비교적 용이하게 자료 구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장비에 의해 수집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교통 분야의 연구도 수행되었다. 본 연구와 같이 내비게

이션 자료와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미 수행되어 왔다. Dixon and Rilett(2002)는 교통 분

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로 도심지역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는 태그 기반(Tag-based), 휴대폰 

기반(Cellular phone-based)을 제시하였다. 또한 Cheon and Kim(2013)도 휴대폰 기반 이동 자료, 대중교통 스마트

카드 데이터 등의 궤적 자료는 이동 시 자료가 수집되는 장점이 있어 공간상의 구간 통행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원으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카 내비게이션 자료의 활용 가능성으로 기종점 통행 시간 자료, 기종점 

평균 통행 거리 등을 제시하면서 자료 활용 시 고려사항으로 자료의 대표성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Lee(2013)

는 버스정보시스템의 통행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승용차의 경로통행시간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시내

버스의 통행시간과 승용차 통행시간이 정류장서비스시간을 제외하였을 때 통행시간 분포특성이 유사하고 정류장

서비스시간을 포함하였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Lee et al.(2017)은 버스정보시스템과 머신 

러닝 비지도학습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를 활용하여 출발시간, 요일, 기상요

인 등이 장래 버스 통행시간 예측에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하였다. 버스 통행시간 추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통행시간 추정을 위한 관측 자료 활용가치의 잠재력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교통 분석에서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에 활용하였

지만, 도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실측 승용차 및 버스 통행시간 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추

정을 통해 교통수단선택 분석 및 사회적 편익산출의 입력 자료로 적용하는 연구는 없었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는 

도로 네트워크 분석에 교통수단선택 분석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승용차와 버스에서 철도 교통수단으로 전

환됨에 따른 사회적 편익 산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교통수단선택 모형의 예측 정

확성과 수단전환에 따른 편익 산출의 정교성이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Jang et al.(2013)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지만 도로사업보다 철도사업에서 교통수요분석의 오차율은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하듯 도로 사업에 비해 추가적 분석이 더 포함되는 철도사업의 예측 오차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시적이고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을 요구하는 대규모 교통시설투자 타당성 분석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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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석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무적 네트워

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와 같은 실제로 관측된 자료를 융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구 시도라고 고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버스 통행

시간을 추정을 위한 활용 방안으로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자료에서 승용차 통행시간 대비 버스 통행시간의 비율을 

파악하고 도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적용하여 추정된 버스 통행시간을 통행시간 절감편익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Kim(2016)이 지적한 오차의 원인들에 대한 극복 방법 중 하나로 빅데이터 관측 자료와 수학적 모형의 융합을 

통해 예측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방향과 유사한 연구이다.

버스�통행시간�추정을�위한�보정계수�산정

1. 자료의�특성�및�전처리�과정

1) 내비게이션	자료

내비게이션 자료는 통행자가 실제 이용한 경로의 실측 통행시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비게이션 자료

는 SK T-map 자료로 읍면동 단위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별로 출발시간을 30분 단위로 집합화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 2016년 7월에서 2017년 6월까지의 365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형태는 Table 1과 같다. 내비게이션 중

에서 이용률이 높은 SK T-map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록 이용 점유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SK T-map 자료만 활용

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모집단 자료가 아닌 표본자료라는 점으로 인식되어야 할 자료의 특성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실측된 승용차 통행시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록 차량 1대의 표본 자료일

지라도 해당 구간 내에서의 통행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려된다.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운

전 당시 해당 지점의 교통 상황에 따라 기종점 간 통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운행한 

다른 차량과의 통행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실측 통행시간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는 모집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같은 시간과 같은 위치의 경로를 운행한 자료라면 반드시 많은 표본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출발-도착 지점 간의 총 소요 통행시간에 초점을 두었을 뿐 

선택된 경로를 구성하는 각 링크에서 소요된 통행시간이 구분된 자료까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비교적 단

순화된 자료 구축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기계 기술적 오류 및 내비게이션 활용 중 비정상적 조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비현실적 관측 값이 자료에 포함되어 본 연구는 자료 활용 전의 전처리과정으로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수정하

는 과정을 거쳤다. 한 예로 통행속도가 1km/h 미만 혹은 250km/h 초과된 비현실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거하였다.

Table 1. Format of navigation data

Variable Description

Origin zone, Destination zone Spatial scope: whole country
Zone level: eup, myeon and dong

Departure time Data from July 1, 2016 to June 31, 2017 (observed in minutes)

Traffic volume (veh) Aggregated in 30 minute increments based on the departure time of the 
departure and arrival zones

Average travel time (min) Average travel time of aggregated travel based on departure time

Standard deviation of travel time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 travel time

Average travel distance (km) Average travel distance of aggregated travel based on departure time

Standard deviation of travel distance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 travel distance

2) 교통카드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통카드 자료는 버스 노선을 기준으로 각 정류장에서 승차 및 하차가 이루어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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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 상 버스의 통행시간 자료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통카드 자료 중 도시철도를 이용한 통행은 

제외하고 버스만 이용한 통행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했으며, 도시철도의 탑승 전과 후의 버스를 활용한 통행 구간

의 교통자료도 구축하였다. 교통카드 자료의 구성은 버스노선ID, 교통카드ID, 승차 및 하차 여부를 기준으로 기종

점 간 통행시간 자료로 구축되었다. 광역권의 교통카드 자료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운임 제도가 균일 운임제 혹은 

이동구간제로 운영되고 있어 하차 정보 없이 대부분 승차 정보만 존재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

해 다른 기존 연구에서는 하차지점이 결측된 불완전대중 교통카드 자료는 승차정보만이 여객OD 현행화에 활용되

기도 하였다(Shin, 2016).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이 버스 통행시간 추정에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자료 경우와 마찬가

지로 해당되는 동일한 노선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출발-도착지를 통행한 자료는 교통카드 표본자료 1개만 있어도 

통행시간을 충분히 의미 있게 대표한다고 고려된다. 따라서 모든 통행 자료가 탑승 시와 하차 시에 교통카드를 태그

하지 않더라도 어떤 한명의 통행자라도 해당 노선에서 하차 시에 태그를 하였다면 그 시간대의 출발-도착 지점 간

의 통행 시간은 대표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자료의 숫자는 크게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통행자들의 하차 태그가 다수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승을 위해 하차 태그 한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많은 버스 통행시간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최종 하차태그가 존재하지 않

아도 ‘승차정류장-환승정류장’ 간의 버스 통행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교통카드 자료의 관측 수를 늘렸다. 대구광역시

의 2017년의 9월의 한 달간 교통카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교통카드 자료의 형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Format of smartcard data

Variable Description

Bus ID Bus vehicle ID

Card ID Individual card ID

Tag data Smartcard tag date and time

Trip code Boarding, alighting and transferring code between transit mode

Bus stop info Bus stop name, location information based on eup, myeon and dong

Ride/Alight code Boarding (R) or Alighting (A)

2. 도로�네트워크�분석과�버스�통행시간�보정계수

국내 ‧ 외 교통시설투자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도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분석의 노선배정 기법은 대부분 

Wardrop(1952)의 제1원칙을 만족시키는 이용자 평형상태를 만족시키는 링크 교통량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 현실적인 통행의 패턴을 고려하기 위해 정산과정을 수행하지만 도로의 교통량을 고려할 뿐 

각 도로 혹은 기종점 간의 통행시간을 현실적인 통행시간과 비교하여 속도 정산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경

로선택을 위한 노선배정 분석은 경쟁적 노선 간의 통행시간의 절댓값보다는 상대적 값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다. 각 링크의 성능함수(Performance function)인 VDF 함수(Volume delay function)에 의해 예측 교통량에 따른 

체증정도를 반영한 통행시간이 수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석 결과가 현실적 통행시간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선배정을 통해 산출된 링크 교통량을 VDF 함수에 적용하여 구한 각 링크의 

통행시간을 편익산출에 직접 이용하고 있으며, 특정 기종점 간의 최단경로 통행시간으로 교통수단선택 분석에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정된 통행시간은 개별 통행자들이 실제 경험한 통행시간과 유사한 값을 갖겠지만 동일한 

값으로 추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적 편익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추정할 때는 통행시간의 절댓값이 결과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적인 통행시간 예측의 한계점이 존재하여 사업시행 전과 후의 상대적 통행시간 차

이로 인한 편익이 고려되고 있다.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승용차 통행시간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 나온 값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내

외 보편적 방법이지만, 버스 통행시간의 경우 통행자가 실제 경험한 관측 통행시간이 반영된 승용차에 대한 현실적

인 상대적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와 분석방법의 한계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값을 유추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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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상황이다. 제한된 분석 상황에서 관측 자료로부터 승용차 통행시간에 대한 버스 통행시간의 비율을 찾아 네트

워크 분석 결과에 따른 승용차 통행시간에 적절한 비율을 적용한다면 좀 더 현실적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모형 정산과 교통수단선택 분석, 교통량 예측 그리고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의 전 과정

에서 도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일관된 버스 통행시간을 적합하게 추정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및 교통

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변동될 것으로 기대되는 버스 통행시간

에 대한 관측 값을 어떤 기준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부터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버

스 통행시간 값보다 승용차 통행시간에 대한 버스 통행시간의 비율인 보정계수 값 추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승용차 

통행시간에 대한 버스 통행시간의 상대적 비율은 승용차 통행시간이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변동에 따른 

도로의 지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계수에 의해 추정된 버스 통행시간도 함께 그 변동이 반영된 것이라 고려

될 수가 있어 변동패턴의 고려 없이 동일한 보정계수 값을 적용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되고 있는 네트워크 자료와 존 체계와의 일치성, 자료 구축의 용이성, 교통수요분석 단

위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의 집합화를 통한 단순화된 자료 구조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내비게이션의 출발 및 도착 지점 자료와 교통카드의 정류장 위치 기준 자료를 교통수요분석의 공간적 

단위인 교통존 체계의 자료 형태로 변경 구축하였다. 광역권 자료의 교통존 체계인 읍면동 단위로 기종점을 집합화

하여 통행시간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계적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일정한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 값 추정이 가

능하다면 365일의 방대한 자료가 아닌 일정 기간 이상의 자료로 보정계수 값을 추정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자료 취득과 분석도 용이한 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버스 노선은 토지이용과 시민들의 활동 체계 변화에 따

라 수시로 노선 개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 및 상황에 따라 통계적 허용 오차범위 내의 일정한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 값 추정이 필요하여 자료 구축 및 분석의 용이성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 통

행시간 보정계수 값의 표준편차가 충분히 작도록 하여 통계적 오차범위 내에서 보정계수 값의 제공이 가능한 표본

자료 수(관측 날짜 수)를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방법으로 표준편차와 평균값을 함께 지표에 포함시킨 통계치

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보정계수는 개념적으로 매우 단순 명료하

며 그 수식 형태는 Equation 2와 같다. 기존의 방법과 차이는 출발 및 도착 기종점별로 보정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여 

지역 및 노선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Equation 2의 보정계수 값 은 내비게이션 자

료의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평균 승용차 통행시간(


)에 대한 교통카드 자료의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평균 

버스 통행시간(


)의 비율에 해당하는 값이다.

 








 (2)

여기서,  :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승용차 대비 버스 통행시간 비율(보정계수)




  :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평균 승용차 통행시간(시간)




  :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평균 버스 통행시간(시간)

버스�통행시간�보정계수�산정�결과

1. 통계적�유의성�확보를�위한�표본�날짜�수

본 연구에서는 365일 내비게이션 자료에서 30일치 샘플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표본일 수별로 평균 통행시

간 값을 기종점 별로 산출하였다. 무작위 추출은 30회 시행하였으며 표본 일수는 자료의 집합화된 레벨로 1일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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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0일치까지 설정하였다. 이후 각 집합화 레벨별(표본날짜 수 1일치-30일치)로 평균 통행시간을 구하고 이들의 

표준편차도 계산하였으며 산출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이렇게 구한 각 표본일 수별 자료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변동계수(CV)와 변동비율(Variation Ratio, VR)을 계산하였으며 Table 3과 Figure 2, Figure 3에 정리하

였다.

Figure 1. Average travel time and standard deviation calculation by data scale

Table 3. The averag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average variation ratio of navigation data (unit: %)

Data 
sca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CV 81.3 63.5 59.6 56.8 54.6 53.0 52.7 51.7 50.7 50.2 49.6 49.1 48.7 48.2 48.0

VR - 2.99 2.39 1.19 0.65 0.06 0.56 0.25 0.09 0.06 0.09 0.11 -0.05 0.11 0.03

Data 
scale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V 47.6 47.4 46.9 46.7 46.5 46.3 46.1 45.9 45.7 45.6 45.5 45.4 45.3 45.1 45.0

VR 0.05 0.01 0.07 0.11 0.04 -0.05 0.04 0.04 0.00 0.05 0.11 0.04 0.04 -0.02 0.03

Figure 2. Coefficient of variation of navigation samp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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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ation ratio between average travel time of navigation sample data

본 연구에서는 각 기종점 별로 다른 통행시간 값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날짜 수가 하루씩 증가할 때 마다 

평균 통행시간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변동비율을 계산하였다(Equation 3). n-1일치 샘플자료

에 대한 n일치 샘플자료의 평균통행시간 값 변동비율을 계산하여 평균 통행시간이 어느 정도의 표본날짜 수로 집합

화 할 때부터 평균값이 안정적인가를 확인해 보았다.

 


 
× (3)

여기서,  : 일치 자료에 대한 일치 자료의 평균통행시간 변동비율

 : 표본일수 일치 샘플자료의 평균통행시간

변동비율 분석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집합화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값의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중심극

한 이론에 따라 표본일수 집합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통행시간 변동비율이 0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본일수 집합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통행시간 값이 안정적인 값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계수 분석 결

과, 표본날짜 수가 하루치인 경우 각 자료의 변동계수가 60-120%까지 분포하여 각 자료 간의 변동성이 매우 불규

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자료를 더 추가하여 2일치의 표본날짜 수로 집합화를 증가시키기만 하여도 변동계수 값

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6일의 표본날짜 수의 경우와 7일치의 표본날짜 수의 경우 표본날짜 수

를 하루 더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계수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표본

날짜 수를 하루 더 증가시켜 집합화 함에 따라 표준편차의 규모가 점차 미미해지는 변곡점이 7일치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본 연구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본날짜 수가 7일치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의 평균 통행시간 값은 모집단의 평균 

통행시간 값과 통계학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모집단의 참값을 대표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통카드의 경우도 내비게이션 자료처럼 30일치 샘플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표본일 수별로 평균통행시간 

값을 기종점 별로 산출하였다. 이후 변동계수와 변동비율을 계산하였으며 Table 4와 Figure 4, Figure 5에 정리하

였다.

변동비율 분석 결과, 교통카드 자료도 역시 표본일수 집합규모가 커질수록 평균통행시간 변동비율이 0으로 수렴

해 가는 결과를 보였다. 집합규모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평균 통행시간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집 규모

의 따른 평균 통행시간의 변동계수는 표본일수 집합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1일치-7일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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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변동계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변동계수가 59.5-59.6%에서 대체적으로 수렴하지만 

수집 규모가 적은 1일에서 6일 사이에서는 변동계수가 일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버스 통행시간 산

출을 위한 교통카드 자료의 수집 규모는 7일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The average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average variation ratio of smartcard data (unit: %)

Data 
sca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CV 61.6 60.8 60.4 60.2 60.0 59.9 59.8 59.8 59.7 59.7 59.6 59.6 59.6 59.6 59.6

VR - 5.76 3.09 1.87 1.23 1.08 0.73 0.70 0.58 0.43 0.45 0.36 0.35 0.26 0.30

Data 
scale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V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6 59.5 59.5 59.5

VR 0.23 0.24 0.21 0.23 0.14 0.17 0.17 0.15 0.17 0.12 0.14 0.12 0.10 0.13 0.08

Figure 4. Coefficient of variation of navigation sample data

Figure 5. Variation rate between average travel time of navigation sample data

2. 보정계수�산출�결과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추정을 위한 적절한 규모는 7일치 이

상의 표본날짜 수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자료의 2017년 9월 기간 중에 7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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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날짜 수로 승용차 및 버스 통행시간을 추정하였다. 관측 자료를 통해 추정된 두 평균 통행시간을 활용하여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Number of OD pairs distribution by adjustment factor for bus

Factor # of OD pairs Percentage

0-0.2 19 0.2%

0.2-0.4 64 0.6%

0.4-0.6 172 1.7%

0.6-0.8 400 3.9%

0.8-1.0 1,057 10.3%

1.0-1.2 1,727 16.9%

1.2-1.4 1,887 18.5%

1.4-1.6 1,436 14.1%

1.6-1.8 1,145 11.2%

1.8-2.0 781 7.6%

2.0-2.2 479 4.7%

2.2-2.4 355 3.5%

2.4-2.6 206 2.0%

2.6-2.8 144 1.4%

2.8-3.0 99 1.0%

3.0-3.2 66 0.6%

3.2-3.4 52 0.5%

3.4-3.6 31 0.3%

3.6-3.8 21 0.2%

3.8-4.0 14 0.1%

Over 4.0 58 0.6%

Total 10,213 100.0%

보정계수 추정 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가 1.2-1.4의 값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에서 적용한 보정계수 값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

구광역시의 경우는 시내에서 1.2의 보정계수를 적용하라는 지침과는 달리 전체 보정계수 평균값이 1.49, 표준편차

가 0.63으로 산출되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승용차에 비해 버스 통행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판단

이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 승용차 통행시간보다 버스 통행시간이 짧은 경우도 존재한다. 기종점 간 보정계수가 

1.0보다 적은 기종점의 수가 전체 대비 약 16.7%를 차지하여 버스가 더 빠른 통행의 경우도 무시 못 할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기종점 별로 승용차 통행시간과 버스 통행시간에 차이의 범위가 매우 크며, 

그 차이가 실측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동안 하나의 보정계수로 산출된 버스 통행시간 추정 값을 교통수단선택 

분석과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 분석에 적용한 것은 현실적인 현상을 적합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

여주는 내용인 것이다.

기종점�기반의�통행시간�절감편익�산출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기종점 간의 통행시간 자료를 구축함에 따라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 추

정을 위한 보정계수 자료의 구조 체계는 기종점간 값을 갖는다. 기종점 기반의 보정계수를 통행시간 절감편익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통행시간도 링크 기반이 아닌 기종점 기반의 출발-도착 교통존 간의 통행시간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시행 전과 후 도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승용차 

통행시간은 모든 링크 통행시간의 합과 모든 기종점 간 통행시간의 합은 일치하게 된다. 승용차 통행시간을 통한 링

크 기반 및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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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버스 통행시간은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에서 추정된 기종점 간 보정계수의 구조 체계로 인하여 기종점 기

반의 편익 산출 방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정교화된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행시간 절

감편익 산출을 기종점 기반의 산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 방법으

로 기종점 기반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자료적 제약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의 반영, 영향권 범위에 

따른 결과의 차이, 도로 네트워크 계산 알고리즘의 수렴 정확성 한계에 따른 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기존 산출 방법

의 다양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간절감편익 산출방법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설정하여 두 영향권 내

부에 포함된 모든 링크의 통행시간과 교통량의 변화량을 통해 편익을 산출하고 있는 링크 기반의 분석방법이다. 링

크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현실적 버스 통행시간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교통수단별 링크 통행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 버스 통행시간을 승용차 통행시간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링크 기반의 편익 산출 방법은 영향권 설정 범위에 따라 편익 값이 일관되게 안정된 값을 제공하지 못하

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영향권을 활용한 분석 방법은 Sub-area 분석을 통한 폐쇄적 시스템(Closed system)이 갖춰

진 상태에서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수렴된 

해를 찾았다는 전제 하에 개방된 시스템(Open system)에서 사업 시행과 미시행시의 교통량 변화가 발생한 모든 링

크를 통해 총 통행시간의 산출해 비교하고 편익을 계산해야 일관된 분석 결과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다.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된 영향권에 대한 편익 값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링크 교통량의 구성과 

교통량의 변화로 인하여 영향권 내 링크의 총 통행시간의 변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Kim et 

al.(2005)은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향권 설정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가의 주관에 따라 영향권 범

위가 설정되며 동일한 사업에서도 다른 편익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영향권 분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트워크 분석의 노선배정(Traffic assignment)을 통한 해(Solution)가 알고리즘의 수렴 정도(Relative 

Gap)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Sheffi(1985)는 사용자 균형상태(User equilibrium)에서의 목적함수가 유일 

해(Unique solution)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후 Frank-Wolf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휴리스틱(Heuristic)한 

방법에 의한 대략치가 아닌 수학적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Frank-Wolf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값이 완

벽한 해에 수렴하지 못하고 중간 계산 과정에서 멈추기 때문에 해의 대상이 되는 링크 교통량이 사용자 균형상태가 

아닌 임의의 옳지 않은 값이 해로 인식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부정확한 링크 교통량의 해가 나옴에 따라 

정책 대상의 신설, 확정 도로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 에서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 링크 교통량이 다르게 나와 사업으

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그 결과로 계산되는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왜곡되어 비현실적 값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Slavin et al.(2009)은 Frank-Wolf 알고리즘은 충분히 낮은 수렴 정도에서 안정된 해와 속도 면에서 빠

르게 수렴하지만 더욱 낮은 수렴 정도의 안정된 해를 찾기 위해선 다른 노선배정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였다. 

즉 Bar-Gera and Boyce(2003)의 Origin-based algorithm, Florian et al.(2009)의 Projected gradient method, 

Dial(2006)의 Path-based algorithm 등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므로 사용자 균형상태의 유일 해를 더 정확

히 계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활용하더라도 매우 정확한 수렴 수준까지 계산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여 아직 실무적 분석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비교적 큰 수렴 

기준인 10-3-10-4 정도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존 방법의 한계점인 승용차와 버스 통행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통행

시간 적용, 영향권 범위 결정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 알고리즘의 수렴 정도에 따른 값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

이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종점 기반의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기

존의 링크 기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오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내비게이션과 교통카드 실측 자료에

서 볼 수 있듯 승용차와 버스의 통행시간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여 철도 사업과 같은 교통개

선에 따른 버스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현실과는 다른 왜곡된 값으로 산출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종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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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계산할 경우 승용차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른 기종점 간 최단경로 통행시간에 보정

계수가 적용된 버스 통행시간을 사용한다면 승용차 통행시간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는 링크기반 방법과는 다르게 현

실적 버스 통행시간을 반영한 편익이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링크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계산식

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보정계수의 활용으로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

감편익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관측 자료를 통해 산출된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와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

감편익을 통해 교통존 간 버스 통행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영향권, 수렴 정도의 문제 등 사업과 무관하

게 사업 전 ‧ 후 변화된 통행량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버스 통행시간 절감편익(
Bus)은 

산출방법은 Equation 4와 같다.


Bus



 ×
Auto×

Bus×
Bus× (4)

여기서, 
Auto :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승용차 통행시간(시간)


Bus : 교통존에서 교통존로의 버스 통행량


Bus : 버스 수단의 시간가치

본 연구에서는 버스 통행시간을 관측 자료에 의해 현실적으로 추정된 값과 링크 기반의 승용차 통행시간을 적용

했을 때를 비교하여 통행시간 절감편익 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을 

사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6).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향권 내에 포함된 링

크들의 버스 수단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총 합은 약 45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연구대상지역 전체 시스템을 포함한 

기종점 기반 버스 수단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계산한 결과는 73억 원으로 추정되어 영향권 내 링크에서만의 편익 

규모보다 크게 추정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영향권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올 것이다. 버스 통행시간 보정계수를 적용한 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을 사용했을 때 전체 연구대상지역을 대상

으로 한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계산할 경우 83억 원으로 더욱 편익이 크게 계산되었다. 이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해 승용차와 동일한 버스 통행시간을 적용한 기존 방법에 비해 현실적으로 승용차보다 더 오래 걸리는 

버스 통행시간을 제대로 반영함에 따라 버스에서 도시철도로 교통수단 전환한 통행자들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다.

Table 6. The benefit of bus travel time saving (1M KRW)

Year
Methodology Diff.

Linked based
(A)

OD baesd
(B)

OD baesd (factor)
(C)

(B)-(A) (C)-(A)

2030 4,478 7,336 8,289 2,858 3,811

2035 4,254 7,149 8,056 2,895 3,802

2040 3,966 6,723 7,569 2,757 3,603

2045 3,715 6,290 7,071 2,575 3,356

기존의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한 2030년도 한 해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규모의 차이는 38억 원/년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개통 후 40년 간 편익을 기준년도의 누적된 현재가치로 계산할 경우 다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현실적으로 정확한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유사한 통행시간의 적용과 영향권 범위설정에 따른 오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본 연구 제시한 

관측자료 기반 보정계수를 적용한 기종점 기반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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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당성분석은 네트워크 분석 상 교통수단별 링크 통행시간을 구분할 수가 없어 편익산출 시에 승용차와 버

스 통행시간을 동일한 값을 적용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선택 분석 시 승용차 통행시간 대비 버스 

통행시간의 비율인 보정계수 값을 권역별 획일적인 값으로 적용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비게이션 자료

와 교통카드 자료 같이 승용차 및 버스의 통행시간에 대해 실제 관측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여 버스 통행시간을 좀 

더 정확히 현실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중교통 분석의 기초 자료인 버스 노선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며 자료 또한 매우 방대하여 구축하고 

분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왔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자료와 교통카드 자료와 같이 실제 통행시간과 

이동 위치에 관한내용이 시시각각 자동으로 구축된다. 교통 분야에서 이러한 자료를 융합한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부정확한 버스 통행시간을 적용하였던 기존 방법을 개선하고자 디

지털화되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출발-도착지 구간별 관측된 교통 환경이 반영된 승

용차 대비 버스 통행시간의 보정계수 값을 추정하여 버스 통행시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분석에 반영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게 되었다.

보정계수 산출은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AADT와 같이 1년 365일 관측 자료에 의한 평균 값

을 구하는 대신에 통계학적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모집단의 참값이 추정될 수 있다면 365일보다는 적은 관측 일수

로 집합화하여 평균 값을 추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 며칠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때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보정계수 참값이 추정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합화 일수별로 변동계수와 

변동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 자료를 일주일(7일) 이상 집합화된 자료로 평균값을 추정할 때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 값을 추정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링크 기반으로 버스 수단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기존 분석방법을 기종

점 기반의 편익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링크기반의 편익을 계산할 경우 네트워크 분석 시 교통수단별 동일한 

링크 통행시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비현실적인 버스 통행시간이 적용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영향권 영역 설정에 

따라 다른 편익 규모가 계산되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종점 기반의 편익 

계산 방법을 적용할 경우 최근 개발된 사용자균형상태 네트워크 분석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앞의 문제점

은 모두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내비게이션 및 교통카드 자료와 

같은 실제로 관측된 자료를 융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종점 기반의 편익

산출 방법과 기존 방법인 링크 기반의 편익산출 방법을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각각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계산하였

을 때, 분석 방법에 따라 편익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음을 보여 주고, 그 차이가 정책 의사결정을 다르게 유도

할 수 있을 만큼 클 수가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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