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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ak demand responsive transit (peak DRT) services are being proposed recently to supple-

ment urban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limitations. The peak DRT aggregates passengers with

similar origins, destinations, and departure times into groups and provides a demand-responsive

and express service for each group.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introducing the 

peak DRT, then established the criteria to determine O-D pairs to introduce the DRT service. 

To achieve this, we assumed that the DRT should be introduced for O-D pairs with great 

demands and inferior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and identified O-D pairs to introduce the 

DRT under varying criteria: the minimum demand and the minimum difference of generalized 

travel time between private car and public transportation. We clustered individual public 

transportation trips on smartcard data by origins, destinations, and departure times, then 

generated a DRT route for each cluster and evaluated its cost and benefit. This procedure was 

repeated under varying criteria, and a criterion that maximizes the benefit-to-cost (B/C) ratio or

maximizes the benefit while maintaining B/C at least one was selected. As a result, the number

of DRT passengers as well as the benefit of DRT introduction were higher under a criterion 

maximizing the benefit than a criterion maximizing the B/C.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criterion for peak DRT introduction should be determined to maximize the benefit than the B/C

to provide the DRT service for mor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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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점, 종점, 출발시각이 유사한 승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

고, 각 그룹 단위로 수요에 응답하면서도 급행처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첨두 

DRT)가 최근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첨두 DRT에 대해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DRT를 어떠

한 O-D 쌍에 도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많으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량한 O-D 쌍에 DRT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DRT의 도입 기준이 되는 수요의 최솟값 및 대중교

통과 승용차의 일반화 통행시간 차의 최솟값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DRT를 도입할 O-D 쌍들을 판별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카드 데이터에 나타난 개별 대중교통 통행을 기점, 종점, 출발시각에 따라 클러스터링한 뒤, 각 클러

스터 단위로 DRT 노선을 생성하고 그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였다. 이를 DRT 도입 기준을 변화시키면서 반복하였

으며, 비용 대 편익 비(B/C)를 최대화하거나, B/C를 1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편익을 최대화하는 기준을 최적의 

DRT 도입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B/C를 최대화할 때에 비해서 편익을 최대화할 때 DRT의 편익뿐만 아니

라 DRT를 이용하는 승객 수 역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DRT 도입 시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기

준을 수립하는 것이 B/C를 최대화하는 방향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첨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첨두 DRT), 도입 기준, 효과평가, 스

마트카드 데이터

서론

대중교통은 그 경로 및 시간표가 고정되어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자가용 및 

택시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할 만한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카셰어링이나 라이드셰

어링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대중교통의 매력도는 더욱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이산화탄소 및 오염물질의 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므로 현재의 대중교통 수요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가용 및 택시 이용자를 대중교통 또는 

그와 비슷한 수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대중교통의 단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가용처럼 편리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처럼 효율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의 대중교통보다 통행시간이 짧고 환승횟수가 적으면서도 현재의 대중교통처럼 다량의 수요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responsive transportation, DRT) 및 급행 서비스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DRT

는 고정된 경로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에 맞춰서 운행되며, 따라서 기존의 대중교통보다 이

용자의 환승 횟수 및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급행은 기존 대중교통 노선에서 정류장의 개수를 줄임

으로써 이용자의 차내시간을 단축한다.

일반적으로 DRT는 농어촌 등 통행 수요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운영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며, 수요의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DRT에 비해 대중교통이 더 효율적임이 알려져 있다(Diana et 

al., 2009; Quadrifoglio and Li, 2009; Li and Quadrifoglio, 2010; Edwards and Watkins, 2013; Navidi et al., 

2018). 그러나 도시에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통행시간 및 편의성 측면에서 모든 승객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며, 

특히 일부 기종점쌍(origin-destination pair, O-D 쌍)에 대해서는 통행시간이 길거나 환승이 많이 필요하여 대중

교통 통행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도시 대중교통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점, 종점, 출발시

각이 유사한 승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에 응답하면서도 도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첨두 시 수요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대중교통으로서의 DRT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Lyu et 

al., 2016, 2019; Ma et al., 2017; Li et al., 2018; Chen et al., 2018; Guo et al., 2018, 2019; Zhe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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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맞춤형 버스(customized bus, CB)’ 또는 ‘대규모 첨두 수요응답형 고속 셔틀

(large-scale instantaneous peak demand responsive express shuttle)’ 등의 여러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첨두 시간대의 통행 수요에 응답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첨두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이하 첨

두 DRT)’라고 칭하고자 한다. 첨두 DRT는 “기점 구역”과 “종점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정류장에서만 정차하

며 각 정류장은 이용자들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서 도보 거리가 짧으면서 환승도 필요하지 않은 

문전 수송(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Liu and Ceder, 2015). 또한, 기점 구역과 종점 구역 사이에서

는 정차하지 않거나 적은 수의 정류장에만 정차함으로써 급행처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Lyu et al., 2019).

현재까지의 첨두 DRT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류장 선택, 노선 계획, 경로 선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첨두 

DRT의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DRT를 어떠한 O-D 쌍에 도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두 DRT에 대해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DRT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

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요가 많으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량한 O-D 쌍에 DRT를 도입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DRT의 도입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서 DRT를 도입할 O-D 쌍들을 판별한다. 여기

서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자의 일반화된 통행시간(generalized travel time)으로 평가하며, 여기에는 통행시간 및 

환승 페널티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점, 종점, 출발시각이 비슷한 O-D 쌍들을 클러스터링한 뒤 각각의 클러스터

별로 DRT 노선을 생성한다. 여기서 DRT의 수요는 현재의 대중교통 수요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 전환율

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DRT 도입 기준에 대해 이용자, 운영자,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한 뒤, 여러 가지 DRT 도입 기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도입 기준을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DRT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특히 첨두 DRT 서비스에 대해 중

점적으로 다룬다. 그 뒤, 본 연구의 방법론과 이 방법론을 실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

고 논의와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선행연구

DRT는 크게 dial-a-ride(DAR), 지선 서비스(feeder service), 첨두 DRT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DAR은 협의의 DRT로 볼 수 있으며 요청이 발생하는 대로 차량이 배차되는 시스템이다. DAR은 주로 농어촌 지

역에서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개별 수요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며, 도시에서 나타나는 대량의 동시다발적 수요를 처리

하는 데는 부적합하다(Zheng et al., 2019). 그리고 지선 서비스는 개별 이용자들의 기점이나 종점을 간선 대중교통 

정류장(철도역 또는 간선버스 정류장)과 연계하는 라스트 마일(last-mile) 서비스이다(Quadrifoglio et al., 2008; 

Quadrifoglio and Li, 2009; Li and Quadrifoglio, 2010; Beaudry et al., 2010; Edwards and Watkins, 2013). 지선 

서비스는 개별 이용자의 기점과 종점을 직접 연결하지 않으므로 환승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첨두 DRT는 DAR 및 

지선 서비스와는 달리 승하차 정류장을 기점 구역과 종점 구역 내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통행 수요를 통합하고 대

량의 수요를 처리할 수가 있다. 또한, 중간 정차를 최소화함으로써 DAR 및 지선 서비스에 비해 차내시간이 단축된

다. DAR 및 지선 서비스의 경로 선정 및 스케줄링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 왔으며(Quadrifoglio 

et al., 2008; Diana et al., 2009; Quadrifoglio and Li, 2009; Li and Quadrifoglio, 2010; Beaudry et al., 2010; 

Edwards and Watkins, 2013; Navidi et al., 2018), 첨두 DRT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방법론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첨두 DRT에 대한 정류장 선택, 노선 계획, 경로 선정 등을 수행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Ma et al.(2017)은 

bottom-up clustering 방법으로 기점 및 종점을 클러스터링하여 기점 및 종점 구역을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히 두 구역을 연결한 것을 DRT 노선으로 간주하였다. 이 중 최소 노선 길이 제약을 만족하면서 운영 비용, 환경 

비용, 교통 혼잡 비용의 총합을 최소로 하는 DRT 노선들의 조합을 탐색하였다. Li et al.(2018)은 버스 정류장들을 

기점 및 종점 구역들로 클러스터링한 뒤, 최소 수요 및 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O-D 쌍들에 DRT를 도입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Chen et al.(2018)은 수요가 발생한 지점들을 클러스터링하여 DRT 정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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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영향권은 반경 200-500m로 설정하였다. 그 뒤 DRT에 의해 수송되는 인원을 최대화하면서 통행시간의 합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설계하였다. Lyu et al.(2016, 2019)은 교통 수요 클러스터링, 정류장 배치, 

노선 계획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DRT의 총 이익을 최대화하였다. 각 단계에서 grid-density based clustering, 

k-medoid 및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Guo et al.(2018)은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용자 비용

과 차량 운영 비용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DRT 노선을 설정하였다. 같은 연구자들에 의한 다른 연구(Guo et al., 

2019)에서는 time window 제약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승객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하였다. Zheng et 

al.(2019)은 전체 수요를 서비스 단위(service unit)들로 분류하고 각각의 서비스 단위마다 차량 배정, 경로 설정, 시

간표 설정을 시행하여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첨두 DRT 계획을 위한 연구에서는 대부

분 통행 수요를 기점, 종점, 출발 시각이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하여 서비스 단위로 분류한 뒤, DRT의 경로나 스

케줄을 각 서비스 단위별로 최적화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DRT의 효과평가 및 대중교통과의 비교 역시 수행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Diana et 

al.(2009)은 대중교통과 DAR의 통행거리, 통행시간, 대기시간, 환승 승객의 비율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네트워크 

형태, 대중교통 운행 빈도, 수요의 밀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Navidi et al.(2018)은 대중교통과 DAR의 통행시간

과 운영 비용을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통행자의 통행을 시뮬레이션할 때 행위자 기

반 교통 시뮬레이션 및 동적 경로생성(dynamic routing)을 이용하였다. Quadrifoglio and Li(2009) 및 Li and 

Quadrifoglio(2010)에서는 총비용, 도보시간, 대기시간, 차내시간을 대중교통과 지선 서비스 형태의 DRT에 대해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도로의 네트워크는 격자형, 대중교통 노선은 직선으로 가정하고, 서비스 존의 크기, 수요

의 밀도, 도보시간의 가치, 차량의 운행비용에 따라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중교통과 지선 서비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Edwards and Watkins(2013)에서는 실제 도로 네트워크의 대중교통과 지선 서비스에 대해서 통행

시간과 운영 비용을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과 지선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지

역 및 여러 가지 수요 밀도에 대해 시뮬레이션하였다. DRT의 효과를 평가하고 대중교통과 비교한 지금까지의 연구

에서는 수요의 밀도가 낮을 때는 DRT가 유리하며, 수요의 밀도가 높을 때는 대중교통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이는 수요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 DRT가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DAR 및 지선 

서비스 형태의 DRT에만 국한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룰 첨두 DRT에 대해서는 DRT의 효과평가를 수행하거나, 

DRT를 대중교통과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지역 및 O-D 쌍에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현재까지 DAR 및 지선 서비스 형태의 DRT에 대해서는 경로 및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연구 및 효과평가를 수행

하고 어떤 지역 또는 O-D 쌍에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비해 첨두 DRT에 대해서

는 정류장 선택, 노선 계획, 경로 선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어떤 O-D 쌍에 

도입할지를 결정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두 DRT에 대해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두 DRT를 도입하기 위한 O-D 쌍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첨두 DRT는 Figure 1과 같이 기점, 종점, 출발시각이 유사한 개별 통행자들의 기점들을 기점 구역

(origin area), 종점들을 종점 구역(destination area)으로 클러스터링함으로써 O-D 클러스터들을 생성하고, 각 

O-D 클러스터 단위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DRT를 도입하기 위한 

O-D 쌍들을 결정하고, O-D 쌍 클러스터링을 시행하며, DRT의 경로를 생성하고 효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을 요

약하면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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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a peak DRT service

Figure 2. Procedure of this study’s methodology

1. DRT 서비스를�도입하기�위한� O-D 쌍의�결정

본 연구에서는 DRT 서비스가 대중교통의 서비스가 불량하면서 수요가 많은 O-D 쌍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가정

한다. 여기서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것은 대중교통 통행 시 승용차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환승이 많이 필요

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O-D 쌍의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일반화 통행시간’의 차이를 

통해 평가하며, 일반화 통행시간은 Equations 1-3과 같이 차내시간과 환승횟수를 통해 산정한다.

   (1)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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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일반화 통행시간이며, 와 는 각각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차내시간

이며, 는 ‘환승 페널티’로서 1회의 환승으로 인해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을 동등한 수준의 추가 차내시간으로 표

현한 값이다. 는 환승 횟수이며 ∆는 일반화 통행시간의 차이이다. 하나의 O-D 쌍에 대한 대중교통 통행의 차

내시간 및 환승 횟수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O-D 쌍별로 평균한 것을  및 의 값

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Equation 3에서 볼 수 있듯이, ∆의 값이 클수록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량함을 의미한다.

DRT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수요 중 일부가 DRT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때의 수요 전환량은 통행시

간, 대기시간, 접근시간, 요금, 서비스 이용 편의성, 차내혼잡, 환승 횟수, 운행 시간표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대중교통과 DRT 사이의 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승용차, 버스, 철

도 등에 대해 개발되어 있는 수단 선택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며, DRT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공인된 

수단 선택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중에서 일정 비율이 DRT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그 비율에 대해서는 5가지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시나리오 1에서 10%, 시나리오 2에서 

20%, 시나리오 3에서 30%, 시나리오 4에서 40%, 시나리오 5에서 50%로 가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DRT로

의 수단 전환은 모든 O-D 쌍에서 동일한 비율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다. 이후 DRT 서비스를 도입할 O-D 

쌍을 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DRT는 Equation 4와 같이 ∆의 값 및 DRT의 수요가 어떤 특정 기준보다 큰 

O-D 쌍 에 도입되는 것으로 한다.

 ≥min and  ≥min (4)

여기서, 와 ∆min은 각각 O-D 쌍 의 ∆와 DRT를 도입하기 위한 ∆의 최솟값이며, 

와 min은 각각 O-D 쌍 의 DRT 수요와, DRT를 도입하기 위한 DRT 수요의 최솟값이다. 이에 따라 DRT의 

도입 기준은 순서쌍 minmi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in은 상위 20% 값에서 상위 5% 값까지

로 하였으며, min은 상위 30% 값에서 상위 1% 값까지로 하였다.

2. O-D 쌍�클러스터링

첨두 DRT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통행 수요끼리 군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O-D 쌍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 수행한다. 클러스터의 크기(클러스터당 원소의 개수)는 차량 경로 생성 문제

(vehicle routing problem, VRP)에 소요되는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충분히 작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 클러

스터의 승객 수가 차량 한 대의 용량보다 적다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클러스터당 수요는 최소한 차량 한 대의 용량 

이상은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클러스터당 수요는 차량 한 대의 용량 수준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균등한 크기의 O-D 쌍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의 한 

방법인 iterative dichotomy(R Documentation, 2019)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비교적 간단하면서

도 균등한 크기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ep 1. 처음에 모든 원소(O-D 쌍)는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다.
Step 2. 만약 차량 한 대의 용량보다 수요가 많은 클러스터가 있다면, 그 중 가장 수요가 많은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두 개로 분할한다.
Step 2-1.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층적 군집화 트리(hierarchical clustering tree)를 생성한다.

Step 2-1-1. 모든 원소 간의 거리 메트릭(distance metric)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소들이 단일 점이 아니라 O-D 
쌍임을 고려하여, O-D 쌍들의 기점 사이의 거리와 종점 사이의 거리의 합을 거리 메트릭으로 간주하였다.

Step 2-1-2. 거리가 가장 가까운(거리 메트릭의 값이 가장 작은) 두 개의 원소를 하나의 새로운 O-D 쌍으로 
통합하고, 통합된 원소의 기점 및 종점의 좌표는 원래 원소들의 기점 및 종점 좌표의 평균으로 한다. 
통합되기 전의 원소들과 그들 사이의 거리 메트릭 값을 트리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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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T 경로�생성�및�효과평가

본 연구에서는 DRT 차량은 현재 존재하는 대중교통 정류장(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의 버스정류장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

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두 정류장은 같은 정류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하

철역이 근처에 버스정류장을 동반하며, 이 경우 근처 버스정류장에 DRT 차량을 정차시킴으로써 DRT와 지하철역

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정류장들은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the noise(DBSCAN) 알고리즘(Ester et al., 1996)으로 클러스터링함으로써 정류장 군집을 생성하였다. DBSCAN

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주어진 모든 점들에 대해 반지름 ε 안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센다. 만약 어떤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ε인 
원 안에 minPts개 이상의 점이 포함된다면, 점 p는 core point가 되며 원 안에 포함되는 다른 점들은 p와 같은 
군집으로 묶인다. 여기서 ε 및 minPts는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Step 2. 만약 점 p1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 안에 다른 core point p2가 포함된다면, p1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과 p2를 중심으로 
하는 군집은 한 군집으로 통합된다.

Step 3. Step 2를 모든 core point에 대해서 수행한다.
Step 4.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점들은 노이즈로 취급한다.

본 연구에서 DBSCAN을 수행할 때 도로의 폭이 최대 100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ε=100m으로 설정

하였으며, 왕편과 복편이 일치하지 않는 일부 버스 노선은 버스 정류장이 도로 한 쪽에만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 경

우는 별도의 독립된 정류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minPts=1로 설정하였다. 클러스터링 이후에는 

각 정류장 군집마다 군집에 소속된 정류장들의 기하학적 중심을 DRT 차량의 정류장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O-D 클

러스터에 대해 DRT 차량의 경로를 생성하였다. 여기서 경로 생성의 목적함수는 운행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

였다. 차량의 경로를 생성하는 문제(vehicle routing problem, VRP)는 NP-난해(NP-hard) 최적화 문제로서 전역

(global) 최적해를 구하는 데에는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해 탐색에는 평행 최소비용 삽입(parallel cheapest insertion) 알고리즘(Chapleau et al., 

1984)을 사용하였으며,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링크를 현재의 차량 운행 노선에 삽입하고자 할 때, 삽입 후 우회로 인

해 발생하는 노선의 길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삽입한다. 또한, 지역해 탐색 과정에는 타부 서치(tabu search) 알고

리즘(Glover, 1989, 1990)을 사용하였다. 타부 서치는 지역 탐색(local search) 과정에서 현재 해의 주변에 있는 모

든 해를 탐색한 뒤 이전 단계의 해는 타부 리스트(tabu list)라는 목록으로 저장하여 더 이상 탐색하지 않도록 한 것

이며, 그 구체적인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현재 후보 해 

의 주변에 있는 해 중 타부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해 에 대해서 다음을 반복한다.

Step 1-1. 목적함수를 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일 때 


의 값을 로 변경한다.

Step 2. 현재까지의 최적해를 라고 하면, 

 일 때 의 값을 


로 변경한다.

Step 3. 

는 탐색을 수행한 해이므로 타부 리스트에 등재하여 더 이상 탐색하지 않도록 한다.

Step 4. Step 1-Step 3을 정해진 반복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Step 2-1-3. 모든 원소가 통합될 때까지 Step 2-1-2처럼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원소를 통합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Step 2-2. 군집화 트리를 맨 위에서 양쪽으로 나눈다.
Step 2-3. 나뉜 각 트리에 속한 원소들은 새로운 클러스터로 분류된다.

Step 3. 모든 클러스터의 수요가 차량 한 대의 용량보다 낮아질 때까지 Step 2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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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T 경로 생성 이후에는 DRT 도입의 편익 및 비용을 산정하여 DRT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편익은 Equ-

ations 5-6과 같이 DRT를 이용한 개별 이용자의 일반화 통행 비용의 감소량을 구한 뒤, 그 총합으로 산정하였다.





  (5)




 (6)

여기서,  는 대중교통에서 DRT로 수단 전환된 이용자 의 편익이고, 
와 

 는 각각 이용자 의 대중교통 및 

DRT 이용 시의 일반화 통행 비용이며, 는 통행시간가치이고, 
와 

는 각각 이용자 의 대중교통 및 

DRT 이용 시의 일반화 통행시간이다. DRT 이용 시에는 개별 이용자의 기점과 종점이 한 노선으로 연결되므로 환

승은 없다고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DRT 이용 시의 일반화 통행시간인 
는 Equations 7-8과 같이 DRT의 차

내 시간(주행 시간과 정차 시간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








 (7)

  max  (8)

여기서, 
  및 

 는 각각 DRT를 탑승한 이용자 의 차내시간과 통행거리이고, 는 DRT 차량의 주행 속도이며, 는 

DRT 정류장이고, 는 DRT를 탑승한 이용자 의 이동 경로이며, 는 정류장 에서의 DRT 차량의 정차 시간

이다. 는 매 정류장마다 DRT 차량의 가속, 감속, 문 열기 및 문 닫기로 인한 시간 지연이며,  및 는 각각 승차 및 

하차 승객 1명마다 소요되는 정차 시간이고,  및 는 각각 정류장 에서의 승차 및 하차 승객 수이다.

또한, 비용은 Equation 9와 같이 개별 DRT 노선의 비용을 구한 뒤, 이를 네트워크상의 모든 DRT 노선에 대해 합

산하였다. 개별 DRT 노선의 비용은 차량의 운행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9)

여기서,   및  은 각각 DRT 노선 의 비용 및 길이이며,  및 는 각각 DRT 차량의 단위 운행 거리당 운영자 비

용 및 사회적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DRT의 최적 도입 기준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비용 대 편익비(benefit-to-

cost ratio, B/C)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B/C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투자 대비 편익이 많이 발생함

을 의미한다. 두 번째 방법은 타당성을 유지하는(즉, B/C≥1) 한에서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사례연구

1. 네트워크�및�분석�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실제 도시의 교통 네트워크 및 데이터에 적용하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시간적 범위는 2017년 5월 16-22일 중 평일(16, 17, 18, 19, 22일) 

오전 첨두 시간대(오전 7-9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및 환승 횟수 데이터, 승용차 통행시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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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대중교통 정류장의 공간 정보, 도로 네트워크의 공간 정보를 사용하였다.

먼저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및 환승 횟수는 2017년 5월 평일 오전 7-9시의 스마트카드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스마트카드 데이터는 각각의 대중교통 통행에 대해 이용한 수단, 노선 번호, 승차 시각 및 정류장, 하차 시각 및 정류

장, 이동거리, 차내시간, 환승횟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환승이 발생한 경우 개별 수단통행을 목적통행

별로 집계하여 통행사슬(trip chain)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 번의 목적통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한 환승의 횟수, 환승한 정류장, 환승에 소요된 시간 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통행

사슬로 변환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5일 간의 오전첨두 시간대에 발생한 9,172,359건의 수단통행 및 6,847,672

건의 목적통행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승용차 통행시간은 평일의 같은 시간대(오전 9시 도착)에 대한 자동차 내비게이션 길찾기 데이터(T map API)에

서 추출하였다.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주어진 출발지 및 도착지 사이의 최적 길찾기 결과 및 예상 통행시간을 포함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424개 행정동의 동별 중심 좌표를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하는 179,776개의 O-D 

쌍에 대한 승용차 통행의 길찾기 결과 및 통행시간을 사용하였다.

대중교통 정류장의 공간 정보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의 경위도 좌표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내 버

스정류장의 개수는 46,949개, 지하철역의 개수는 376개이며 DBSCAN 수행 결과 3,953개의 정류장 군집이 생성되

었다. 그리고 3,953개의 정류장 군집 사이의 O-D 쌍들 중 실제로 대중교통 통행이 발생한 O-D 쌍의 개수는 

694,732개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의 공간 정보는 DRT 정류장 사이의 도로 상 거리를 도출하는 데 사용하

였으며, 이는 DRT 경로 생성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라미터에 적용된 값은 Table 1과 같다. 표에서 환승 페널티(), 단위 거리당 운영자 비용

() 및 사회적 비용()은 선행 연구(Yoo, 2015; Jeon, 2016)의 값을 사용하였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의 버스 통행에 대한 업무, 출근, 비업무 통행 

시간가치를 수도권 오전첨두시의 업무, 출근, 비업무 통행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류장 당 시

간지연(), 승차 및 하차 승객 1인당 소요 시간(, )은 도로용량편람(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3)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DRT 차량의 주행 속도()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평일 오전 9시의 평

균 승용차 통행 속도를 적용하였다. 또한, DRT 차량의 용량은 일반적인 도시형 버스 차량의 승객 정원을 고려하여 

60인으로 가정하였다.

Table 1. Values assigned to the parameters in this study

Parameter Explanation Value Reference

 Unit transfer penalty 11.24 min/transfer Yoo (2015)

 Value of time 7,656 won/hr *
 Delay per stop 19 s **

 Dwell time needed per each boarding passenger 3.2 s **


 Dwell time needed per each alighting passenger 1.5 s **


 Operation cost per unit distance 2,240.1 won/km Jeon (2016)


 Social cost per unit distance 577.0 won/km Jeon (2016)


 Speed of DRT vehicle 23.6 km/h ***

Capacity of a DRT vehicle 60 passengers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3)
***Observed value from navigation data
****Our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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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T 서비스�도입�기준�선정결과

본 연구에서 DRT 서비스의 도입 기준을 설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DRT를 도입하기 위한 O-D 쌍의 

∆의 최솟값(∆min)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수요의 최솟값(min)들은 각각의 시

나리오에 대해 다르게 설정되었다.

Table 2. Introduction criteria of DRT service evaluated in this study

Scenario Proportion of demand diversion
Introduction criteria of DRT service

∆min min

1 10% 26.7, 30.1, 34.7, 42.5 1, 3
2 20% 1, 2, 3, 5

3 30% 1, 2, 3, 4, 8

4 40% 1, 2, 3, 4, 6, 10
5 50% 1, 2, 3, 4, 5, 7, 13

각각의 도입 기준 minmin에 대해서 생성된 DRT 노선의 개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70개까지, 전체 

694,732개의 O-D 쌍 중 DRT가 도입되는 O-D 쌍의 개수는 최소 1개에서 7,496개까지, DRT의 수요는 최소 5인

에서 최대 8,474인까지로 나타났다. Figure 3은 본 연구에서 생성된 DRT 노선의 일부 예시를 나타낸 것이며, 기점 

구역과 종점 구역에서만 정차하고 그 사이는 무정차로 운행한다는 점에서 첨두 DRT의 특징을 나타낸다.

Figure 3. Examples of generated DRT routes

각각의 시나리오 및 DRT 도입 기준별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였으며, 이때 비용 및 편익의 분포는 Figure 4와 같

다. 또한, 최적의 도입 기준을 결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5에서 B/C를 최대화하는 도입 기

준은 ∆min=26.7분, min=13인일 때이며, 편익을 최대화하는 도입 기준은 ∆min=42.5분, min=2인일 때이다. 

그리고 B/C를 최대화할 때 DRT 노선의 개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개, DRT가 도입되는 O-D 쌍의 개수 역시 1

개, 승객 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5-25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편익을 최대화할 때는 각각 시나리오에 따라 1-4개, 

1-45개, 5-146인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B/C를 최대화할 때의 편익의 크기는 29-146천 원으로, 편익을 

최대화할 때의 29-1,582천 원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 5로 갈수록, 즉 대중교통에서 DRT로의 

수요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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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st and benefit of DRT for different criteria in scenarios (a) Scenario 1, (b) Scenario 2, (c) Scenario 3, (d) Scenario 4, and 

(e) Scenario 5

Table 3. Optimal introduction criteria of DRT service determined based on the maximization of B/C and benefit

Scenario
Demand 
diversion

∆min min

Number of 
DRT routes

Benefit
(thousand 

won)

Cost
(thousand 

won)
B/C

O-D pairs to 
introduce 

DRT

Number of 
DRT 

passengers

Maximization of B/C

1 10% 26.7  3 1 29  20 1.49  1   5
2 20% 26.7  5 1 58  20 2.98  1  10

3 30% 26.7  8 1 88  20 4.47  1  15

4 40% 26.7 10 1 117  20 5.96  1  20
5 50% 26.7 13 1 146  20 7.46  1  25

Maximization of benefit

1 10% 26.7  3 1 29  20 1.49  1   5
2 20% 42.5  2 1 451 232 1.94  9  28

3 30% 42.5  2 1 571 299 1.91 14  52

4 40% 42.5  2 2 1,187 397 2.98 21  80
5 50% 42.5  2 4 1,582 597 2.65 45 146

논의

1. DRT 서비스�도입�전략

실제로 DRT 서비스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에서 DRT로 전환되는 수요는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이것을 수요 전환율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정하였다. 앞서의 결과에서 대중교통으로부터 DRT로의 수요 전환

율이 높아질수록 DRT 도입의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DRT 도입 시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수요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DRT 도입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DRT

의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거나 DRT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함으로써(예: 차내시간 단축, 대기시간 단축, 환승횟수 

저감, 차내혼잡 저감 등) 수요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Table 3 및 Figure 4를 통해 B/C를 최대화하는 DRT 도입 기준에서 B/C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편익이 높아서가 

아니라 비용이 낮아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는 DRT를 도입하기 위한 O-D 쌍 수요의 최솟값인 min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것으로부터 B/C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DRT의 도입 기준을 결정한다면 수요가 많은 O-D 쌍에

만 DRT 서비스가 제공되며, 따라서 DRT에 의해 수송되는 승객의 수와 그에 따른 편익이 작게 산출되는 것임을 알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1호, 2021년�2월 111

MOON, Sedong ･ KIM, Dong-Kyu ･ KHO, Seung-Young ･ CHO, Shin-Hyung •Article•

수 있다. 반대로, B/C를 1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에서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DRT 도입 기준을 결정한

다면, DRT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O-D 쌍에도 제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DRT에 의해 수송되는 승객의 

수와 그에 따른 편익이 높게 산출되는 것이다. 단순히 투자 대비 편익의 비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면 B/C를 최대

화하는 기준이 유리할 수 있으나,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 전체에 제공되는 편익의 크기뿐

만 아니라 DRT에 의해 수송되는 승객의 수 역시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DRT 운영 주체의 수익성이 제고되는 효과

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B/C를 최대화하는 전략에 비해 B/C는 낮아

지더라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는 DRT 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네트워크상의 모든 DRT 노선 및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합산하였

다. 이러한 방법을 네트워크 전체가 아닌 개별 DRT 노선 단위로 적용한다면 개별 노선의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DRT 도입 기준에 대해 비용 및 편익을 비교한 뒤 전체 네트워크의 B/C가 최대화

되거나, B/C≥1이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편익이 최대화되는 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별 노선에 대해서는 각각

의 DRT 노선에 대해 비용 및 편익을 비교한 뒤 B/C가 가장 높거나 편익이 가장 높은 어느 한 노선만 도입하는 것보

다, 여러 노선의 DRT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B/C가 높은 순서나 편익이 높은 순서에 따라 DRT 노선의 도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민감도�분석

DRT의 비용과 편익은 파라미터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DRT 차량의 속도(), 이용자의 시간가치

(), 단위 거리당 운영 비용(), 단위 거리당 사회적 비용()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편익이 가장 큰 시나리오 5에서 DRT의 도입 기준을 ∆min=42.5분, min=2인으로 하였을 때에 대하여 시행하였

으며, 각 파라미터를 -30~30% 변화시키면서 편익, 비용, B/C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 및 Figure 5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with respect to DRT vehicle speed (

), value of time (), operation cost (


) and 

social cost (

) per unit distance

Changing 
parameter

Percentage of change in parameter

-30% -20% -10% 0% +10% +20% +30%



Benefit (won) 1,180,637 1,348,029 1,478,223 1,582,379 1,667,597 1,738,612 1,798,701 

Cost (won)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B/C 1.98 2.26 2.48 2.65 2.79 2.91 3.01 
 Benefit (won) 1,107,665 1,265,903 1,424,141 1,582,379 1,740,617 1,898,854 2,057,092 

Cost (won)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597,208 

B/C 1.85 2.12 2.38 2.65 2.91 3.18 3.44 



Benefit (won)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Cost (won) 454,742 502,231 549,720 597,208 644,697 692,186 739,675 

B/C 3.48 3.15 2.88 2.65 2.45 2.29 2.14 



Benefit (won)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1,582,379 

Cost (won) 560,512 572,744 584,976 597,208 609,440 621,672 633,904 

B/C 2.82 2.76 2.71 2.65 2.60 2.55 2.5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9 No.1 February 2021112

•Articl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Determination of Introduction Criteria for Peak Demand Responsive Transit Service

Figure 5. Benefit (a), cost (b), and B/C (c) with respect to changes in DRT vehicle speed (

), value of time (), operation cost 

(

) and social cost (


) per unit distance

Table 4 및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속도 및 시간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편익의 변화가 발생하며, 운영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용의 변화가 발생한다. 차량 속도와 편익의 관계는 비례하지 않으며, 차량 

속도가 30% 증가하면 편익은 14% 증가하는 데 비해 차량 속도가 30% 감소하면 편익은 26% 감소하는 등, 편익은 

속도가 증가할 때에 비해 감소할 때 더욱 민감하게 변동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의 도로망에

서 DRT의 운영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DRT 차량의 운행 속도를 높이려 하는 것보다는 DRT 차량의 

운행 속도를 느려지지 않게 유지함으로써 편익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DRT 차

량이 너무 자주 정차한다면 운행 속도가 느려지므로, DRT 차량의 정류장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함으로써 운행 속도

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파라미터(시간가치, 운영 비용, 사회적 비

용)과 편익 또는 비용의 관계는 비례하며, 편익은 시간가치에, 비용은 운영 비용에 특히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로부

터 실제로 DRT를 운영하고자 할 때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도입 기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가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도시의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DRT에 대한 효과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DRT를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요가 많으면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

이 자가용에 비해 불량한 O-D 쌍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iterative dichotomy 방법을 통해 O-D 쌍들을 공간적으로 

클러스터링하였으며, 각각의 O-D 쌍 클러스터에 대해 평행 최소비용 삽입 및 타부 서치 알고리즘으로 DRT의 경

로를 생성하였다. DRT 도입의 효과는 편익(이용자 비용의 감소)과 비용(운영자 및 사회적 비용)으로써 평가하였

다. 이 과정을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수요 전환율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DRT의 도입 기준

(DRT를 도입하기 위한 O-D 쌍의 일반화 통행시간 차이 및 수요의 최솟값)을 변화시켜 가면서도 수행하였다.

DRT의 최적 도입 기준은 B/C의 최대화와 편익의 최대화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이 중 B/C를 최대화

하는 경우에는 DRT에 의해 수송되는 승객의 수와 편익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편익을 최대화하는 경우에는 승객

의 수와 편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DRT를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B/C보다 편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더

욱 바람직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DRT 차량의 속도, 이용자의 시간가치, 단위 거리당 운영 비용 및 사회적 비용

에 대한 민감도 분석 역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차량의 속도에 대해서는 총 편익의 크기가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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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낮아질 때 더욱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DRT 차량의 잦은 정차는 속도의 저하를 유

발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가치, 운영 비용,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일반화 통행시간 및 이용자 비용을 산정할 때 차내시간과 환승만 고려하였으나, 향후 연

구에서는 차내혼잡, 대기시간, 접근시간 등의 다른 이용자 불편 요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스마트카드 데이터에는 각 이용자의 최초 출발지점 및 최종 도착지점이 아닌 승하차 정류장만 기록되어 있으므

로 스마트카드 데이터만으로는 각 이용자의 접근시간을 산출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연구에서 접근시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또는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클러스터링 및 경로 생성 알고리즘도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DRT에 대한 공인된 수단 선택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DRT

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수요 중 일정 비율이 DRT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DRT에 대한 수단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아울러 DRT에 대한 수단 선택 모형을 본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DRT 도입 기준 선정 방법론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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