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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s search methods of multiple reasonable paths to implement multimodal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of Seoul. Such a large scale multimodal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as Seoul, the 
computation time of path finding algorithm is a key and the result of path should reflect route choice 
behavior of public transportation passengers. Search method of alternative path is divided by removing path 
method and deviation path method. It analyzes previous researches based on the complexity of algorithm for 
large-scale network. 
 Applying path finding algorithm in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transfer and loop constraints must be 
included to be able to reflect real behavior. It constructs the generalized cost function based on the smart 
card data to reflect travel behavior of public transportation. To validate the availability of algorithm, 
experiments conducted with Seoul metropolitan public multimodal transportation network consisted with 22,109 
nodes and 215,859 links by using the deviation path method, suitable for large-scale network.

1. 서론

기존 대중교통 통행 관련 자료는 실측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통행패턴과 환승패턴 연구가 가정
들을 기초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복합 수단 
이용률이 높은 대중교통 통행행태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실측자료
로 활용되는 교통카드 자료는 대중교통 이용패턴, 환승형태, 통행비용 추정 분석 등 다양한 행태 분석이 가능
하다.

복합 대중교통 수단 연구에서는 복합 대중교통수단 통행패턴 분석이 필수적이며, 노선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여 경로(path) 기반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합 대중교통 수단을 대상으로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확률적으로 대안 노선 경로에 통행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대안 경로
(alternative paths)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 경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Santos(2007)의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중교통망에 적합하도록 환승제약과 루프제약을 추가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안 경로 탐색과정 중 네트워크 변화 여부에 따라 대안 경로 
알고리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복수 대안 경로 탐색 대상인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 구축 방법을 
설명하고, 알고리즘 적용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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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

대안 경로 생성기법은 K 최단경로탐색기법으로 대표될 수 있다. K 최단경로탐색기법은 경로삭제기법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경로삭제기법과 부분경로삭제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경로삭제기법은 k 번째 경
로를 탐색할 때 주로 네트워크 변형을 통해 k-1 번째 경로 전체를 삭제하는 기법으로 새로운 k 번째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부분경로삭제기법은 k 번째 경로가 k-1 번째의 부분경로를 포함하는 경로집합에서 발견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k 번째 경로를 탐색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안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변화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한다.

2.1 네트워크 변형 알고리즘

전체경로삭제기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Martins(1984)과 Azevedo(1993) 알고리즘은 k 번째 경로를 찾
기 위해 k-1 번째에 탐색한 경로를 삭제한다. 이 기법은 찾고자 하는 경로가 이전의 경로에 사용된 링크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달라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전 경로를 탐색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두 알고
리즘의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주어진 두 지점 간 최단경로탐색(Dijkstra algorithm)
단계 2: K 번째 최단경로 탐색이 완료되었으면 종료, 아니면 단계 3으로 진행
단계 3: 경로삭제 및 네트워크 재구성, 단계 1로 반복

그림 1은 기본 네트워크와 노드 1이 기점이고 노드 6이 종점인 최단경로를 나타낸다. 먼저 기점과 종점에 
각각 더미노드와 비용이 0인 더미링크를 연결하며, 더미노드는 기점으로 가는 S와 종점에서 향하는 T로 나
타낸다. S와 T간 최단경로를 이라고 하며,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의 순서로 표현하면 ={     }이다.

그림 1. 기본네트워크와 최단경로

다음 경로를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Martin 알고리즘과 Azevedo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다. k 번째 경로를   {           }, 여기서 ≥ 이라고 표현한다면 각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확장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Martin 알고리즘
단계 1: 네트워크에 { 

′  ′    
′ }를 추가한다.

단계 2: 네트워크에서 링크    을 삭제하고   ′ 을 추가한다.
단계 3: 네트워크에 { ′    ∈  ≠   }∪{ ′   

′ }, ∀ ∈{  }를 추가한다.
        여기서,  는 노드 의 유출링크 집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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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Martin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확장 과정을 수행한 뒤의 결과이다.

그림 2. Martin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확장 결과

2) Azevedo 알고리즘
단계 1: 네트워크에 { 

′  ′    
′ }를 추가한다.

단계 2: 네트워크에서 링크    을 삭제하고   
′  을 추가한다.

단계 3: 네트워크에 {  ′   ∈   ≠   }∪{  
′  ′ }, ∀ ∈{  }를 추가한다.

        여기서,  는 노드 의 유입링크 집합을 말함

그림 3은 Azevedo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확장 과정을 수행한 뒤의 결과이다.

그림 3. Azevedo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확장 결과

Martins 알고리즘은 노드 수가  일 때   의 복잡도를 갖는 루프 허용 알고리즘이며, Azevedo(1993)
는   의 복잡도를 갖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신성일(2004)은 Azevedo 알고리즘의 루프가 발생
하는 것을 교통망에 적용 가능하도록 노드 비루프와 링크 비루프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루프를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이 허용하는 알고리즘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성일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링크표지기반 알고리즘으로 링크 수가  일 때   의 복잡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교통 네트워크는 노드 수보다 링크 수가 많으므로 이론상으로 Azevedo 알고리즘보다 수행속도가 느리다. 
Yen(1971)은 부분경로삭제기법을 적용한    의 복잡도를 갖는 루프를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으며, Katoh et al.(1982)는      log  의 복잡도를 갖도록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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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트워크 고정 알고리즘

네트워크의 변화 없이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Santos(2007)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Santos의 Deviation path algorithm은 network simplex method를 기반으로 이미 
탐색된 경로들에 사용된 링크 중에서 하나 이상의 링크 대신 선택되지 않은 링크를 사용하여 경로를 탐
색한다. 그림 4는 Deviation path algorithm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Deviation path 설명

그림 4에서 deviation node는 기존 경로와 다음 경로의 차이가 발생하는 노드를 나타내며, deviation 
link는 deviation node의 유출링크를 의미한다. 최단경로 ={       }이며, 다음최단경
로의 후보 경로집합 ={      }으로 나타낸다. 그림 4에서 deviation node는 

이며, deviation link는     이다.   를 링크   의 reduced cost라고 하고 최단경로의 비용을 
 라고 하면, deviation link     을 이용한 경로의 비용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알고리즘의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목적지 노드( )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는 최단경로가지 를 생성
단계 2: 탐색된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 )의 유출링크집합 를 이용하여 경로후보집합 를 구성
단계 3: 가장 작은 reduced cost를 갖는 링크를 이용하여 에서 경로 를 탐색
단계 4: K 번째 경로 탐색이 완료되었으면 종료, 아니면 단계 5로 진행
단계 5: 에서 를 삭제
단계 6: 단계 2와 같이 로부터 탐색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에 추가하고, 단계 3으로 반복

Eppstein (1998)은 최단경로가지(shortest path tree)를 이용하여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K 
최단경로를 탐색하는      log      의 복잡도를 갖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Santos 알고
리즘은 Eppstei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수행속도를 개선하였다. 

Martin과 Azevedo 알고리즘은 전처리 과정 없이 대안 경로를 탐색하지만,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Santos의 Deviation path algorithm은 최단경로가지를 생
성하고 reduced cost를 구하는 전처리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다음 대안 경로를 찾기 
위한 후보경로집합의 수가 작으므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안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과 같이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Santos의 Deviation path algorithm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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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 대안 경로 탐색

3.1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 구성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은 마을버스와 일부 노선을 제외하더라도 노드 2만 개, 링크 20만 개 이상의 대규
모 네트워크이다. 교통카드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류장간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을 구할 수 있지만, 카드 
Tag 또는 원천자료의 오류로 말미암아 정확한 시간 추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가능 환승 범위 결정도 쉽지 않
다. 환승범위 결정을 위해 교통카드 실적 데이터에 존재하는 환승링크를 연결하면 하차역과 환승역간 환승링
크의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방대하며, 노선변경 시점마다 환승링크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
서 환승범위와 환승링크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환승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정류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환승 가능한 정
류장끼리 집합화를 수행하여 같은 집합에 속에 있는 정류장끼리 환승링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정류장 집합화 
과정은 1차적으로 각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로 노드로 집합화를 하고 교차로 노드와의 거리가 비합리
적인 정류장들은 별도로 군집화하여 링크 위에 가상의 mid-block 노드를 생성하여 집합화 한다. 그림 5는 
정류장 집합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5. 정류장 집합화 과정

3.2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에 적합하도록 환승횟수를 4회로 제한하며, 노드 비루프를 적용한다. 환승횟수
는 서울, 경기 통합 환승할인제도에서의 최대 환승가능횟수인 4회 제한을 고려하였으며, 한번 지나온 정
류장을 다시 거쳐 가는 비현실적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루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림 6은 알고리즘 순서도를 나타낸다. 초기 단계에서 목적지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최단경로가지를 구축한다. 그리고 출발 노드를 설정하고 최단경로가지를 활용하여 최단경로
를 탐색한 뒤 최단경로를 구성하는 노드의 유출링크 집합에서 reduced cost가 가장 작은 링크를 찾아 
목적지 노드까지의 deviation path를 구성한다. 탐색된 경로가 환승횟수 4회 이하이고 노드의 루프가 없
다면 k 번째 최단경로가 되며, 만약 환승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노드 루프가 발생한다면 현재 찾은 
deviation link를 제외한 나머지 유출링크 집합에서 다시 reduced cost가 가장 작은 링크를 찾는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찾고자 하는 개수의 경로를 탐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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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알고리즘 순서도

3.3 실험결과

실험을 위해 Intel(R) Core(TM) i5 CPU 760 2.80GHz, RAM 2.00GB 기종 PC를 사용하였다. 실험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전처리 과정인 최단경로가지 생성 단계이다. 최단경로가지는 선형계
획법(Linear Programming)으로 모형화하고, 최적화 프로그램인 ILOG사의 CPLEX 11.0을 사용하여 생
성하였다. 특정 목적지 노드를 기준으로 하나의 최단경로가지를 생성하는 데에는 2.84초가 소요되었다. 
최단경로가지를 이용하여 하나의 출발지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대안 경로 4개를 찾는 데에는 
× 초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최단경로가지를 생성하는 전처리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정류장 2만 
개에 대한 모든 정류장간 대안 경로 4개를 찾는 데에는 2시간가량이 소요되고 모든 정류장간 최단경로
가지를 생성하고 대안 경로 4개를 찾기 위해서는 약 17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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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을 고려한 대안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고찰하였다. 수도권 복합 대
중교통망에서 복수 대안 경로 탐색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첫째,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해 효율적인 수행속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변형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복잡
도가 작은 Santos 알고리즘이 적합할 수 있다. 둘째, 정류장을 대표하는 노드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경
로 탐색 알고리즘 대부분 노드 루프를 허용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환승통
행의 현실행태를 반영해야 한다. 대중교통 노선선택 시 환승횟수는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통행시간이 빠른 경로라 할지라도 환승횟수가 많은 경로는 통행자가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환승
횟수의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알고리즘 고찰 결과 Santos 알고리즘에 노드 비루프와 
환승제약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수도권 복합 대중교통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
나의 목적지 노드만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므로 추후 전체 네트워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
권 복합 대중교통 네트워크에서 현실적 환승 시간을 보완하여, 본 논문에서 고찰한 모든 알고리즘의 비
교실험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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