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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망 녹색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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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많은 교통량은 대기오염을 야기시키고 교통망의 혼잡도 역시 증가시킨다. 대책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지만 양적 증가에만 집중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이용 승객들의 행태를 분석 보다 수요에 탄력적인 교통망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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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천식, 

비염 등 성인의 기관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등 환경오염 외에도 인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1] 

• 서울시 교통정책은 개인 자가용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추진되었고, 그 결과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 힘을 쏟은 결과 현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현황은 효율이 낮아 승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 따라서 승객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서울시 운영 현황 
• 평일과 주말의 배차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하루 중 

수요가 증가하는 통근시간 등에는 배차를 늘리는 등 
수요를 반영하여 배차간격을 설정한다. 

• 하지만 이때 설정된 배차간격은 사용자의 실제 사용 
내역 보다는 과거 경험에 기반하여 설정하는 
실정이다. 

• 따라서 특정 지역의 혼잡도가 달라서 수요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이를 배차 간격에 반영하기 까지는 오
랜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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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별로 승객 수는 크게 변화하지만 버스 
통행량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모델 구축 
• 어떤 노선의 일정한 시간대에 한대의 버스가 추가 배차된다면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 승객의 입장에서는 소요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용이 

발생한다.[2]  

• 따라서 승객비용과 버스 운영비용을 모두 고려한 총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배차 간격이 적절한 배차간격이다. 

 (𝑇𝑤𝑖 +

𝑖

𝑇𝑟𝑖) 

=  𝜏× 𝑓
𝑖
× 𝑡𝑤𝑖,𝑗 +

𝑗𝑖

𝑤𝑖,𝑗→𝑗+1 × 𝑡
𝑟
𝑖,𝑗→𝑗+1 × 𝑣𝑖,𝑗→𝑗+1 

Bus Cost = Fixed Cost + Operation Cost  
Total cost = Customer Time Cost + Bus Cost  

= (𝑇𝑤𝑖 +

𝑖

𝑇𝑟𝑖) × 5,325원 ℎ +운행거리 × 309원 대𝑘𝑚 

+ 1311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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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및 결론 

• 최적의 배차간격 일 때 승객비용과 운영비용을 모두 고
려한 총 비용이 최소값을 가진다. 

• 4시-6시 시간대와 20시-22시 시간대의 버스 통행량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크게 감소할 수 있다. 

• 현재 버스 통행량은 최대 수요를 가지는 시간대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가 줄어드는 저녁 
시간대에는 필요한 버스 수 보다 많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 따라서 보다 즉각적인 수요 반영을 통한 유연한 통행량 
조절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통해 버스 통행량을 대폭 줄
일 수 있고 온실가스의 감축과 교통망의 혼잡도를 감소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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