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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ptimization model for revising train timetable based on an existing timetable to 

improve transfer time at each station. The transfer time consists of walking and waiting time. The model is 

formulated as a mixed integer programming. The objective function is to minimize the transfer time from one 

train to another train at each station. To reflect real situations, range of revising departure time is considered 

as major condition in the model.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rudimentary computational results 

are included,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in terms of transfer time.

1. 서론

버스와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은 국내 교통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중교

통수단 분담률은 수도권 전체 교통량 대비 54.3%에 달하고 있다 [1]. 수도권에서는 매일 평균 1,357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 중 409만 명이 환승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교통 

전체 통행자 대비 환승비율 : 약 30%, [2]).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 (GTX, 경전철, 바이모달트램 등)의 도입계

획과 함께 환승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환승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3,4,5,7].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버스-지하철 환승 평균 소요시간은 4.5분, 지하철-지하철 환승 

평균 소요시간은 4.7분, 지하철-버스 환승 평균 소요시간 7.4분, 버스-버스 환승 평균 소요시간 8분으로 조사되

었다 [2].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 중 환승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과 승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각 서비스 노선간의 환승을 고려한 시각표 수립이 필요하다.

환승을 고려한 시각표 수립에 관한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대기시간 최소화 및 대중교통망 최적화를 

위한 모형과 알고리즘 개발이 주로 수행되었다. Constantin et al. (1995)은 승객의 통행행태를 고려한 개별 경

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경로선택, 배차간격 등을 

제약조건으로 반영하여 현실 대중교통망을 대상으로 각 노선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투입횟수를 결정하였다. 

Zhao and Zeng (2008)은 노선 네트워크 디자인, 차량 배차간격과 스케줄 생성을 포함한 대중교통망을 최적화

하기 위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환승정거장에서 대기시간과 환승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환승비용을 최소화하였다. Cevallos and Zhao (2006)는 서로 다른 노선 간의 원활한 환승을 

위해 기존 스케줄을 조정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전 알고리즘은 BCT (Broward County 

Transit)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결과 총 환승시간을 13.1% 감소시켰다. Yousef and Alireza (2010)는 환승역에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혼합정수계획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을 이란 마슈하드 대중교통망에 적용하여 

총 대기시간을 약 14%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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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열차시각표 기반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을 제안하고,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

해 현실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환승시간 관점에서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환승시간의 정의와 열차시각표 조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기존 시각표와 

조정 시각표의 비교를 통해 환승시간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환승시간 정의와 열차시각표 조정

대중교통망에서 환승은 단일 환승과 복합 환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환승은 동일한 교통수단에 대한 

환승을 의미하며 복합 환승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수단에서 이루어지는 환승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 도시철도망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 노선간의 단일 환승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환승시간을 정의하기 위해 열차 1에서 열차 2로 환승하는 승객이 있다고 가정하자. 열차 1에서 하차한 승

객은 열차 2의 탑승을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 후 열차 2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한 후 열차 2가 도착하면 탑승

하게 되고, 계획된 시각표에 따라 열차 2는 출발하게 된다. 즉, 각 역에서 환승시간은 하차할 열차(이하 하차

열차)의 도착시각으로부터 탑승할 열차(이하 환승열차)의 출발시각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Figure 1은 환승

시간의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환승역 에 도착한 열차 의 도착시각을   , 출발시각을  , 환승역 

에 도착한 열차 에서 다른 노선의 열차 의 승강장까지 최소 이동시간을 라 가정하면, 환승역 에서 서

로 다른 서비스 노선을 갖는 열차 와 의 환승시간 는 다음과 같이 식 (1)로 정의한다.

              ≥   

  
      (1)

열차1

환승시간(노선1�노선2)

도착
시각

k역-노선1

k역-노선2

출발
시각

환승시간(노선2�노선1)

열차3

열차2

Figure 1. 환승시간의 정의

Table 1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노선에 대한 열차시각표 일부를 나타낸 예제이다. 환승역 D에서 노선 1 열차 

1001에서 노선 2로 환승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역에서 노선 1에서 노선 2로 최소이동시간은 1분이라 

가정하면, 노선 2의 D역에서는 열차 2002와 열차 2004가 정차하며, 두 열차 모두 열차 1001의 도착시각보다 

출발시각이 1분이 늦으므로, 두 열차 모두 환승 가능열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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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노선별 열차시각표 예제

노선 1

정차역
열차번호: 1001 열차번호: 1003

도착시각 출발시각 도착시각 출발시각

A 09:15:00 09:15:30 09:20:00 09:20:30

B 09:17:00 09:17:30 09:22:00 09:22:30

C 09:20:00 09:20:30 09:25:00 09:25:30

D 09:22:00 09:22:30 09:27:00 09:27:30

E 09:25:00 09:25:30 09:30:00 09:30:30

노선 2

정차역
열차번호: 2002 열차번호: 2004

도착시각 출발시각 도착시각 출발시각

D 09:25:00 09:25:30 09:29:00 09:29:30

F 09:28:00 09:28:30 09:32:00 09:32:30

H 09:31:00 09:31:30 09:35:00 09:35:30

J 09:34:00 09:34:30 09:38:00 09:38:30

L 09:36:00 09:36:30 09:40:00 09:40:30

식 (1)의 정의에 따라 환승열차의 출발시각과 하차열차의 도착시각간 차이는 각각 3분30초와 7분30초가 되

며, 환승시간이 최소가 되는 열차는 노선 2 열차 2002가 된다. 따라서 D역에서 노선 1 열차 1001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노선 2 열차 2002로 환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승시간은 3분 30초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노선간 환승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열차시각표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역에 

도착하는 노선 2 열차 2002의 도착시간을 09:24:00분으로 조정한다면, 환승시간은 3분30초에서 2분30초로 줄

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시각표 조정은 환승시간의 변경뿐만 아니라 환승열차도 달라질 수 있다. 시각표 

조정에 의한 환승열차의 변경은 오히려 환승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환승역과 열차에 대해서 동

시에 고려해야 한다. Figure 2는 열차시각표 변경 전과 변경 후 환승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

환승시간 (노선1�노선2) : 3분30초

09:22:00
D역-노선1

D역-노선2

열차 2

09:22:30

09:25:00 09:25:30

환승시간 (노선1�노선2) : 2분30초
�환승시간 1분 감소

09:22:00
D역-노선1

D역-노선2

열차 2

09:22:30

09:24:00 09:24:30

노선2의시각표를

1분조정

기존

조정

Figure 2. 시각표 조정에 따른 환승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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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승시간 최적화 모형

3.1. 가정사항 

환승시간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가정한다. 첫

째, 기존 열차시각표에서 각 노선 열차간 시간간격은 확정적이다. 이 가정은 열차별 시각표 조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노선별 모든 열차는 일괄적으로 시간이 조정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호선 모든 열차시각표를 5

분 지연한다.” 또는 “2호선 전체 열차시각표를 3분 앞당긴다.”만이 유효하다. 둘째, 열차수요는 고려하지 않는

다. 이 가정은 모든 역에서 노선간 환승시간에 대한 시간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환승을 위한 역별 노선간 (도보) 이동시간은 알려져 있으며 확정적이다. 넷째, 환승열차는 환승가능열차 중 가

장 이른 시각에 도착하는 열차가 대상이 된다. 즉, 혼잡이나 특수한 상황에 의한 환승열차 선택은 고려하지 

않는다.

3.2. 집합 (Set)

 열차 집합, ∈,  (단,  : 가상 열차)

 환승역 집합, ∈

 노선 집합, ∈

 환승역 에 정차하는 열차 집합

3.3. 파라미터 (Parameter)

  열차 가 환승역 에 도착시각

 열차 가 환승역 에서 출발시각

 열차 가 환승역 에서 정차시간

  열차 가 환승역 에서 환승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벌과 시간

 환승역 에서 열차 에서 열차 로 이동시간(단, 열차 와 는 서로 다른 노선)




조상출발의 조정범위




조하출발의 조정범위

 서비스 노선

 열차 가 운행되는 서비스 노선

3.4. 결정변수 (Decision Variable)

 열차 가 환승역 에 조정된 도착시각

 열차 가 환승역 에서 조정된 출발시각

 = 1, 환승역 에서 열차 에서 열차 로 환승이 발생하면

= 0, 그렇지 않으면

 환승역 에서 열차 에서 열차 로 환승 시간




노선 의 조하운전 조정시간




노선 의 조상운전 조정시간

1725



3.5. 혼합정수계획모형 (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

Minimize        
∈


∈




∈


  ≠  

  
∈


∈



 




                                        (2)

subject to

   
   

     ∀∈ ∈      (3)

       ∀∈ ∈      (4)

      ≥  ∀∈  ∈ ≠       (5)

        ≤  ∀∈  ∈ ≠       (6)

           
∈


  ≠  

  

           ∀∈ ∈      (7)

        

∈            ∀∈               (8)

        

∈               ∀∈                    (9)

         ≥                    ∀∈ ∈             (10)

         ≥                    ∀∈ ∈             (11)

        ∈               ∀∈ ∈             (12)  

목적함수 (2)는 환승역 에 정차하는 열차 에서 열차 로의 환승시간과 열차 에서 환승이 불가능한 경

우에 대한 벌과(penalty) 시간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승이 불가능한 경우는 하차열차의 도착시

각과 이동시간의 합이 모든 환승 가능한 열차들의 출발시각보다 클 때 발생할 수 있다. 환승이 불가능한 경

우 가상의 열차로 환승하도록 가상환승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이 때 비용은 big-M을 적용함으로써 가급적 가

상환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을 구성하였다. 제약식 (3)과 (4)는 기존 시각표를 조정하여 환승역 에서 열차 

의 도착시각과 출발시각을 결정하는 제약을 의미한다. 제약식 (5)는 환승역 에서 열차 에서 다른 노선 열차 

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환승시간인 도보시간보다 작지 않아야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약식 (6)은 환승역 의 열차 에서 다른 노선 열차 로 최소 환승시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식 (7)은 

환승역 의 열차 에서 다른 노선에서 운행되는 열차 로 환승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식 (8)과 

(9)는 기존 시각표의 조정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식 (10)-(12)는 결정변수의 비

음조건 및 이진변수 제약을 의미한다.

4. 실험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환승시간 최적화 모형을 현실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3개 환승역(을지로3가, 을지로4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이 역을 통과하는 4개 노선(2, 3, 4, 5호선)을 

선택하였다. 해당역의 노선별 열차시각표는 출퇴근 시간대인 7시에서 8시 사이에 운행되는 열차 상하행 각각 

5대를 실험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조상운전 및 조하운전 조정 가능 범위(


,


)는 모두 5분으로 가정하였다. 

역별 각 노선간 이동시간()과 기존 시각표의 노선별 배차정보는 Table 2와 같다. Figure 3은 본 논문의 실

험대상 노선을 나타낸다. 최적화 모형 구성은 Visual Studio 2008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하였으며, Intel(R) 

Core(TM)2 Quad, CPU Q8400 2.66GHz 기종 PC을 사용하였다. 구성된 모형은 ILOG CPLEX 11.2를 이용하여 

수행시간 및 해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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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실험대상 노선

Table 2. 역별 노선간 이동시간 및 노선별 배차간격

환 승 역 환 승 이동시간* 노선 최소배차간격 최대배차간격 평균배차간격

을지로3가
2호선 

↔ 3호선
3 분

2호선-외선 3 분 6 분 4.5 분

2호선-내선 3 분 5 분 4.25 분

3호선-상행 5 분 6 분 5.25 분

3호선-하행 4.5 분 6 분 5.375 분

을지로4가
2호선 

↔ 5호선
2 분

5호선-상행 5 분 5 분 5 분

5호선-하행 5 분 5 분 5 분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2호선 

↔ 4호선
2 분

4호선-상행 4 분 5 분 4.75 분

2호선 

↔ 5호선
5 분

4호선-하행 3 분 3 분 3 분4호선

↔ 5호선
3 분

                                                                                             *출처 : http://map.daum.net

환승시간을 중심으로 정리한 실험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을지로3가의 경우 최대/최소 환승시간은 1분씩 감

소하였으며, 평균 환승시간은 45초 감소하였다. 을지로4가의 경우 최대 환승시간은 기존과 동일했으며, 최소 

환승시간과 평균 환승시간은 각각 20초와 1초 감소하였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2호선과 4호선 간에는 최

대 환승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최소 환승시간은 2분 증가하였고 평균 환승시간은 6초 감소하였다. 2호선

과 5호선 간에는 최대/최소 환승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평균 환승시간만 2초 감소하였다. 4호선과 5호선의 

경우에는 최대/최소 환승시간이 20초씩 증가하였으며, 평균 환승시간도 12초 증가하였다.

Table 3. 실험결과 - 환승시간 비교

구 분
최대 환승시간

(mm:ss)

최소 환승시간

(mm:ss)

평균 환승시간

(mm:ss)

을지로3가 2호선↔3호선

기존 17:00 07:00 09:01 

조정 16:00 06:00 08:16

기존╶ 조정 01:00 01:00 00:45

을지로4가 2호선↔5호선

기존 13:40 04:40 07:21

조정 13:40 04:20 07:20

기존╶ 조정 00:00 00:20 00:01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2호선↔4호선

기존 05:00 14:00 10:17

조정 05:00 16:00 10:11

기존╶ 조정 00:00 - 02:00 00:06

2호선↔5호선

기존 10:20 20:00 12:53

조정 10:20 20:00 12:51

기존╶ 조정 00:00 00:00 00:02

4호선↔5호선

기존 06:20 15:20 10:43

조정 06:40 15:40 10:55

기존╶ 조정 - 00:20 - 00:20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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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을지로3가의 경우에 대한 열차별 기존 열차시각표와 조정된 열차시각표를 나타낸다. 기존 

열차간 배차간격은 최대 6분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실험결과에 의해 열차시각표는 최대 2분30초까지 

조정되고 있다. 

Table 4. 기존 열차시각표와 조정 열차시각표 (을지로3가역)

2호선

상행

기존

열차번호 1 2 3 4 5

도착시각 7:02:00 7:08:00 7:12:30 7:15:30 7:20:00

출발시각 7:02:30 7:08:30 7:13:00 7:16:00 7:20:30

조정
도착시각 6:59:30 7:05:30 7:10:00 7:13:00 7:17:30

출발시각 7:00:00 7:06:00 7:10:30 7:13:30 7:18:00

증감(기존 - 조정) - 0:02:30 - 0:02:30 - 0:02:30 - 0:02:30 - 0:02:30

하행

기존

열차번호 6 7 8 9 10

도착시각 7:05:30 7:08:30 7:13:30 7:17:30 7:22:30

출발시각 7:06:00 7:09:00 7:14:00 7:18:00 7:23:00

조정
도착시각 7:03:30 7:06:30 7:11:30 7:15:30 7:20:30

출발시각 7:04:00 7:07:00 7:12:00 7:16:00 7:21:00

증감(기존 - 조정)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3호선

상행

기존

열차번호 11 12 13 14 15

도착시각 7:02:00 7:07:00 7:13:00 7:18:00 7:23:00

출발시각 7:02:30 7:07:30 7:13:30 7:18:30 7:23:30

조정
도착시각 7:02:00 7:07:00 7:13:00 7:18:00 7:23:00

출발시각 7:02:30 7:07:30 7:13:30 7:18:30 7:23:30

증감(기존 - 조정)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하행

기존

열차번호 16 17 18 19 20

도착시각 7:00:00 7:05:30 7:11:30 7:17:00 7:21:30

출발시각 7:00:30 7:06:00 7:12:00 7:17:30 7:22:00

조정
도착시각 7:01:30 7:07:00 7:13:00 7:18:30 7:23:00

출발시각 7:02:00 7:07:30 7:13:30 7:19:00 7:23:30

증감(기존 - 조정) 0:01:30 0:01:30 0:01:30 0:01:30 0:01:30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을 제안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기반 열차시각표를 대상으로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기존 열차시각표로부터 각 환승역에서 노선간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도

록 조정된 열차시각표를 제공한다. 실제 운행되고 있는 열차시각표의 일부를 대상(총 3개역, 40개 열차)으로 

실험한 결과 대부분의 역에서 환승시간이 감소된 조정 열차시각표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최적화 모형

은 열차시각표 작성시 연계-환승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계-환승을 고려한 

통합 열차시각표에 의해 운행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교통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 모형은 향후 수도권 도시철도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환승역은 총 74개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선별로 1일 300편 이상의 상하행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반면, 본 논문에서는 이 중 3개역에서 운행되는 40개 열차를 선별하여 최적화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

안한 모형에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모든 환승역 및 열차시각표를 적용할 경우, 문제의 크기로 인해 현실적인 

시간내에 해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시간 내

에 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적화 모형을 개선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제안한 모형의 

현실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 환승수요를 반영한 환승시간의 재정립과 현실 데이터에 기반한 (도보)이동시

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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