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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시버스체계의 시간거리 접근성을 산출하고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

이터인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버스 이용객의 시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버스 교통망의 시간거리 접

근성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버스체계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 승객들이 출발지에서 승차하여 같은 

버스로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버스노선으로 환승하여 목적지 까지 도착하는 통행을 나타낼 수 있는 

버스 교통망 그래프를 구성하고,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승객이 이동하는 시간을 추출해 내어 평균 

이동시간을 버스 교통망 그래프의 각 연결선의 가중치로 설정한다. 수정된 Floyd APSP algorithm을 이용하여 얻어진 

각 결절점들 사이의 최단경로 이동시간을 바탕으로 각 버스정류장의 접근성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분

석 결과를 정리하고 공간분포를 시각화하여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많은 버스노선과 버스정류장들로 구성되

고 환승 등 다양한 통행행태가 내포되어 있는 복잡성 때문에 접근성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서울 버스 교통망의 시간

거리 접근성을 산출하려는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주요어 :  서울시 버스체계, 시간거리 접근성, 빅 데이터,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최단경로 이동시간, 버스접

근성 공간구조

Abstract :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time-distance accessibility on the 
Seoul bus system based on the T-card transaction databases and analyzes the results. T-card transaction 
databases contain the time/space information of each passenger’s locations and times of the departure, 
transfers, and destination. We introduce the bus network graph and develop the algorithms for time-dis-
tance accessibility measurement. We account the average speed based on each passenger’s get-in and get-
off information in the T-card data as well as the average transfer time from the trip chain transactions. 
Employing the modified Floyd APSP algorithm, the shortest time distance between each pair of bus stops 
has been accounted. The graph-theoretic nodal accessibility has been given by the sum of the inverse time 
distance to all other nodes on the network. The results and spatial patterns are analyzed.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measure the time-distance accessibility for such a large transport network as the Seoul bus 



박종수·이금숙540

1. 서론

버스와 지하철로 구성된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는 서울시 총 통행량의 2/3를 담당하며 서울시민

의 일상 통행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2014년 한 해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 수가 40억명에 이

르고,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1,100여만명

에 이른다.’라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보도자료

(서울시, 2015)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

히 서울시 버스시스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평균 승객 수의 52.0%를 차지하는 주요 교통수단

이며(서울시, 2015), 지하에 고정 선로를 따라 설

치된 9개의 노선 상에 500여개의 지하철역에서만 

연결되는 지하철체계와 달리 지상에서 도로망을 

따라 600개의 버스노선과 35,000개 정도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촘촘히 위치하여 서울시민의 생활

에 좀 더 밀착되어 있는 대중교통체계이다. 따라

서 서울시 버스체계로 제공되는 이동성과 접근성

은 서울 시민의 통행행태는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

과 관련된 시설들의 방문 대상지역 선택에 긴밀하

게 작용할 것이다.

도시의 통행흐름과 토지이용패턴 및 공간구조

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도시교통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교통망 

구조와 그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의 접근

성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Hansen, 1959). 그러나 접근성의 개념과 정

의는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

어 왔다. 이제까지 소개되는 접근성 측정은 크게 

교통망을 기반으로 이동성의 측면에서 접근의 용

이성과 활동을 기반으로 특정시설이나 활동에의 

접근 기회 잠재력을 측정하는 거시적 접근과 효용

가치 기반으로 특정그룹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편

익을 측정하는 미시적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Horner, 2008). 특히, 공간적으로 극복해야하는 

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성의 개념은 지대이론

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활동 및 시설들의 입지 

선택에 작용하게 되므로 지리학을 비롯한 공간연

구 분야에서 일찍부터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시간은 어떤 재화 보다 중요하게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상

당한 거리를 두고 분산 되어 입지하고 있는 집과 

일터 및 다양한 활동들을 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은 거리를 극복하는 비용 이상으로 현대의 도시인

들의 이동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동성 측정의 대상이 되는 거리의 경우 시간거리

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이동성과 접근가능성은 오

늘날 도시의 공간 구조 및 통행행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체증 등

으로 구간에 따라 실제거리와 달리 통행시간이 많

이 소요되는 대도시의 경우 시간거리 접근성은 도

시의 토지이용과 통행행태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인식되어 지리학과 교통 및 도시계

획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스마

트매체들이 도시공간과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접

system consists of 34,934 bus stops on the 600 bus routes, and each bus route can have different proper-
ties in terms of speed limit, number of lanes, and traffic signal systems, and thus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accessibility measurement studies. 

Key Words :  Seoul bus system, time-distance accessibility, Big data, T-card transaction databases, shortest 
paths time distance, spatial structure of bus accessibil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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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면서 다양한 시공간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들

이 생성되어 축적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과

거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각 승객의 이동 경로 및 

통행 시간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좀 더 적절하

고 일반화 할 수 있는 접근성의 개념과 측정방법

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giani et al, 2011).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은 2004년 7월부터 대중교

통체계에 스마트카드체계가 전격 도입되면서 대

중교통이용자의 통행기록을 담은 빅데이터가 매

일 매일 생성되어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어 있다. 앞서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

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수도권 교통카

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하철 이용자의 실제통행

시간을 산출하여 수도권 지하철망의 시간거리 접

근성을 산출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다(이금숙 외, 

2014). 그러나 서울시 버스교통체계는 버스노선

이 600개 정도이며 버스정류장도 35,000여 개로 

구성되는 매우 큰 교통망이고 환승 등 다양한 통

행행태가 내포되어 있는 복잡성 때문에 기존의 분

석기법으로는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이 여의치 않

다. 따라서 서울시 버스교통망으로 주어지는 시

간거리 접근성은 아직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궤적의 시공

간 정보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베

이스를 기반으로 지점 간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시간거리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를 근간으로 서울 버스교통망으로 주어지는 시간

거리 접근성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서울시의 버스체계와 빅데이

터인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울 버스교통망의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많은 버스노선과 정류장 

및 환승 등으로 매우 복잡한 서울 버스체계의 시

간거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

과 버스정류장들을 간선들과 노드들로 변환된 그

래프를 구성하고, 승객이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

로 승차하고 하차하는 버스정류장 사이의 최단경

로 시간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서울 버스교통

망의 시간거리 접근성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공간

적 양상을 파악한다. 

2. 서울시 버스체계와 교통카드 데이터

1) 서울시 버스체계

서울시 버스체계는 2004년 7월 1일 시행한 대중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노선 체계 개편, IT 기

술의 접목, 통합환승할인제, 차량·정류장·전용

차로 등 인프라의 확충 등으로 시내버스 체계가 

개편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특히 스마트카드 

IT기술이 접목되면서 승객의 탑승과 환승에 대한 

위치와 시간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정보 등이 교통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기록되

어 이를 바탕으로 운행실적을 파악하고, 버스운행

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대중교통체계 개편 10년차를 맞아 서울시

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004년 1,944건에서 2014년 

878건으로 55% 감소하였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

민들에게 총 2조 9,948억원의 환승할인이 제공되

어 시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서울시 버스체계의 성과와 장점은 부

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국내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대중교통의 롤모델

로 벤치마킹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버스체계는 버스운영을 민간의 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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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는 민영제와 버스회사를 지자체 또는 산하 공

기업에서 경영하는 공영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경

영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버

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은 공동 관리하고, 매년 버스

정책시민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총 비용 대비 총 수입의 부족분을 서

울시 예산으로 보전한다. 

서울시 버스노선은 운행특성에 따라 5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2015년 8월말 

기준 서울 버스체계의 운영현황은 200개 남짓의 

버스회사(시내버스 운행하는 66개 회사와 마을버

스를 운행하는 131개 회사)가 9,000대 정도(시내

버스 7,485개, 마을버스 1,494개)의 버스를 가지

고 600개 정도(시내버스 355개, 마을버스 2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마을버스는 시내

버스와 달리 현재까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육성

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기피하는 대중교통 소외지

역에 거주하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을 위해 적자회

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하

고 있으며, BMS(Bus Management System)를 활용

한 배차정시성 확보, 차량 내부 시설 및 종사자 처

우 개선, 그리고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

브 제공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교통

카드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가 저장된다.

2) 교통카드 테이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교통 카드를 사

용하는 승객의 통행정보는 교통카드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된다. 한 승객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하여 이동을 하면, 승차와 하차 시에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게 한다. 이와 같이 한 승

객이 승차 시에 교통카드의 확인과 하차 시에 교

통카드의 확인으로 통행에 대한 시공간 정보가 교

통카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다음 그림1은 

각 통행자의 출발지점에서 최종 도착지점까지의 

연쇄적인 통행기록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을 나타

표 1. 서울시 버스체계

목적 특성 노선수 운행대수 업체수

간선버스(Blue)
시외곽·도심·부도심 등 

지역간연계
신속성, 정시성 확보 122 3,471 55

지선버스(Green)
간선버스·지하철과의 

연계환승

지역내 통행수요 처리, 

접근성 확보
212 3,234 59

순환버스(Yellow) 도심·부도심내 지선노선
도심·부도심내에서 

업무·쇼핑통행 담당
4 13 3

광역버스(Red) 수도권과 도심을 연계
시계유출입 승용차 

이용수요 흡수
11 227 6

마을버스(Green) 지선버스의 보조역할 수행
지역에서 가까운 정류소, 

지하철 연계
238 1,488 131

심야버스 심야 시간 통행수요 심야 시간 통행수요 흡수 8 47 13

자료: 서울 시내버스 운행체계(15년 8월 말 기준) https://traffic.seoul.go.kr/archives/1706

  그림 1. 교통카드 트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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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승객의 통

행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요금이 책

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는 지하철

과 각종 버스의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

금체계는 무료환승(통합거리 비례제)로 10km까

지는 기본요금만으로 환승이 무료이며, 10km 초

과시 매 5km마다 100원이 가산된다. 5개 수단(지

선, 간선, 순환, 마을, 광역버스)까지 환승 가능하

며 광역(좌석) 통합요금제는 환승하여 이용한 총 

거리가 30km 이내의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환승무료) 환승하여 이용한 총 거리가 30km 초과

의 경우, 5km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가산하고 있

다. 교통카드 사용시 (승차 및 하차 접촉 시)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환승 유효 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21시~익일 07시까지는 60분 이내 탑

승)하며, 4회 까지 환승 할인이 가능하므로 원리적

으로는 5개 수단 탑승 가능하다. 

표 2는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교통

카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승객에 대한 정보

표 2. 교통카드데이터 구조

Column ID Form Digit

PCARD_NO numeric 10
RIDE_DTIME char 14
RIDE_STA_ID char 7

TRANS_ID char 3
TRAF_FREQ numeric 3

TRANSP_METHOD_CD char 3
BUS_ROUTE_ID char 8

VEHC_ID char 9
RUN_DEPART_DTIME char 14

PCARD_USER_CLASS_CD char 2
RIDE_TRANSP_BIZR_ID char 9

ALIGHT_STA_ID char 7
ALIGHT_DTIME char 14

PASGR_NUM numeric 3
RIDE_AMT numeric 10

RIDE_PENAL_AMT numeric 10
ALIGHT_AMT numeric 10

ALIGHT_PENAL_AMT numeric 10
STAND_DT char 8

표 3. 서울 시내 버스노선과 정류장 데이터 

조합
구분

버스노선
ID

교통
수단명

노선명
노선
번호

정류장
ID 정류장명

정류
장구
분

정
류
장
수

정류
장순
서

정류장
X좌표

정류장
Y좌표

진
입
각
도

정류장
누적
거리

정류
장간
차이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8501292 청암자이
아파트

0 42 1 12656.82 3732.072 272 0 0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8000312
청암동

강변삼성
아파트

0 42 2 12656.97 3732.036 145 507 507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72983 청심
경로당

0 42 3 12657.04 3732.033 26 694 187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72984 원효2동
주민센터

0 42 4 12657.09 3732.067 70 808 114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72985 신천동 0 42 5 12657.22 3732.119 77 1031 223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72986 신창동세
방아파트

0 42 6 12657.3 3732.143 62 1159 128

시내 11110897 지선버스
(120)

0017번(산천
동~이촌동)

17 72987 남이장군
사당

0 42 7 12657.47 3732.197 79 1432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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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드번호로 일련번호를 사용

하고 있다. 표 3은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버스

노선과 버스정류장에 관한 데이터의 일부이다. 이 

데이터에는 버스노선과 노선 상의 버스정류장에 

관한 15개 속성들(attributes)을 가지고 있다. 버스

노선의 속성들의 값은 뒤에서 서울 버스교통망 시

간거리 접근성 산출과정의 단계 1과 4에서 사용되

고, 단계 4의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을 그래프로 변

환시킬 때 그 기본 요소인 노드와 간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이다. 계산에 사용된 버스노선 

데이터는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600개 버스노

선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2는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카드 트랜잭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

다. 그림 2에서 첫 번째 트랜잭션은 한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23 속성들(attributes)의 이름을 나타내

고 있고, 나머지 트랜잭션들은 실제 트랜잭션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예제에서 나타난 트랜잭션들

은 일련번호인 카드번호 3900번의 승객이 3 번을 

환승하면서 4 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카드번호(pcard_no)
가 같고 트랜잭션ID(trans_id)가 같으면서 환승번

호(traf_freq)가 0, 1, 2, 3으로 나열된 4개의 트랜

잭션들의 통행은 뒤의 그림 6에서 설명할 하나의 

트립 체인(trip chain) 데이터로 요약될 수 있다. 계

산에 사용된 교통카드 트랜잭션들의 개수는 하루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로 약 1,630만개 트랜잭션

들로 이루어져 있다.

3. 서울 버스교통망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 과정

1) 접근성 산출 모형

주어진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결절점들의 접근

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접근도를 

정확히 산출하면 특정 지점의 토지가 지니는 상

대적인 가치는 물론 그에 합당한 토지이용 및 입

지계획 등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다(이금숙 외, 

2010). 그러므로 이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성 측정을 위한 노력은 Hansen(1959) 이후 

Ingram(1971) Weibull(1976) 등을 비롯하여 교통

과 입지 및 토지이용과 지역의 공간구조를 계획하

고 분석하려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

고 있다(Regianni, 2011).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축적된 자료를 접목시킨 접

근성 산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andy 
and Niemeier, 1997; Reggiani, 1998; Lee and 

"pcard_no","run_depart_dtime","trans_id","transp_method_cd","traf_freq","bus_route_id","ride_transp_bizr_id","vehc_
id","pcard_user_class_cd","fare_user_class_cd1","fare_user_class_cd2","fare_user_class_cd3","ride_dtime","ride_sta_
id","alight_dtime","alight_sta_id","pasgr_num1","pasgr_num2","pasgr_num3","ride_amt","alight_amt","use_dist","use_
seconds"

3900,"20130304110747","011","105",0,"11110729","111517570","111756225","01","01","","","20130304152615"," 9008327","20
130304152725","9011760",1,0,0,"","",886,70

3900,"20130304133625","011","120",1,"11110175","111000700","111749129","01","01","","","20130304153853","0071187","20
130304154841","0072185",1,0,0,"","",2671,588

3900,"20130304160026","011","115",2,"11110945","111009030","111749141","01","01","","","20130304160550","0072130","20
130304160616","0072130",1,0,0,"","",0,26

3900,"20130304152847","011","120",3,"41110027","111000700","111752874","01","01","","","20130304161218","0011690","20
130304162849","0013778",1,0,0,"","",3189,991

그림 2. 교통카드 트랜잭션들의 구성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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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1998; Handy and Niemeier, 1997; Van Wee 
et al. 2001; Geurs and van Wee, 2004; Giuliano, 
2004;: 이금숙, 1996; Lee and Lee, 1998; 이금숙, 

1998: 이금숙, 1998; Becker et al,, 2008; Kwan 
and Weber, 2008; Geurs et al., 2012; Páez et al., 

2012; Lee et al., 2012; Martinez and Viegas, 2013; 
이금숙 외, 2014; Thomas and Nagel, 2014).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의 개념을 연결되는 장소

의 속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교통망으로의 이

동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순수하게 교통망 상의 결

절점들이 주어진 교통망을 통하여 주변의 다른 지

점들로부터(혹은 다른 지점으로)도달하기 쉬운 정

도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소비

되는 시간거리로 측정한다. 특히 서울 버스체계

는 교통망의 확충이나 노선조정 등으로 교통망의 

구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고정성 교통

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이금숙 외

(2014)의 접근성 산출모형에서 적용한 다음 (식 1)
을 적용한다. 

Ai=B
n
∑

j(i≠j)
cij

-1 (식 1)

이 공식에서 Ai는 노드(버스정류장) i에서 접근

도를 나타내고, B는 크기를 조정하는 상수다. cij는 

노드 i에서 노드 j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비

용으로 계산한 최단 비용 거리를 나타내며 본 논

문에서는 최단 시간거리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시

간거리를 적용한다. 즉, 노드 i의 접근도는 노드 i
에서 다른 모든 노드들까지 최단 시간거리의 역

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그러므로 접근

성이 좋을수록 노드 i의 접근도인 Ai의 값은 크다. 

노드 i로 갈 수 없는 노드 j가 있다면 두 노드들 사

이의 최단 시간거리는 무한대(∞)가 되고 그 역수

는 1/∞=0이 되어서 접근도 계산에서 그 노드 j까
지 접근성은 없게 된다. 새로운 노선이 생기거나 

기존 노선의 조정으로 한 노드에서 새로운 노드나 

기존의 노드에 도달하는 최단 비용 거리가 줄어들

게 되면 접근도 계산에서 그 역수의 값은 커지게 

되어 접근도도 커지게 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다. 

교통망의 전체 접근도(Total Accessibility)는 다

음 (식 2)로 구할 수 있다.

TA=
n
∑
i=1

Ai  (식 2)

이러한 교통망의 전체 접근도는 노선 조정이나 

증설로 인한 교통망의 전체 접근도 변화를 살펴

봄으로 새로운 조정이나 증설의 타당성을 보여주

고 설명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익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교통망의 조정이 필요한 시

점에 접근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새 노

선 증설이나 노선 조정의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simulation)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고 보완할 수 있

다. 

2)  서울 버스교통망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 

과정

다음은 서울 시내 버스노선 데이터,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트립 체인(trip chain) 트

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으로 하여 각 버스정

류장의 접근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단계 1: 시내 버스노선 데이터로부터 버스노선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서 각 버스 노선의 정보와 각 

버스정류장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버스정

류장들의 개수를 알아낸다. 

단계 2: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읽어 

그 중에서 버스 승객의 승차 버스노선, 승차 버

스정류장, 승차시간, 하차버스정류장, 하차시

간을 추출하여 각 버스노선별로 평균 속도를 계

산한다.

단계 3: 트립 체인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버

스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승객들의 환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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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해내고, 개별 환승 시간을 통합하여 모

든 버스 환승 승객들의 평균 환승 시간을 계산한

다. 

단계 4: 전체 버스 노선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읽

어서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그래프를 구성한

다. 가중치 그래프(weighted graph)의 노드(ver-
tex)와 간선(edge)을 구성하고 간선의 가중치를 

설정한다.

단계 5: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래프에 

있는 전체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와 최단 시간

을 구한다. 그 후에 노선-단독 버스정류장과 터

미널-환승 버스정류장인 노드들 사이의 최단 

시간을 2차원 배열 cij에 저장한다.

단계 6: 각 버스정류장(노선-단독 버스정류장과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접근도를 

계산한다: Ai=B
n
∑

j(i≠j)
cij

-1.

4. 서울 버스체계의 시간거리 산출

1)  시간거리 산출을 위한 서울 버스 교통망 

그래프 구성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로 구성된 망(network)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간주하여 교통망을 통한 이동

성을 중심으로 각 버스정류장에서의 접근도를 계

산하려면 먼저 서울 시내버스 노선 망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망을 하나의 연결된 

그래프로 변환한다. 각 버스노선 상의 버스정류

장은 노드로 표시하고 연결은 방향 간선(directed 
edge)으로 나타내고 간선의 가중치(weight)는 이

동시간을 나타낸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 망의 각 버스정류장을 하

나의 노드로 표현하고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된 

버스정류장들 사이에는 간선으로 표현하여 하나

의 그래프를 완성한다. 단순한 그래프는 한 승객

이 한 버스노선 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

고 목적지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통행 과정

은 설명할 수 있지만, 서울 대중교통에서 허용되

는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버스 승객들

이 출발지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같은 버스로 

목적지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거나 또는 중간에 다

른 버스노선의 버스로 환승하여 목적지 버스정류

장까지 도착하는 통행을 나타낼 수 있는 서울 시

내버스 교통망 그래프를 별도로 구성한다. 

버스노선 망의 그래프에서 승객이 걸어서 이동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나 걸어서 노드들 사이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보로 이동해야만 되

는 경우에는 도보 간선을 설정한다. 도보 간선의 

가중치는 거리에 따른 이동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

는 시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 도보 간선이 필요한 

경우는 첫째, 시내버스 노선의 종점이 기점과 다

른 버스정류장일 때 종점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로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와 

둘째,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의 모든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일정한 거리 이내로 가깝

고 버스정류장들 사이에 이미 간선이 연결되어 있

지 않으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이다. 종점

에서 하차한 승객들이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다

른 버스정류장에 연결하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도보로 맞은편의 기점 버스정류장으로 걸

어가야 한다. 이것은 종점과 기점 사이의 도보 간

선이 되고, 이 도보 간선은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

의 그래프에 표시하고 그 가중치는 버스정류장 사

이의 이동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값이다. 

600개의 시내버스 노선들 중에는 보다 더 복잡

한 경우도 있겠지만 첫 번째 종류의 도보 간선은 

시내버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로 그림 3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의 유형

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에서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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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을 나타내고 화살표는 버스 노선의 방

향을 나타낸다. 이 유형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

보 간선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림 3(a)는 가장 일

반적인 버스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상대적인 위치

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선의 버스는 기점에서 출

발하여 버스노선의 나머지 모든 버스정류장들을 

거쳐서 기점과 같은 버스정류장 이름을 가진 종점

에 도착한다. 실제적으로 도로 폭의 차이 정도로 

같은 버스정류장의 이름을 가지는 기점과 종점이

지만 물리적인 위치는 차이가 있게 된다. 종점에

서 하차한 승객들이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다른 

버스정류장에 연결하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도보로 맞은편의 기점 버스정류장으로 걸어

가야 한다. 이것은 종점과 기점 사이의 도보 간선

이 되고, 이 도보 간선은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그래프에 표시하고 그 가중치는 버스정류장 사이

의 이동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값

이다. 그림 3(b)는 기점과 종점의 버스정류장 이름

은 다르지만 종점이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노드

에 연결되므로 종점에서 연결되는 도보 간선의 성

질은 그림 3(a)와 같다. 그림 3(c)와 (d)는 버스노

선의 기점과 종점의 버스정류장의 이름도 서로 다

르고 물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다. 이 경우에도 승객이 종점에서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다른 버스정류장으로 도보로 이동하여 

갈 수 있는 도보 간선을 연결해주어야 한다. 상당

히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

는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값이 그 

도보 간선의 가중치로 설정된다.

두 번째 종류의 도보 간선은 두 버스정류장 사

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내이고 두 버스정류장 

사이에 간선이 있지 않는 경우로 그림 4와 같이 개

념화시킬 수 있다. 그림 4(a)의 버스정류장들 사이

에 일정한 거리 이내의 버스정류장들 사이에 도보 

간선을 연결하는데 연결하기 전에 간선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4(a)의 버스노선에

서 B1과 B9, B2와 B8, B3와 B7, B4와 B6는 거의 

동일한 정류장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위도와 경도가 조금 다른 값을 가진다. 

버스정류장 B2에서 B8로 가려고 하면 승객은 도

보로 걸어서 이동하고 이것을 서울 시내버스 교통

망의 그래프에 도보 간선으로 연결하고 그 가중치

는 이동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값

으로 한다. 기존의 간선은 버스 노선으로 인한 간

선 등이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b)는 

서로 다른 두 버스노선이 서로 다른 버스정류장들

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버

스노선 R2의 버스정류장 B22와 버스노선 R3의 

버스정류장 B32는 위치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승

객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일정 거리 이내이면 

B22와 B32 사이에 도보간선을 연결하고 그 가중

치는 이동 시간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그림 3. 기점과 종점의 위치에 따른 서울 시내버스 노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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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지도에서 살펴보면 주로 

매우 긴 띠 모양을 이루고 있고 기점 정류장과 종

점 정류장이 같아서 버스 노선의 출발지로 되돌

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림 3(a)와 그림 4(a)와 같이 

추상적으로 버스노선을 표시할 수 있다. 그림 3(a)
는 기점과 종점 사이의 도보 간선을 설명하고, 그

림 4(a)는 버스노선의 중간 버스정류장들 사이에 

승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 간선을 설정하는 것

에 대한 설명이다. 

2)  서울 교통망 그래프의 시간거리 산출 

알고리즘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 그래프의 각 간선의 가중

치는 승객의 이동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가중치들은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

스에서 각 승객이 이동하는 시간을 추출해 내어 

평균 이동시간으로 설정한다. 

각 버스노선별로 버스정류장을 노드로 하고 그 

연결선을 간선으로 설정하고 간선의 가중치는 앞

의 단계 2에서 계산한 결과인 버스노선의 평균 버

스 속도를 사용하여 설정한다. 2개 이상의 버스노

선들이 통과하는 버스정류장은 환승 버스정류장

으로 인식하여 접근도를 계산해낼 수 있도록 노드

들과 간선들로 연결하고 환승시간은 단계 3에서 

계산한 결과인 평균 환승시간을 적용한다. 다음은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을 그래프로 변환하고 시간

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1단계: 각 버스노선에 따라 노선 상의 버스정류장

을 노선-단독 버스정류장(route-single bus stop) 
노드로 정하고 노드 사이에 버스노선 간선(bus 
route edge)을 연결한다. 그 간선의 가중치는 그 

노선의 평균 버스 속도와 두 버스정류장간의 거

리로 계산된 이동시간으로 설정한다.

2단계: 각 버스노선에서 버스노선의 종점과 같은 

이름이고 다른 정류장ID를 갖는 정류장을 찾

아서 간선을 연결한다. 두 버스정류장들 사이

의 거리가 400m 이내이면 도보 간선(pedestrian 
edge)을 연결하고, 그 이외인 경우에는 종점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가 300m 이

내이면 도보 간선을 연결한다. 간선의 가중치는 

이동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을 합한 것으로 한다. 

기다리는 시간은 전체 버스 노선들에서 구한 평

균 환승 시간으로 한다.

3단계: 노선과 버스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

는 테이블에서 환승 버스정류장을 찾아서 각 환

승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통과하는 버스 노선들

의 노선-단독 버스정류장을 노선-환승 버스정

그림 4. 근접한 버스정류장을 가진 시내버스 노선((a) 반대 방향에 있는 단일 노선, (b) 각기 다른 두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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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route-transfer bus stop)으로 변환하고 새로

운 노드로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terminal-
transfer bus stop)을 만든다. 노선-환승 버스정

류장들 사이에는 노선-환승 간선(route-transfer 
edge)을 연결하고 그 가중치는 평균 환승 시간

으로 설정하고,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과 노

선-환승 버스정류장들 사이에도 터미널-환승 

간선(terminal-transfer edge)을 연결하고 그 가

중치는 0으로 설정한다.

4단계: 모든 버스 노선상의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모든 두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거리가 120m 이내이고 이미 간선으로 연결되

어있지 않으면 도보 간선을 연결하고 가중치는 

그 거리의 이동시간과 평균 환승 시간의 합으로  

한다.

평균 이동시간의 계산결과로 그래프의 노드들

과 간선들의 가중치가 갖추어지면 전산학에서 널

리 알려진 각각의 노드와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

를 찾는 알고리즘(Neapolitan and Naimipour, 
2011)을 구현하여 최단경로와 그 경로의 이동시간

을 계산해낸다. 그러면 각 노드인 버스정류장의 

접근성은 이 노드에서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경

로 이동시간을 사용하여 주어진 식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버스정류장 사이의 최단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은 Floyd의 all pairs shortest path 
algorithm(Neapolitan and Naimipour, 2011)을 조

금 수정한 것으로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그래프

에서 모든 노드들 쌍의 최단경로를 구하는 알고리

즘이다. 이 알고리즘에 따라 모든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최단 경로에 해당되는 이동 시간이 D[i][j]
에 저장된다. 그러나 승객이 승차나 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노선-환승 버스정류장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후 처리에서 노선-환승 버

스정류장들을 제외한 이동 시간에 대한 재배치 작

업을 수행해야 한다. D[i][j] 중에서 노선-단독 버

스정류장과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에 해당되는 

노드들의 인덱스들로만 구성된 2차원 배열에 값

을 할당하여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 cij에 대응되도

록 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각 버스정류장의 접근

도를 계산하도록 한다.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울 시내버스 

// Input
//    N: the number of nodes in the graph
//    W[1..N][1..N]: adjacent matrix of the graph
//   VT : the set of terminal-transfer nodes 
// Output: 
//    D[1..N][1..N]: distance matrix for shortest paths between all pairs

    void ModifiedFloydAPSP()
1.  {
2.     D = W; // copy the two-dimensional array 
3.     for (k = 1; k <= n; k++) 
4.        if (vk∉VT) {// vk is not a terminal-transfer node
5.           for (i = 1; i <= n; i++)
6.              for (j = 1; j <= n; j++)
7.                 D[i][j] = minimum(D[i][j], D[i][k]+D[k][j]);
8.        }  // end of if-clause
9.  }

그림 5. 버스 노선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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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들과 버스정류장들을 간선들과 노드들로 변

환된 그래프에서 승객이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

로 승차하고 하차하는 버스정류장 사이의 최단 경

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원래의 Floyd 알고리즘에서 3번 라인의 for-k-
loop의 값 k에 해당되는 노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노드로 7번 라인에서 D[i][k]+D[k][j]＜D[i]
[j]를 만족하는 경우는 최단 경로상의 중간 노드로 

지나가면 그 경로상의 비용이 더 감소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4번 라인에서 노드의 인덱스 k가 가리

키는 노드 vk가 터미널-환승 노드가 아닌 경우에 

5-7번 라인들이 수행하여 중간노드로 역할을 하

여 최단 비용 거리를 구하도록 한다. 그림 5의 알

고리즘에 따라 모든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최단 경

로에 해당되는 이동 시간이 D[i][j]에 저장된다. 그

러나 승객이 승차나 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정류

장에는 노선-환승 버스정류장들은 포함되지 않으

므로 사후 처리에서 노선-환승 버스정류장들을 

제외한 이동 시간에 대한 재배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위의 알고리즘으로 구한 D[i][j] 중에서 노

선-단독 버스정류장과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

에 해당되는 노드들의 인덱스들로만 구성된 2차

원 배열에 값을 할당하여 (식 1)의 cij에 대응되도록 

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시간거리 접근도를 계산하

도록 한다. 

5. 서울 버스 교통망 접근도 분석

1) 접근도 계산 입력 데이터

본 연구에서 서울 시내버스 교통망의 그래프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

이스는 2013년 데이터를 사용한다. 2013년 기준

으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의 개수는 600개이고, 

이 노선들에 속한 버스 정류장들의 개수는 34,934
개이고, 환승버스정류장들로 인한 노선 버스정류

장들의 개수 증가를 제외하면 실제로 15,702개의 

버스정류장들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에 존재한

다. 이런 복잡한 서울 시내버스 노선 망에서 하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약 577만 명에 해당되

는 트랜잭션들이 교통망의 그래프에서 간선들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림 6은 Trip Chain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6의 첫 번째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을 구성

하는 49개의 속성들(attributes)을 나타내고 있다. 

트립 체인의 트랜잭션은 최대 4 번을 환승할 수 있

어서 5개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두 번째 트랜잭션은 일련번호인 카드번

호가 3900번이고 3번을 환승하였고 4개의 교통수

단의 승차와 하차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카드번호","트랜잭션ID","환승횟수","교통카드발행사ID","총이용객수","교통카드사용자구분","교통수단코드1","교통수단코드2","교

통수단코드3","교통수단코드4","교통수단코드5","버스노선ID1","버스노선ID2","버스노선ID3","버스노선ID4","버스노선ID5","차

량ID1","차량ID2","차량ID3","차량ID4","차량ID5","총통행거리","총탑승시간","총소요시간","승차일시1","승차일시2","승차일시

3","승차일시4","승차일시5","하차일시1","하차일시2","하차일시3","하차일시4","하차일시5","최초승차일시","최종하차일시","승차역

ID1","승차역ID2","승차역ID3","승차역ID4","승차역ID5","하차역ID1","하차역ID2","하차역ID3","하차역ID4","하차역ID5","최

초승차역ID","최종하차역ID","트립체인완료코드“

3900,"011",3,"1000100",1,"01","105","120","115","120","","11110729","11110175","11110945","41110027","","111756225","1117
49129","111749141","111752874","",6746,1675,3754,"20130304152615","20130304153853","20130304160550","20130304
161218","","20130304152725","20130304154841","20130304160616","20130304162849","","20130304152615","20130304
162849","9008327","0071187","0072130

그림 6. Trip Chain의 속성들과 한 트랜잭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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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립 체인의 트랜잭션은 카드번호 3900번의 4
개의 트랜잭션들을 하나의 트립 체인(trip chain)

으로 묶어서 표현된 요약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트립 체인 트랜잭션의 총탑승시간은 1,675초이

고 총소요시간은 3,754초이므로 이 승객이 환승

하기 위하여 기다린 시간은 그 차이인 2,079초로 

약 35분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기

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에 사용된 트립 체

인들의 개수는 하루 동안 승객들이 사용된 것으로 

약 1,147만 트랜잭션들로 구성된다.

2) 분석 결과

서울 시내 버스노선 데이터에서 얻어진 버스정

류장들에 관한 데이터로 버스노선 버스정류장들

은 노선-단독 버스정류장들과 노선-환승 버스정

류장들로 구성되고, 환승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

이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터

미널-환승 버스정류장들의 개수가 그래프의 노

드에 추가된다. 접근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인 단

계 1을 수행하고 난 후의 서울 시내버스 노선들과 

버스정류장들로부터 구성되는 그래프의 노드들에 

관한 결과 데이터는 다음 표 4와 같다.

앞의 서울 버스교통망 시간거리 접근성 산출 과

정의 단계 2에서 버스노선별 버스 평균속도를 계

산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에서 전체 16,332,988개의 트랜잭션들을 읽어서 

그 중에 버스 승객들의 트랜잭션들인 5,772,411개

가 평균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단계 

5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사용될 입력 인접 행렬

은 W[41753][41753]의 2차원 배열을 갖도록 하고 

출력된 배열에서 승객들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사

용될 노드들의 최단거리를 위하여 (식 1)의 cij에 대

응되는 RW[15702][15702]의 2차원 배열이 필요

하다. 따라서 서울 버스교통망의 시간거리 접근도 

계산을 위한 함수들을 실행하려면 주어진 대용량

의 입력 데이터와 제안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

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CPU
와 대용량의 메모리를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의 접근도를 계산하는 단계 6을 수

행한 후에는 승객들이 통행의 출발지와 도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15,702개에 대한 접근

도를 얻을 수 있다. 전체 버스정류장들의 평균 접

근도은 4.12698이고, 최고 접근도 정류장은 ‘삼

성프라자’로 그 값은 6.29837이고, 최저 접근도인 

1.68715의 값을 가지는 정류장은 ‘덕정삼거리.진

흥마트’ 버스정류장이다. 표 5는 분석결과 서울시

내 15,702개 버스정류장들의 시간거리 접근도 중

에서 접근도가 큰 상위 10개의 버스정류장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열은 통과하는 버스노선들 중에

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 나오는 버스노선의 이

름을 적어놓고 있다. 표 5에서 접근도가 높은 버스

정류장들은 광화문과 서울역 사이의 대로변에 위

치한 버스정류장들이다.

다음 그림 7과 8은은 각각 서울 시내버스 교통

망과 위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15,702개 버스정류

표 4. 서울 버스 교통망 그래프의 결절점

결절점의 속성 갯수 비고

버스노선 버스정류장  (a) 34,934
노선-단독 버스정류장  (b) 8,883
노선-환승 버스정류장  (c) 26,051
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  (d) 6,819
그래프의 총 결절점(버스노선 버스정류장+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 41,753 (a)+(d)

접근도 산출 결절점(노선-단독 버스정류장+터미널-환승 버스정류장) 15,702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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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접근도 계산 결과에서 상위 10개 버스정류장

접근도
경도

(x좌표)

위도

(y좌표)
정류장이름 정류장ID

버스노

선개수
주요 노선이름

6.29837 126.976 37.5612 삼성프라자 9000248 6 9401번(구미동~서울역)

6.24231 126.972 37.5555 서울역버스환승센터 8001938 27 100번(하계동~용산구청)

6.19884 126.973 37.57 광화문 8699 16 160번(도봉산~온수동)

6.15478 126.974 37.5587 서울역.YTN 71309 21 100번(하계동~용산구청)

6.12527 126.974 37.5585 숭례문.남대문시장방향 71865 15 103번(월계동~서울역)

6.10428 126.973 37.5555 서울역버스환승센터 8001869 20 100번(하계동~용산구청)

6.06349 126.974 37.5588 숭례문 9034843 3 9401번(구미동~서울역)

6.05487 126.909 37.519 영등포시장로터리방면 73656 12 5012번(가산동~용산역)

6.0109 126.97 37.5693 서울역사박물관 8647 5 160번(도봉산~온수동)

6.00606 126.978 37.5613 북창동 71308 21 100번(하계동~용산구청)

그림 7.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의 위치 그림 8.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의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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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의 시간거리 접근도의 분포도이다. 서울 시내

버스 노선에서 나타나는 버스정류장들은 서울시

내 전역에 촘촘히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 중

심가에 더 많은 버스정류장들이 밀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버스 교통망의 시간거리 접근도는 서울역, 

남대문,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남지역의 강남역 부근,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 지역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것은 서울의 중심 업무 지역 및 상업 

중심 지역과 버스정류장들의 시간거리 접근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중

교통 승객들의 통행 특성들 중의 한 가지인 버스

정류장의 접근성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제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여 모든 시내버스정류장들의 접근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선 망을 

교통망 그래프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특히 버스 승객들 중에서 여러 버스로 환승하는 

통행에 대한 출발 버스정류장, 환승 버스정류장

들, 도착 버스정류장의 최단 경로를 계산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교통망 그래프에서 버스정류장들은 

노드로 설정되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은 

버스노선에 따라 연결하였다. 각 간선의 가중치

에 해당되는 이동 시간은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

터베이스에서 승객들의 이동 시간을 추출하여 사

용하였다. 가중치 그래프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들 사이의 최단 경

로를 찾아내고 그 경로의 이동 시간을 얻을 수 있

었다. 이 이동 시간을 사용하여 각 버스정류장의 

접근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공간적 특

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600여 개의 버스노선 상에 3만5천개 

정도의 버스정류장들로 구성되고 환승 등 다양한 

통행행태가 내포되어 있는 서울시 버스체계의 복

잡성 때문에 접근성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서울 

버스 교통망의 접근성을 산출하려는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는 대

용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세부 기법들과 대중교통의 

승객들의 통행 특성을 분석하는 교통지리 분야의 

세부 이론들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추후에도 이

와 같은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용량의 교

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승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의 통합적인 접근도를 계산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 패턴에 따른 토지

이용패턴이나 지가 및 임대료의 영향 등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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