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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스카드를 활용한 통합 요금제 시행 이 후 대중교통 통행량 및 환승 통행량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 
운영에 있어서 환승객을 고려하는 것은 보다 중요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환승객을 고려할 때 결정적 수리모델을 
제안하여 승객과 버스의 확률적인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실제적인 버스 정류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버스 도착 간격과 
승객 대기 시간의 관계를 회귀 모델로 표현하였으며 환승객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또한 승객 대기 시간을 비용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 버스 도착 간격을 제안하
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면 버스 운영에 있어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상향식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버스 정류장 대기, 버스 시뮬레이션, 최적 버스 운행간격, 환승객, 미시 시뮬레이션

Abstract  After the integrated fare system has been applied, public transportation and transfer traffic 
increased. As a result, transfer passengers must be considered in the operation of the bu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limitations due to utilizing deterministic mathematical models, which fails to 
reflect the stochastic movements of passengers and buses, in this study, a more realistic bus stop 
micro-simulation model is proposed. Based on the proposed simulation model, we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bus arrival interval and passenger wait time as a regression model and empirically 
sh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with and without transfer passengers. Also, we propose a 
method converting passenger waiting time to cost and find optimal bus arrival interval based on the 
converted cost. It is expected the proposed method enables bottom-up decision making reflecting 
practical situation.

Key Words : Bus waiting, Bus simulation, Optimal bus frequency, Transit passengers, Microscop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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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버스카드를 활용한 통합 요금제 시행과 더불어 대중 
교통 통행량 및 환승 통행량은 증가하였다. 2004년 서울
시에서는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통합 거리 비례 요
금제를 시행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 경기 버스에서 대
중교통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였고 전국적으로 환승 할인
제를 시행하였다 [1]. 이후 One Card All Pass 제도를 
통해 각 지역마다 교통카드 회사가 달라 다른 카드를 사
용해야 했던 것을 통합하였다. 통행 거리 비례요금제 실
시 이후 대중교통 통행량은 증가하였는데 교통카드 빅데
이터 통합정보 시스템 (www.stcis.go.kr) 기준 버스 수
단 통행량은 2019년 12월 31일 24,869,539건이었고 
이중 환승 통행량은 5,482,800건으로 전체 통행량의 약 
22%를 차지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통행 횟수가 줄어 전체 
15,382,738건, 환승 통행량은 3,579,430건으로 집계되
었다.

환승객을 고려할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대기하
는 시간은 환승객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와 이론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환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승객은 탑승하려는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 간격에 개별적
으로 도착한다. 반면에 버스 환승을 고려할 경우에는 여
러 명의 승객이 특정 버스가 도착했을 때 한꺼번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대기하게 되고 그들이 환승 하려는 
버스가 도착하게 되면 한꺼번에 정류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Fig. 1은  두 버스 노선 간 환승을 고려 했을 경우
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 차
이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Fig. 1의 세로축은 버스 정류장
에 대기하는 승객 수를 의미하며 가로축은 시간경과를 
나타낸다. 버스 에서 버스 ′으로 환승하는 상황을 가정
하였으며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두 버스의 운행 간격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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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발생한다.

Fig. 1의 예시처럼 이론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버스의 
환승을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는 명
확하나 실제 버스 운행에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불
명확하다. 일반적인 경우 버스 노선의 버스 운행 간격은 

≠
′
으로 노선마다 다르며 도착 시간도 확률적으로 

변화한다. 환승 노선 버스 간 도착 간격 차이()도 버스 
운행 간격 등의 영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따
라서 실제 버스 운행 환경에서 환승을 고려했을 때와 고
려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Fig. 1. Comparison of passenger waiting time between 
transfer and non-transfer cases

버스 노선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전술적 계획(Tactical planning)과 운영계
획(Operational planning)으로 나누어진다. 전략적 계
획은 버스 노선을 디자인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전술
적 계획은 버스 운행 간격 결정, 정류장 도착 시간표 결
정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 기사 및 차량의 스케줄링을 
주로 다룬다 [2]. 승객의 환승을 고려한 연구는 주로 버
스 노선 간 정류장 도착 시간표를 일치시키는 연구 및 버
스 운행 방법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3-6]. 이들 연구에서는 버스 노선들의 정류장 이동 시간 
및 고객 수요 등의 정보가 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수리 모델을 수립 후 버스 운용방식을 결정
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결정적 수리 모델을 바탕으로 버스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상에서 적절한 해를 찾아주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 내 요
소들의 확률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동적인 변화를 표현하
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7].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환승을 고려했을 경우와 환승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승객 대기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이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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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승객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 모습을 
보다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중 노선 간 환승을 고
려한 버스 정류장 미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이 
후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버스 환승을 고
려했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버스 도착 간격 변
화에 따른 승객 대기 시간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하나의 
버스 정류장에서 다중 버스 노선 간 환승 시 최적 버스 
도착 간격을 제안하고 승객 대기 시간에 대한 비용이 변
화함에 따른 최적 버스 도착 간격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관
련된 기존 연구를 탐색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를 기술한
다. 버스정류장 대기 시뮬레이션에서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을 대상으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
해 자세히 묘사한다. 이후 환승을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
지 않았을 경우 버스 도착 간격 변화에 따른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 변화를 살펴본다. 이후에 승객 대기 비용
의 변화에 따른 최적 버스 도착 간격에 대해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

2.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버스 노선에 관한 연구 중 본 연구와 관
련 있는 버스 운행간격 결정 문제 및 버스 시간표 일치 
문제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을 탐구한다.

운행 간격 결정 문제는 승객의 대기 시간과 설정된 운
행 간격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버스 대수 즉 버스 운영회
사의 운행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Mo 등은 승객 
만족도를 고려하여 대기 시간의 임계점(threshold)를 정
하고 임계점을 넘을 경우 승객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
지는 것을 가정하여 승객 만족도를 높이는 버스 운행 간
격 최적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8]. 그들은 연구에서 만족
도만 고려한 버스 운행 간격 최적화 문제(SatisFAction- 
BooST Bus Scheduling, FAST)와 가용 버스 대수 제한이 
있을 때 버스 운행 간격 문제(SatisFAction-BooSTed 
Bus Scheduling under the COnstraint of Limited 
Vehicles, FASTCO)를 상정하고 두 문제가 NP-난해
(NP-hard)임을 보였다. 그들은 FAST의 해결을 위해 기
본 탐욕 방법, 분할 기반 탐욕 방법, 프로그레시브 분할 
기반 탐욕 방법의 3가지 탐욕 방법 버스 운행 간격 결정 
해법을 제시하였고 FASTCO 해결을 위해 기본 탐욕 방
법, 복합 점수 기반 탐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각 해법들
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Berrebi 등은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버스 디스패칭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9]. 그들은 버스 지연으로 인한 버스 간격 
불균형 현상을 줄이고 승객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
해 실시간 holding 방법을 제시하였다. Berrebi 등이 통
제 지점에서만 holding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비해 
Asgharzadeh와 Shafahi는 O’Dell과 Wilson이 제시한 
1) holding all, 2) holding once, 3) holding first 전
략을 실험하였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리 모델을 
세우고 최급 강하 알고리즘(Steepest descent algorithm)
을 기반으로 한 발견적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0,11].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버스 운행 간격을 결정하
는 문제를 해석적으로 해결한 연구들로 다수 정류장 및 
버스 노선에 대한 최선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 해석적 해의 제공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하는 정밀
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Senevirante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하
여 버스 운행 간격의 변동과 버스정류장에 정해진 시간
에 도착하는 서비스 성능을 평가하였다 [12]. Ruiz 등은 
버스 운행 간격 조정이 지역 간 버스의 서비스 수준과 사
회적 균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스프레드시트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탐구하였다 [13]. 그들은 남부 유럽
에 위치한 팔마(Palma)시를 대상으로 버스 서비스 수준, 
지역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고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 지
니 계수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균등 정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Nesheli와 Ceder는 승객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
고 승객 대기가 없는 직접 환승을 최대화 하는 수리 모델
을 제안하고 버스 대기, 정류장 지나침 등을 실시간 통제 
사항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4]. 그들은 연구에서 
실시간 통제 사항들을 조합하는 것이 승객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고 직접 환승을 높이는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는 것을 보였다. Manasra와 Toledo는 Toledo 등이 개
발한 BusMesso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7,15]. 
이들은 대상 지역 버스 3개의 노선에 대해서 버스 운행 
간격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버스 운행 간격을 통제하였
을 때, 그들이 제안한 수리 모델을 활용하였을 때 승객 
대기 시간 및 통행 시간 변화를 비교하였다.

버스 운행 간격 결정에 대한 국내 연구로 이영호 등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인 모델에 대해서 승객 이탈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석적 해를 제공하였
다 [16]. 그들은 종점과 정류장 사이 운행 시간을 정규분
포로 가정하였고 승객 발생률은 포아송 분포, 승객 대기 
한계 시간은 균일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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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하나의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간
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객 이탈 비용을 고려한 최적 
운행간격을 산정하였다. 이호상 등은 노선별 운행대수, 
근로조건, 최대 재차인원, 최대/최소 배차 간격 등의 다
양한 제약 조건을 반영한 버스운행계획을 산정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17]. 그들은 제약을 반영하여 대당 목표
승객수와 대당 운행회수, 회당 목표 승객 수를 순차적으
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운행회수를 결정하
고 최종적으로 운행대수를 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김원길 등은 Demand & Travel-Time Responsive 
(DTR) 모형 및 Demand & Travel-Time Responsive 
Model for Critical Scheduling Area (DTRC) 모형을 
개발하고 각 모델에 대해 단위 시간별 운행 횟수를 해석
적으로 결정 후 이를 바탕으로 정류소 별 운행 스케줄을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8]. 

버스 시간표 일치 문제는 환승 정류장에서 승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로 대략적인 버스 운행 간격이 
결정되어 있을 때 버스 정류장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문
제이다. Gkiotsalitis 등은 다중 노선의 시간표 일치를 
위해 강건 최소-최대 문제를 제안하고 유연한 모델 개발
을 위해 일부 제약을 목적식에 포함하는 형태로 모델링
을 진행하였다 [19]. 수리 모델의 결과는 Hague 지역 데
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제안한 수리 모델의 결과
가 일반적인 경우 버스 도착 규칙성을 높이고 시간표 일
치를 향상 시키는 것을 보였다. Shang 등은 도심 지하철 
네트워크 상에서 승객 수요를 반영한 시간표 일치 문제
를 다루었으며 Takamatsu와 Taguchi는 일본 지역을 
대상으로 저빈도 버스 운행 시 버스 시간표 일치 문제를 
다루었다 [3,20]. Fonseca 등은 차량 스케줄과 시간표를 
통합하는 수리 모델을 지시하였고 Wang 등은 철도 네트
워크 상에서 시간에 따른 승객 수요를 반영하고 용량 제
약이 있는 통합 시간표 일치 문제를 제안하였다 [4,5]. 
Abdolmaleki 등은 시간표 일치 문제가 NP-hard 임을 
보이고 다항 시간 내에 풀릴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고찰
하였다 [21]. Chu 등은 버스 시간표와 승객들의 통행 경
로를 동시에 최적화 하는 수리 모델을 제시하고 문제 해
결을 위한 발견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2]. 

환승을 고려한 버스 운행 간격을 산정하는 연구들은 
기존에 버스 및 철도 시간표를 일치 시키는 문제에서 많
이 다루어져 왔으며 실시간 버스 운행 통제와 관련된 연
구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환승객을 고려했을 때 실
제 승객 대기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실제 버
스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결정적 수리 모델을 제안하
고 모델에서 구한 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
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규모가 큰 버스 네트
워크에서 버스 운행 간격 설정 및 실시간 운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류장 간 승객의 도착, 승/하
차 및 버스 도착 등 실제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
해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실제 버스 운행 및 승/하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객 
환승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한
다. 이를 기반으로 1) 버스 도착 간격 및 환승 고려 유무
에 따라 승객 대기 시간의 변화를 고찰하고 2) 환승객의 
대기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였을 때 이를 반영한 최적 
버스 도착 간격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률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
으로 실시간 버스 운행 통제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3. 다중 환승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을 대상으
로 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버스 정류장의 승객 대기 시
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2016
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 평일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이고 청주시 버스 환승 패턴 상
위 10개 중 5개에 해당하는 패턴이 이루어지는 정류장으
로 환승 버스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적합한 정류장이다 
[23]. 또한 총 18개 버스 노선 중 832번, 105번, 823번
이 시외버스 터미널 승/하차 인원의 60%가량을 담당하
는 정류장으로 데이터 획득이 수월하여 상대적으로 정확
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정류장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먼저 버스 정류장 시뮬레이션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
요한 데이터 및 확률 분포 추정, 개발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교정 및 구현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순
차적으로 기술한다.

3.1 시뮬레이션 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은 버스와 승객 에이전

트로 구성된다. 버스는 시뮬레이션 맵 상에 지정한 위치
에서 생성되며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버스 정류장으
로 진입한다. 그 후 먼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할 승객들
을 하차 시킨 후 탑승객을 태우고난 후에 정류장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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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뮬레이션 맵 상의 지정한 위치로 빠져나간다.  버
스가 생성되는 시간 간격과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 수는 
각각 확률분포 ,  을 따른다. 이 때 는 버스 노
선 번호를 의미하며 ∈   other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시내 버
스 중 해당 정류장 이용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3개
의 노선에 대해서 실증 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노선들은 기타 노선으로 표현하였다. Fig. 1은 버스 이동
을 도식화한 것이다.

Fig. 2. Bus movement flow diagram

승객들은 버스 정류장에 새로 진입한 승객들과 버스에
서 하차한 승객들로 나뉜다. 버스 정류장에 새로 들어온 
승객들은 확률분포()에 따라서 버스 정류장에 들어
오고 버스 정류장에 입장 시 타고 갈 노선 버스가 정해진
다. 이 때 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승객의 빈도로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버스정류장에 새
로 진입한 승객은 일정 비율()로 각 버스 노선 에 탑
승하는 승객으로 결정되며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탑승하고자 하는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탑승하
게 된다. 환승객의 경우 각 노선 버스 도착 시 하차하는 
승객들 중 일정 비율()의 승객이 정류장을 떠나고 나머
지 승객()은 자신이 내린 노선을 제외한 버스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탑승을 한다. 이 때 각 노선 버스에 
환승하는 승객의 비율()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Fig. 3. Passenger movement flow diagram

예를 들어     ,   ,   , 
  이고 105번 버스가 도착하여 하차한 인원이 
10명 이라고 한다면 이 중 1명은 버스 정류장을 이탈하
고 3명은 823번 노선으로 3명은 832번 노선으로 나머지 
3명은 기타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대
기하게 된다. 이 때 기타 노선에서 하차 인원의 경우에는 
기타 노선으로 환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후 환승하려
는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에 탑승하여 맵의 지정된 위치
로 버스와 함께 빠져나간다. Fig. 2은 승객의 이동을 도
식화하여 보여준 것이다.

3.2 데이터 수집 및 확률분포 추정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필요한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위

해 필요한 데이터는 각 노선 버스의 도착 대수, 정차 시
간, 승객의 승/하차인원, 버스정류장 대기인원 및 버스정
류장 이용인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
널 정류장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조사하였는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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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은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정류장의 크기가 일반정
류장 보다 넓고 환승객이 많은 특징이 있다. 버스 승객이 
많은 노선인 823번(순환), 832번(일반), 105번(좌석) 3
개를 선택하여 각 노선별 도착시간, 승/하차 인원, 정류
장 대기 인원 수를 측정(10분)했고 버스정류장 이용 인원
은 5분마다 타이머로 1시간동안 측정했다. 오후 첨두 시
간인 18시30부터 19시30분까지 1일 1시간씩 총 7회 수
집하였다. 

조사 결과 버스 도착 간격은 평균적으로 105번의 경
우 8.7분, 823번은 9.1분, 832번은 9.85분 간격이었으
며, 각 버스의 이용 승객은 버스 1회 도착 시마다 823번
의 경우 승차인원 14.7명, 하차인원 10.1명, 832번의 경
우 탑승인원 7.56명, 하차인원 17.8명, 105번의 경우 탑
승인원 14.5명, 하차인원 1.34명, 버스 정류장 평균 대
기 인원은 24.4명, 버스 정류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원은 
평균 시간 당 405명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스 도착 시간, 버스 하차 
인원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추정에는 정규분포
(Normal, N), 로그정규분포 (Log Normal, LN), 감마
분포(Gamma, G), 지수분포 (Exonential, Exp), 최소
극단값분포 (MiNimum Extreme, NE), 최대극단값분포
(MaXimum Extreme, XE), 와이블 분포(Weibull, 
Wei), 로지스틱 (Logistic, L), 로그로지스틱 (Log Logistic, 
LL) 9개 분포에 대해서 Anderson-Darling (AD) 통계
량을 계산하여 가장 적합한 분포를 선정하였다. AD 통계
량은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Goodness-of-fit 테스
트를 하는 통계량 중의 하나로서 이론적인 연속 누적확
률 분포와 실제 관측한 데이터 간의 차이의 제곱을 적분
하는 형태를 지닌다. 이 때 단순하게 적분하게 되면 누적
확률분포와 실제 관측한 데이터가 차이가 분포의 양쪽 
끝단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중치를 주어 적분한 것이 AD 통계량이다. AD 통계량
은 식 (1)과 같이 산정한다.

 
∞

∞






 (1)

이 때 는 관측된 데이터 값을 의미하고 
는 분포 적합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누적확률분포 
함수가 되며 는 해당 누적확률분포 함수의 파라미터 값
이 된다 [24]. AD를 활용한 최적 확률분포의 선정은 대

상이 되는 분포 중 최소의 AD 값을 얻게 해주는 확률분
포 함수와 파라미터로 결정되며 식 (2)와 같다. 식 (2)에
서 는 나열한 9개의 대상 확률분포 함수 집합이다. 

   argmin∈ (2)

Table 1은 관측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시뮬레이션
에 필요한 확률분포를 추정한 결과이다. 버스 도착 간격, 
버스 하차 인원은 각 노선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하
였다. 적합된 분포의 첫 번째 인자는 위치 인자이고 두 
번째 인자는 크기 인자를 의미한다.

Probability distribution Inferred distribution


 Wei(1.448, 5.769, 3.829)


 Wei(8.653, 32.21, -20.86)


 Wei(1.28, 9.446, 1,244)


 N(1.485, 1.523)


 Wei(1.126, 7.784, 0.9611)


 N(17.59, 10.18)

 Pos(6.75)

Table 1. Probability distributions derived from 
Anderson-Darling statistics 

통계량 산정 결과 노선 버스들의 도착 간격 분포와  
823번 노선 버스의 하차 승객 분포는 와이블 분포가 가
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105번과 832번 노선의 하차 
승객 분포는 정규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입 승객의 경우는 분포 적합을 하지 않고 빈도만 
산정하여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3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교정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수행

을 위해서 파라미터 교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1) 
버스 도착 시간 간격, 2) 버스 승차 인원, 3) 버스 정류장 
대기 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대상 버스 노
선 ∈   별 모델 진입 확률 분포 파라미
터, 신규 진입 승객 및 환승객이 각 노선 버스에 탑승하
는 비율( ), 기타 노선의 모델 진입 비율을 결정한다. 

3.1 절에서와 묘사한 바와 같이 버스는 시뮬레이션 모
델에 진입하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버스 정류장으
로 진입한다. 이 때 교차로의 신호와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도착 시간 간격이 진입 시간 간격과 달라질 수 있



환승객을 고려한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뮬레이션: 청주 시외 버스 터미널 정류장 사례 연구 223

다. 따라서 버스 도착 간격이 조사한 데이터와 일치하도
록 진입 확률분포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진입 확률 분포
의 형태는 Table 1에서 추정한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
고 파라미터만 새롭게 추정하였다. 버스 도착 시간이 결
정되면 버스 승차 인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각 버스 노
선에서 하차하는 인원과 버스 정류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승차 인원 데이터를 이용
하여 먼저 각 노선 별 하차 승객 및 신규 유입 승객들의 
노선 선택 비율을 버스 승차 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
정한다.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 대기 인원 데이터를 사
용하여 기타 노선 버스 도착 간격을 결정한다.  

파라미터 교정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조사한 데
이터의 누적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 (3)과 같이 그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파라미
터 교정을 진행하였다.. 

  argmin


∞




 (3)

식 (3)에서 는 조사한 자료의 히스토그램 데이
터이며 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로 설
정하였을 때 모델이 생성한 히스토그램 데이터이다. 히스
토그램 급간은 선형보간(linear interpolation) 한다.

Table 2는 시뮬레이션 교정 과정을 통해서 선정한 파
라미터 값들을 나타낸다. 총 14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적 파라미터 선정을 위해 상용 
시뮬레이션 최적화 툴인 OptQuest 툴을 사용하였다 
[25]. 3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 당 총 200회

의 파라미터 탐색 과정을 거쳤으며 각 파라미터 탐색 당 
10회 씩 반복하였다.

3.4 유효성 검증 
교정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유효성 검증은 교정과 마찬
가지로 버스 도착 시간, 버스 승차 인원, 버스 정류장 대
기 인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의 생성 결과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Table 3은 각 요소에 대한 T-검
정 결과를 나타낸다. T-검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P-값이 
0.05 이상으로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시뮬레이션이 생성
한 결과의 분포가 평균적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Test Factors T-val P-val

Bus arrival
105 -0.22 0.829
823 -1.12 0.271
832 0.23 0.819

Number of 
passengers 
getting on

105 0.52 0.607
823 0.87 0.386
832 -0.17 0.865

Number of passengers 
wait on the bus stop -0.50 0.618

Table 3. T-test results for model validation

3.5 시뮬레이션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서 The AnyLogic Company에서 개발한 Anylogic 
8.6 버전을 사용하였다 [26]. 

Fig. 4는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의 흐름을 보여준다. 
Bus movement는 각 노선 버스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
이고 drop-off passengers는 하차 승객의 움직임, 
Transferring logic은 환승객이 환승 노선을 선택하는 
움직임, passengers boarding은 신규 진입승객과 환승
객을 종합하여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버스를 
타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5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실행한 모습이다. 시뮬레
이션 실행 시 신호 변경은 실제 신호 변경과 동일하게 설
정하였으며 노선 버스를 제외한 기타 차량들의 움직임은 
임의로 발생시켰다. 3.3절의 파라미터 교정 시 기타 차량
의 움직임도 같이 반영하였다.

Probability distribution 
/ parameter

Inferred distribution 
/ parameter value


 Wei(1.495, 7.091, 3.093)


 Wei(9.352, 32.85, -23.217)


 Wei(1.3, 9.5, 1.25)


 Exp(0.966)

 0.213

 0.216

 0.047

 0.068

 0.207

 0.318

 0.8

Table 2. Paramters after calribation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224

Fig. 5. Execution of the simulation model 

4. 환승객 대기 비용을 고려한 최적 도착 
간격 설정

4.1 버스 도착 시간과 승객 대기 시간 간 관계 
본 절에서는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버스 환승을 고려했을 경우와 버스 환승을 고려하지 않
았을 경우 승객 대기 시간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환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선 별 탑승 승객 도착은 노선 별 
기본 버스정류장 도착 인원에 버스 하차 인원의 평균을 
시간으로 나눈 인원을 추가하여 탑승 인원으로 산정하였
다. 즉, 환승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승을 고려했
을 때 평균 환승 승객을 버스 도착 사이에 배분하여 일정 
빈도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버스 도착 간격에 따른 승객 대기 시간 변화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 버스 도착 간격도 변화시켰다. 버스 도
착 간격은 각 노선 별로 평균 5분에서 40분까지 5분 간
격, 8단계로 변화하도록 조정하였다. 각 노선 버스가 도

착하는 형태는 Table 2의 분포를 따르고 분산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각 파라미터 설정 
당 10회씩 반복하였고 총 10,240회 수행하였다. 

먼저 환승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했을 때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ANOVA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는 수행한 ANOVA 결과이
다. ANOVA 분석 결과 P-값은 0.018로 유의 수준0.05
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즉, 
환승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버스 정류장
에서 승객이 대기하는 시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Source DF Adj SS Adj MS F-val P-val
Transfer 1 5263376 5263376 5.60 0.018

Error 10238 9616065539 939252     
Total 10239 9621328914       

Table 4. ANOVA result comparing the cases of transfer 
and non-transfer

Table 5는 환승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
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Table 5의 첫번째 
열은 환승 고려 유무를 나타내는데 1은 환승을 고려한 
경우를 나타내고 0은 환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
낸다. 평균적으로 환승을 고려했을 때가 환승을 고려하
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평균적인 승객 대기 시간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의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Transfer N Mean StDev 95% CI
0 5120 3576.5 981.8 (3549.9, 3603.0)
1 5120 3621.8 956.3 (3595.3, 3648.4)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ansfer and 
non-transfer cases

Fig. 4. Overall simulation log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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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환승을 고려했을 때 버스 노선 105, 823, 832의 
도착 시간 간격에 따른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 변화
를 다중 회귀 분석한 모델은 식 (4)와 같다.

 
 

(4)

: 버스 노선  승객 대기 시간, 
   ∈

식 (4)에서 과  항은 0.05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모델에서 제거했다. 식 (4) 
회귀 모델의 설명력( )는 83.99%로 나타났으며 수정 
설명력( )도 83.98%로 높게 나타나 회귀 모델이 버
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식 (4)의 모델에서 , 과 의 계수를 보면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은 버스 도착 간격이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항의 계수의 경우 음수로 증가할수록 승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버스 노선 
간 환승객의 이동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조사한 데
이터에서 832 노선 버스는 하차 승객이 많고 105번과 
823번의 경우 승차 인원이 더 많은데 시뮬레이션 파라미
터 설정에서 결정한 환승객 파라미터의 경우 하차한 승
객 중 환승객이 823번으로 탑승하는 확률이 0.207로 
105번으로 탑승하는 확률인 0.068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832번의 운행 간격이 늘어나고 823번 
운행 간격이 줄어들 경우 환승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전체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이 일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4.2 승객 대기 비용을 고려한 버스 최적 도착 간격 설정
4.2.1 승객 대기 비용 및 버스 운행 비용 산정 
일반적인 통행비용 환산 방법은 임금률법과 한계대체

율법이 있다. 임금률법은 주로 업무 통행 시 시간 가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데 통행 시간을 줄이면 그 시간만
큼 업무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반으로 한
다. 통상적으로 업무 시간의 통행은 임금 수준만큼, 비업
무 시간의 통행은 업무 시간의 1/3 만큼으로 산정한다. 
한계 대체율법은 통행자 관점에서 현재의 교통 수단과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빠른 교통 수단이 있을 경우 1시간
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지

를 기반으로 시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27]. 
본 연구에서는 승객의 대기 시간의 시간 가치를 환산

하기 위해서 보다 직관적인 방법인 임금률법을 선택하였
다.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당 승객 대기 
비용(WC)은 식 (5)와 같다.

× (5)

: 최저임금, : 승객대기 비용 계수

본 연구에서 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 선정하였
고 는 승객 대기 시간에 대한 비용을 조절하는 계수로 
0.1에서 0.5까지 0.1 간격으로 변동 시킨다 [28].

각 버스 노선 당 운영 비용()은 버스 기사 임금과 
유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이 때 버스의 감가상각과 
관리 비용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
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식 (6)과 같다.

 


 ×  × (6)

: 압축천연가스(CNG) 가격, 원/리터[29]
: 버스 노선  1회 운행 당 연료 소모[30]
: 버스 기사 임금, 원/분[31]
: 버스 노선  1회 운행 소요 시간[30]
: 버스 노선  버스 정류장 수[30]

는 노선 별 각 정류장 방문 시 소요되는 평균 운영 
비용을 의미한다. 식 (6)에서 버스 노선 1회 운행 당 연료 
소모는 버스 노선의 총 연장 길이를 CNG의 연비로 나눈 
값이고 버스 기사 임금은 버스 기사의 중위 연봉으로 잡
고 이를 연도별 운행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1년 52주, 주 
당 52시간 운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Table 6은 식 (6)
에 따라서 산정한 노선 별 버스 운영 비용을 정리한 것이
다. 

 value

 ₩816/visit

 ₩984/visit

 ₩864/visit

 

   
=₩888/visit

Table 6. Operating cost for each bu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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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의 산정한 값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서 계산되는 총 비용은 식 (7)과 같다.

  
∈   

 




 (7)

: 버스 노선 의 정류장 방문 횟수
: 승객 의 정류장 대기 시간
: 정류장 대기 승객 총 수

4.2.2 최적 버스 도착 간격 설정
구현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식 (7)의 총비용 계산식을 

적용하여 최적 버스 도착 간격을 설정한다. OptQuest를 
활용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버스 운행 간격을 탐색한다. 
이 때  값은 Table 6의 값을 사용하고 는 식(5)
에서 를 0.1에서 0.5까지 0.1씩 변경하였다. 의 변화
에 따라 5회의 실험이 진행된다. 이 때 각 실험 당 버스 
도착 간격은 총 100회의 탐색이 이루어지며 각 탐색에서 
설정한 버스 운행 간격 당 10회 시뮬레이션이 반복된다. 
시뮬레이션 1회 진행 시간은 100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7은 시뮬레이션에서 탐색한 최선의 버스 노선 
평균 도착 간격과 버스 정류장 평균 대기 인원, 전체 비
용을 나타낸다. 가 클수록 시간 당 승객 대기 비용이 증
가하는데 버스 노선 105 번과 823 번의 경우는 가 커
질수록 승객 대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착 시간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832번의 경우
는 에 따라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식 
(4)의 회귀 모델에서 유추한 바와 같이 832번 노선의 하
차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과 버스 정류장 도착 승
객이 832 번 노선으로 유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832 번 노선
의 경우 상대적으로 105번과 823번 버스 노선의 도착 
간격 등 주변 요소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버스 정류장 평균 대기 인원의 경우 가 0.4일 때 
16.8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비용은 시
간 당 승객 대기 시간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버스 운행 및 승객 승/하차 데이
터를 활용하여 환승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
였다.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을 위
하여 충북지역에서 평일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환
승도 다수 발생하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운행 버스 중 이용 인원이 다수
인 105번, 823번, 832번 노선 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정
류장에 도착하는 시간 간격, 승/하차 인원, 버스정류장에 
머무는 승객 수, 정류장에 들어오는 승객의 수를 조사하
고 관련된 확률 분포를 추정하였다. 이후 시뮬레이션 모
델 조정 과정을 통하여 모델의 현실 정합성을 높이고 유
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
탕으로 환승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승객 
대기 시간의 차이를 실증하였다. 또한, 승객 대기 시간 
비용 변화에 따라 최적의 버스 도착 간격을 산정하고 그
에 따른 버스 정류장 대기 승객 수와 전체 비용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환승을 고려했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버스 정류장 승객 대기 시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실제 버스 운행 
환경에서 환승을 고려할 경우에 승객 대기 시간이 환승
객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을 보였고 버스 노선의 승/하차 승객 수의 비율에 
따라 버스 도착 간격의 변화가 승객 대기 시간에 다른 영
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승
객 대기 비용을 환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연
구들이 결정적 수리 모델을 통하여 버스 노선 도착 간격

 mean832(min) mean105(min) mean823(min) Average Wait 
Passenger Total Cost

0.1 8.6 9.0 17.8 31.7 98157.5
0.2 22.3 5.7 10.0 25.7 132035.6
0.3 10.2 5.6 5.5 20.5 167992.5
0.4 7.3 5.3 4.0 16.8 196873.3
0.5 9.7 5.1 3.3 18 224162.0

Table 7. Best solutions found based on the proposed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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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확률적 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버스 도착 간격은 버스 정류장
의 확률적인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결정적 수리 모델에 
의해 결정된 버스 간격에 비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대한다면 각 버스 정류장의 최적 버스 도
착 간격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최적 버스 도착 간격을 
정류장 별 목표 운행 시간으로 정하여 운행하면 실시간 
버스 노선 운행 시 승객 대기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데이터 획득의 한계로 인해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많
은 버스 정류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정류장의 목표 운
행 시간을 설정하고 그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버스 운행 
간격을 결정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버스 운행 정책을 결
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전체 정책을 수리모델로 결정하고 각 정류장에
서 버스 운용 정책을 결정하는 하향식 의사결정을 사용
했다고 한다면 확률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각 정류장의 
이상적인 버스 도착 시간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로 버스 운행에 대한 상향식 의사결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버스 정보 시스템 및 버스카드 데이터 등을 
통해서 승객 데이터 및 버스 운행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상
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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