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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 효율성과 이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교통

정책으로 인해 계층 간 불균형한 분배가 심화되고 있다. 교통은

이용자들의 활동 기회(여가, 통근, 통학 등)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

스의 불균형한 분배로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경제활동기회로부터

박탈당하고 있으며, 많은 논문들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

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체계와 평가방법론을 정의하

고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한 분배 형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부 통행을 대상으로 계층 간 형평

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직적 형평성 이론체계를 적용하여 대중교

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한다. 운행빈도 지표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가용성을 진단하고, 통행시간 지표와 신뢰성 지표를 통

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리성과 편의성을 진단한다. 또한, 이동성

에 제약이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이용하여 버스와 도시철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평가지표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수단

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버스의 상대적 중요도는 0.376,

도시철도의 상대적 중요도는 0.624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

구에서 계층 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수단의 운행빈도가 변했을 때, 각

계층의 지니계수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통행시간 지표에서는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계



층 간 불균형한 분배가 확인되었고,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의 불평

등 정도가 크게 도출되었다. 운행빈도 지표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뢰성 지표에서는 비첨두 시간대에

서만 일반인의 불평등 정도가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의 불평등 정

도보다 크게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가용성은

계층 간 분배가 균형적이었지만, 편의성과 편리성은 계층 간 불균

형한 분배를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버스의 운행빈도가 감소했을 때보다 도

시철도 1-4호선의 운행빈도가 감소했을 때 계층의 불평등 정도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시철도 1-4호선은 중심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에 밀집되어있는 반면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상대적으로 서울 전역

에 고루 분포되어있다. 또한, 도시철도 1-4호선의 운행빈도가 감소

했을 때, 일반인 계층이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보다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 이는 도시철도 1-4호선의 정거장이 위치한 상위 5개 지역

에서 발생하는 일반인의 통행량이 두 계층의 통행량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계점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서울시 내부 통행으로 한정하였고, 통행 목적을 구분하지 않았

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RP자료의 한계점으로 당일 통행하지 않은

이용자와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체계를 차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평가

지표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위 3가지 한계점을 고려하는 향후 연

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대중교통 서비스, 수직적 형평성, 취약계층, 사회적배제,

교통정의,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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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통행시간단축을 위해 이동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전통적인 교통

정책으로 인해 계층 간 불균형한 분배가 심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통

계획에서 비용-편익 분석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기반으로 수행된

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입각한 비용-편익 분석은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어 총 편익을 중요시한다(Pereira et al., 2017). 또한,

고소득 가구 또는 지역의 편익이 높게 추정되어 소득이 낮은 가구나 지

역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Martens, 2007). 즉, 전통적인 교통정

책은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은 이용자의 활동 기회(통근, 쇼핑, 여가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모든 이용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

형한 공급은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배제 현상을 야기한

다.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외부요인들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경

제활동기회로부터 박탈당하는 현상이다(Lucas, 2012). 교통은 이러한 기

회들로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

기 위해서 평가 이론체계와 방법론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체계와

방법론을 정의한다.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한 분배 형태

를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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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서울시 내부 통행만 고려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17년으로 한정하였다. 버스는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

버스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시철도는 1 -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

철도를 포함한다.

3. 연구 흐름도

본 연구의 흐름은 Ⅰ장 서론, Ⅱ장 선행연구 고찰, Ⅲ장 연구 방법

론, Ⅳ장 분석결과, Ⅴ장 결론으로 총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그림

1] 참조). 먼저 Ⅰ장은 연구의 배경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를 정의한다. Ⅱ장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체계와 평가지표를 정의한다. Ⅲ장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Ⅳ장은

정의된 지표와 방법론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한 분배를 파악

하고, 계층 간 형평성을 진단한다. Ⅴ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

평성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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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 연구 범위

↓

Ⅱ. 선행연구 고찰

○ 형평성 이론체계 고찰

○ 형평성 평가지표 조사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Ⅲ.연구 방법론

○ 평가지표 정의

○ 취약계층 정의

○ 평가방법론 제시

○ 평가지표 설계

↓

Ⅳ. 분석결과

○ 평가지표별 계층 간 형평성 진단
○ 시나리오 분석

○ 소결

↓

Ⅴ. 결론

○ 연구 요약

○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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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교통 분야에서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정의한

다. 교통정책에서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이론체계는 크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교통정의

(Transport Justice), 교통 형평성(Transport Equity)이 있다. 사회적 배

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 영향요인,

측정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Church et al.,

2000; Preston and Raje, 2007; Delbosc and Currie, 2011; Lucas, 2012).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교통정의(Transport Justice)는 사회

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고자 등장한 이론체계로 사회

적 배제 이론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Lucas, 2006; Gossling,

2016). 교통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명확하고 일

치된 정의는 없으며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Welch and Mishra, 2013; Rock et al., 2014; Bills and Walker, 2017).

따라서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한

이론체계와 평가지표가 정의되어야 한다.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론체계와 평가지표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이론

체계와 평가지표를 정의한다.

1. 형평성 이론체계

1) 사회적 배제와 환경정의·교통정의

사회적 배제는 접근성 부재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 활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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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부터 박탈당하는 현상이다.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에는 경제

적 요인 이외에도 교통, 도시구조, 사회 특성 등 다양한 외부요인들로 인

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 분야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transport-related

social exclusion’으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로 교통 서비스가 교육,

직장, 복지 등으로의 접근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여 계층 간 형평성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취약계층으

로는 주로 경제·사회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가구 당 소득, 가구 당

차량 유무, 주거특성 등에 따른 집단들로 정의하고 있다(Church et al.,

2000; Preston and Raje, 2007; Delbosc and Currie, 2011; Lucas, 2012).

교통정의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고자 등장한

이론체계이다. 과거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시설투자로 인해 대중교

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차량이 없는

가구, 고령자, 어린이 등 이동성이 낮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

고, 접근성 지표를 이용하여 계층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다(Lucas,

2006; Gossling, 2016).

2) 수직/수평적 형평성

형평성은 크게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형평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능

력 또는 수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관점이고, 수직적

형평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관

점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소득 또는 사회계층을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이다. 소득, 인종, 이

민자 등과 같이 경제·사회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동성을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는 고령자, 장애인, 미취학 아동, 개인차량 유무 등 이동성으로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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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취약계층을 정의한다(Litman, 2019). Litman(2019)에서는 형평

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층 간 분배가 형평적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형평성은 곧 분배 정의의 한 형

태로 볼 수 있으며(Rock et al., 2014),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의 궁극

적인 목표는 비용, 편익, 서비스가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을 고려해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Tahmasbi et al., 2019).

따라서,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Pereira et al.(2017)에서 분배 정의의 주요 철학 사조

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배 정의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자유주의

(Libertarianism), 직관주의(Intuitionism), 롤스의 평등주의(Rawls` Egalitarianism),

역량 접근(Capabilities approach)가 있다. 분배 정의의 철학 사조에 따라 분

배 대상, 분배 방법, 분배 원칙이 다르다. 5개의 분배 정의 중에서 취약

계층을 고려한 분배 정의는 롤스의 평등주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eories of
Justice

Distribution of
what?

Guiding
principle of
distribution

The fairnest

distribution
pattern

Key authors

Utilitarianism
Welfare,

well-being,
utility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Whatever
distribution

that maximizes

aggregate
welfare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Libertarianism
Basic rights
and liberties

self-ownership
Absolute
equality

Robert Nozick

<표 1> 분배 정의의 주요 철학 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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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itionism

Different
“whats”, for
example,

resources(food,
money, etc.),
services(health,
education, etc.)

Particular
distributive
problems

demand different
principles be
applied to

particular cases
(rights, deserts,

needs,
expectations,
procedural
justice, etc.)

No clear
distribution

pattern

Brian Barry

and David

Miller

Rawls’

Egalitarianism

Basic liberties

First principle

(deontological

justification)

Equal
distribution

John Rawls

Opportunities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s pure
procedural
justice

Equal
distribution

Primary
goods(rights

and
prerogatives of
authority,
income, and
wealth)

Difference
Principle

Maximin
criterion: The

distribution that

maximizes,
subject to

constraints, the

prospects of the
least

advantaged
groups

Capabilities
approach

Opportunities

Human dignity
and equal

respect

Equal
distribution

Amartya Sen

and Martha
Nussbaum

Central/basic
capabilities

All should get
above a

minimum basic
level

출처: Pereira et al.(2017)

<표 1(계속)> 분배 정의의 주요 철학 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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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평가지표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평가지표를 정의하여 형평성을

평가하고 있다. Foth et al.(2013), Guzman et al.(2017), Tahmasbi et

al.(2019), Qi et al.(2019)에서는 접근성 지표를 이용하였고, Welch and

Mishra(2013)에서는 연결성, Shirmohammandli et al.(2016)에서는 통행

수, 신성일 외 2명(2007), Foth et al.(2013), Guzman et al.(2017)에서는

통행시간을 이용하였다. Delbsc and Currie(2011), Ricciardi et al.(2015),

Jang et al.(2017), Carleton and Porter(2018), Song et al.(2018)에서는

Public Transit Index(PTI)라는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를 이용하여 형평

성을 분석하였다.

저자 평가지표 저자 평가지표
Tahmasbi et

al.(2019)
접근성

신성일 외

2명(2007)
통행시간

Delbosc and

Currie(2011)
PTI

Foth et

al.(2013)

접근성,

통행시간
Carleton and

Porter(2018)
PTI

Guzman et

al.(2017)

접근성,

통행시간
Ricciardi et

al.(2015)
PTI

Welch and

Mishra(2013)
Connectivity

Qi et al.(2019) 접근성
Song et

al.(2018)
PTI

Shirmohamman

dli et al.(2016)
통행 수

Jang et

al.(2017)
지리적 영향권

Dodson et

al.(2007)
PTI

<표 2> 선행연구의 형평성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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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계층 간 형평성을 다루는 이론체계는 크게 사

회적 배제(SE), 환경정의/교통정의(TJ/EJ), 교통 형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하는 이론체계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포용과 환경정의/교통정의의 등장 배

경은 사회 활동으로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가 취약계층

들에게 불균형하게 분배되고 있는 현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포용과 환경정의/교통정의를 기반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표 3>과

같이 접근성 지표를 위주로 교통체계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서

비스 측면을 포함하여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

또는 계층의 능력 또는 이동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수

직적 형평성 관점이 본 연구의 평가 이론체계로서 적합하다.

저자 이론체계 평가지표
Adil et al.(2019) TJ/EJ 접근성

Beiler and

Mohammed(2016)
TJ/EJ 접근성, 통행시간

Currie et al.(2009) SE 접근성
Preston and

Raje(2007)
SE 접근성

Xia et al.(2016) SE 접근성

<표 3> 사회적 배제와 교통정의·환경정의의 평가지표

<표 4>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때 이용한

자료는 대부분 집계형태의 인구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한 통행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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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다. 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때, 이용자들의

실제 통행 패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료의 구득

가능성 때문에 어렵다(Foth et al., 2013). 비집계 형태의 실제 통행 자료

를 이용하면 교통 서비스가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 형태를 파악하고 비교

할 수 있다(Bills and walker,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집계 형태

의 2017년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실제 통행 패턴을 기준

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한다.

현재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기준은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현재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

해 주로 이용되는 지표를 선정하거나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연

결성과 상대적 접근성 같은 지표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TCQSM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체계를 차용하고, 국/

내외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매뉴얼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지표를

정의하고자 한다.

저자 분석 자료 저자 분석 자료
Foth et

al.(2013)
집계

Carleton and

Porter(2018)
집계

Tahmasbi et

al.(2019)
집계

Ricciardi et

al.(2015)
집계

Delbsc and

Currie(2011)
집계

Bills and

walker(2017)
비집계

Guzman et

al.(2017)
집계

Adil et

al.(2019)
집계

Beiler and

Mohammed

(2016)

집계

<표 4> 선행연구의 분석 자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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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론

본 장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중교

통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취약계층을 정의한다. 평가방법론은 AHP 기법, 계층 간 형평성 평가방

법론, 시나리오 분석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정의된 평가지표 설계로

연결된다.

1. 평가지표 정의

평가지표 정의는 국내/외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매뉴얼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요소를 지표로 정

의한다. 국내 KHCM 매뉴얼과, 미국, 일본, 프랑스의 대중교통 평가체계

를 참고한다. <표 6>은 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대중교통 서비스 평

가 매뉴얼을 정리한 것이다(정일호 외 4명, 2002; 이재훈 외 2명, 2014;

). 국내/외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매뉴얼을 고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정시

성, 운행빈도, 혼잡도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

을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지표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지리적 영향권(Service Coverage),

운행빈도, 통행시간, 접근성이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매뉴얼과

선행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정시성, 운행빈도, 혼잡도, 지리적 영향권, 통

행시간, 접근성이 주 평가지표로써 이용되고 있다.

미국 TCQSM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요소는 크게

가용성과 편의성/편리성으로 구분된다. 가용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운행

빈도, 접근성, 운행시간으로 구성되고, 편의성/편리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혼잡도, 통행시간, 신뢰성으로 구분된다. 앞서 국내/외 평가 매뉴얼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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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리적 영향권은 TCQSM에서 수요대응형 교통

서비스의 평가요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철도

와 버스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한계점 때문에 혼잡도와 접

근성을 평가지표로써 정의하기 어려워 혼잡도와 접근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집계 형태인 교통카드 자료에서는 이용자

의 개찰구를 통과한 시간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자가 개찰구를

통과해서 어떤 열차를 탑승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용자가 최초

출발지(집, 직장, 상업시설 등)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정류장 또는 정거장

까지의 거리 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도 평가지표로써 제

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행빈도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가용

성(Availability)을 평가하고, 통행시간과 신뢰성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의 편리성과 편의성(Comfort and Convenience)을 평가하고자 한다. 정의

된 평가지표를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불균형한 분배를 확인하

고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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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평가지표 저자 평가지표

Tahmasbi et

al.(2019)
접근성

신성일 외

2명(2007)
통행시간

Delbosc and

Currie(2011)

지리적 영향권,

운행빈도
Foth et al.(2013) 접근성, 통행시간

Carleton and

Porter(2018)

지리적 영향권,

운행빈도

Guzman et

al.(2017)
접근성, 통행시간

Ricciardi et

al.(2015)

지리적 영향권,

운행빈도

Welch and

Mishra(2013)
Connectivity

Qi et al.(2019) 접근성 Song et al.(2018)
용량, 운행빈도,

지리적 영향권
Shirmohammandli

et al.(2016)
통행 수 Jang et al.(2017) 지리적 영향권

Dodson et

al.(2007)

운행빈도,

지리적 영향권

<표 5> 선행연구의 평가지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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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소분류

프랑스

시설수준 시설규모, 시설능력, 시설밀도
이용수준 이용빈도, 통행횟수, 이용밀도
서비스의 질 운행빈도, 운행속도

서비스 제공수준
주말운행비율, 운행시간,

운행범위
요금수준 요금

투자수준
거주민당 연간 투자액, 연간

운영비보조, 무임승차비율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저상버스 운행비율, 저상버스

교체연도

미국
가용성

접근성, 운행빈도, 지리적

영향권, 운행시간

편의성/편리성
혼잡도, 신뢰성, 통행시간,

안전성, 비용

일본

편리성
접근결절점, 운행빈도, 서비스

시간대, 환승시간
속달성 표준속도
경제성 운임

쾌적성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율, 혼잡율
정시성 정시성

한국

공급성
운행빈도, 혼잡도, 평균운행속도

증가율
신뢰성 정시성, 운행취소율, 차량고장율

안전성
사상자 수, 안전시설 설치율,

테러예방노력
고객만족 고객만족도, 서비스개선노력

<표 6> 국내/외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메뉴얼

가용성 편리성과 편의성

운행빈도
통행시간
신뢰성

<표 7> 본 연구의 형평성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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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정의

교통의 수직적 형평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이다(Foth et al., 2013; Carleton and Porter,

2018).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생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수직적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소득과 연령에 따라 계층

을 정의하고 있다. Litman(2019)에서 정의하는 신체 능력과 이동하고자

하는 니즈를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의 취약계층은 고령자와 장애인처럼

상대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

였다.

번호 저자 계층 정의
1 이원도 외 4명(2012) 소득
2 이호준 외 2명(2017) 연령, 소득
3 Song et al.(2018) 미취학, 고령자, 여성

4 Shirmohammandli et al.(2016)
학생, 고령자, 차량 유무

가구, 실업자

5 Dodson et al.(2007)
실업자, 저소득, 미취학,

고령자
6 Tahmasbi et al.(2019) 저소득

7 Delbosc and Currie(2011) 소득, 연령, 가구 당 차량

8 Carleton and Porter(2018)
연령, 소득, 인종, 가구당

차량

9 Ricciardi et al.(2015) 연령, 소득 가구당 차량

10 Bills and Walker(2017) 소득
11 Foth et al.(2013) 소득, 실업자, 이민자

<표 8> 선행연구의 계층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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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론 정의

1) AHP 기법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

스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였다면 수단 간 상대적 중요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할 때 수단 간 상대적 중요도

를 1:1로 설정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구성하는 수단과 각 수단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할 때 요소 간 상대적 중요

도도 다르다. TCQSM(Transit Capacity and Quality of Service

Manual)에 따르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 간 통행자들의 선

호도의 편차는 매우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다(TRB, 2017). 또한, 대중교

통 서비스 요소 간 이용자의 선호도를 연구한 논문들에서도 요소들 간

선호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elik et al., Ona et al.,

2013; Nosal and Soecka, 2014; Guirao et al., 2016; Guner, 2018).

따라서, 버스와 도시철도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를 구성하는 버스와 도시철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대적 중요도의 척도는 AHP 기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점에

서 9점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문가 관점으로 수단의 상

대적 중요도를 부여한다. 응답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하여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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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대적 중요도 척도

설정된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설계하였으며, 교통과 관

련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표 9>와 같이 총 60명의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대표자 명수
학계 10명

서울연구원 10명
한국교통연구원 10명

교통 엔지니어링 회사 10명
공무원(교통, 도시계획) 10명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0명

<표 9> AHP 조사 응답자 구성

전문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하여 수단 간 가중치를 산출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총 60명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

를 종합해본 결과 버스의 상대적 중요도는 0.376, 도시철도의 상대적 중

요도는 0.624로 도출되었다.

2) 계층 간 형평성 분석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로렌츠 곡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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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를 이용한 방법론이 일반적이다. 도출된 형평성 평가지표를 로렌

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통해 형평성을 정량화하여 분배 정도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Delbosc and Currie, 2011; Foth et al., 2013; Ricciardi

et al., 2015). 지니계수 비교를 통해 Welch and Mishra(2013), Kaplan et

al.(2014)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고, Ricciardi et al.(2015),

Carleton and Porter(2018), Song et al.(2018), Chen et al.(2019),

Tahmasbi et al.(2019)에서는 계층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Guzman et al.(2017)에서는 수단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운행빈도, 통행시간, 신뢰성을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이

용한 방법론을 통해 계층 간 형평성을 진단하고 평가한다.

[그림 3]에서 점선은 기울기 1의 값을 갖는 완전 평등선을 나타내며,

실선은 로렌츠 곡선이다.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의 아래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지니계수 G는 G = A/(A+B)

를 통해 산출된다. 지니계수는 0부터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

록 불평등 정도가 작아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커진다.

[그림 3] 로렌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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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분석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한 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변화에 따른 계층별 지니

계수 민감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Tahmasbi et al.(2019)에서는 서비스 수

준 변화에 따른 소득 계층의 접근성 변화와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 계층

의 지니계수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Bills and Walker(2017)에서는 통행시

간 변화에 따른 총 효용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Song et al.(2018)에서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 변

화에 따른 각 계층의 지니계수의 민감도를 산출하여 계층의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변화하였을 때, 각 계층의

지니계수 변화분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변화에

따른 계층의 지니계수 민감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나리오는 총 2개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2013년에 있었던 서울메트로(도시철도 1~4호

선)가 파업을 참고하여 운행빈도가 70%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로 설

정하였고, 시나리오 2는 2019년에 있었던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참고

하여 운행빈도가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운행빈도가 변화하였을 때, 통행시간, 신뢰성, 혼잡도 등 다른 서비스 요

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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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시나리오1

도

시

철

도

도시철도 1-4호선(서울메트로)

정상

운행빈도

30% 감소
도시철도

5~8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
정상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버

스

시내버스
정상

마을버스

<표 10> 시나리오 1 내용

구분 기준 시나리오2

도

시

철

도

도시철도 1-4호선(서울메트로)

정상

정상

도시철도

5~8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버

스

시내버스
운행빈도

70% 감소
마을버스 정상

<표 11> 시나리오 2 내용

4. 평가지표 설계

통행 목적·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통행 특성이 다르다. 첨두시간대에

서는 통근통행과 통학통행이 대다수이고, 비첨두 시간대에서는 여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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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친교 등의 통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평가지표 분석

시 오전 첨두(07:00 ~ 09:00), 오후 첨두(18:00 ~ 20:00) 그리고 비첨두(그

이외 시간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취약계층으로 정의한 고령자와 장애

인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각 이용자의 통행시간, 운행빈도, 신뢰성 지표를

산출한다.

1) 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2017년 5월 24일(수)의 교통카드 자료

와 대중교통 운행정보 자료이다.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통

행시간 지표와 신뢰성 지표를 산출하고, 교통카드 자료와 대중교통 운행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단의 정류장과 정거장의 운행빈도를 통해 운

행빈도 지표를 산출한다. 또한, AHP 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지표를 산출하는 과정에 적용하였다.

자료 내용

교통카드 자료
· 통행시간 지표

· 신뢰성 지표
대중교통 운행정보 자료 · 운행빈도 지표
AHP 조사 결과 ·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

<표 12> 이용 자료 및 내용

2017년 5월 24일(수)의 교통카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

3,255,086명, 고령자 644,596명, 장애인 137,604명이 표본으로 집계되었다.

<표 13>을 보면 일반인은 강남구/중구/종로구, 고령자는 종로구/강남구/

중구, 장애인은 강남구/종로구/중구에서 전체 시간대 기준으로 통행발생

량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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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구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전체(명) 3,255,086 644,596 137,604 서대문구 1.84 2.16 1.92
종로구 6.76 8.55 7.50 마포구 5.56 4.13 4.25
중구 8.40 6.91 6.42 양천구 1.61 1.61 1.77
용산구 3.45 2.71 2.97 강서구 4.11 4.42 5.84
성동구 3.65 3.08 3.63 구로구 3.96 3.39 4.02
광진구 4.35 3.32 3.71 금천구 1.40 0.61 1.04
동대문구 2.02 4.63 3.72 영등포구 5.01 4.09 4.55
중랑구 1.71 2.18 2.64 동작구 4.51 5.30 4.50
성북구 2.51 2.61 2.47 관악구 2.91 2.86 3.17
강북구 1.26 2.33 2.57 서초구 6.19 5.84 4.19
도봉구 1.31 2.33 2.34 강남구 12.93 8.37 7.94
노원구 3.79 4.73 5.66 송파구 5.29 5.57 5.22
은평구 2.91 4.51 4.28 강동구 2.54 3.75 3.68

<표 13> 지역별 계층의 통행발생량(전체시간)

(단위 : %)

시간대별 계층의 지역별 통행발생량 비율을 살펴본 결과 오전첨두

시간대에서는 계층 간 통행 특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첨두 시

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계층 간 통행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표 14>를 보면 오전첨두 시간대에서는 계층 간 통행발생량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첨두 시간대부터 각 계층 간

통행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비첨두 시간대와 오

후첨두 시간대에서 강남구의 통행발생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은 종로구의 통행발생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일반인과 장애인 계층

은 강남구에서 통행발생량이 가장 높았고, 고령자 계층은 종로구에서 가

장 높았다.

또한, 오전첨두 시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의 지역별 통행발생량이

증가/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중구/서초구/강남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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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업무지구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오전첨두 시간대보다는

오후첨두 시간대에서 가장 높았고, 강서구/노원구/동작구/은평구에서는

반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오전에는 주거지역이 상

대적으로 높은 지역(구)에서 통행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다시 주거지역으

로의 통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구분 오전첨두 비첨두 오후첨두
구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종로구 1.45 2.70 2.26 7.43 8.86 8.14 9.23 11.69 9.59

중구 2.10 2.76 2.36 8.91 7.14 6.65 12.10 9.13 9.38

용산구 1.72 2.32 1.82 3.73 2.74 3.09 4.11 2.86 3.54

성동구 4.32 3.68 3.96 3.52 3.03 3.50 3.47 2.94 3.95

광진구 5.86 3.98 4.45 4.47 3.24 3.65 2.87 3.38 3.30

동대문구 2.56 3.32 2.97 1.97 4.74 3.98 1.74 4.99 3.15

중랑구 3.65 3.44 3.64 1.46 2.06 2.58 0.79 1.93 1.94

성북구 3.31 3.54 3.46 2.55 2.57 2.40 1.78 2.01 1.83

강북구 2.15 3.37 3.77 1.19 2.27 2.45 0.74 1.81 1.94

도봉구 2.74 3.49 3.53 1.17 2.25 2.26 0.55 1.81 1.53

노원구 7.00 6.81 7.99 3.56 4.62 5.59 1.84 3.65 3.65

은평구 5.90 6.85 6.69 2.46 4.35 4.01 1.71 3.49 3.17

서대문구 1.63 2.26 1.99 1.97 2.20 1.98 1.66 1.64 1.57

마포구 4.66 3.95 3.92 5.96 4.19 4.25 5.22 3.76 4.58

양천구 2.89 2.40 2.50 1.43 1.55 1.72 1.05 1.30 1.34

강서구 7.74 6.58 8.44 3.68 4.27 5.67 2.36 3.60 4.07

구로구 5.09 4.78 5.31 3.68 3.25 3.82 3.81 3.26 3.69

금천구 0.50 0.75 0.81 1.21 0.58 0.89 2.63 0.75 2.02

영등포구 3.90 3.08 3.13 4.70 4.18 4.61 6.69 4.36 5.70

동작구 6.42 6.48 5.81 4.52 5.26 4.39 2.99 4.42 3.72

관악구 5.58 3.54 4.09 2.64 2.79 3.10 1.47 2.81 2.58

서초구 3.30 3.60 2.30 6.72 5.97 4.33 7.10 6.94 5.41

강남구 4.58 5.55 4.34 13.53 8.62 8.18 18.01 9.11 10.32

송파구 6.14 6.00 5.27 5.29 5.57 5.21 4.63 5.17 5.24

강동구 4.82 4.76 5.19 2.26 3.70 3.55 1.47 3.18 2.78

<표 14> 지역별 계층의 통행발생량(오전첨두/비첨두/오후첨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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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시간

통행시간 지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의성/편리성 측면을

평가한다. 통행시간 지표는 통행자 이 정거장(또는 정류장) 에서   까지 이용

한 수단의 통행시간( 


)과 해당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의 곱들의 합을 통

해산출된다. 예를들어, 통행자 이도시철도를이용하여 10분의소요되었고, 버스로

환승하여 20분이 소요되었다면, 해당 통행자 의 통행시간 지표는

 ×    ×   으로산출할수있다. 통행시간지표를수식화하면

다음과같다.

  
  

 

 
  

 

 = 통행자 의 통행시간 지표

 = 정거장 또는 정류장;  = {⋯⋯}

 = 교통수단;  = {1, 2}, 1 = 버스, 2 = 도시철도

 = 교통수단 m의 상대적 중요도

 


= 에서  까지 이동한 수단 의 통행시간

 


= 에서  까지 수단 을 이용하였다면 1, 그렇지 않으

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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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빈도

운행빈도 지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가용성을 평가한다.

통행자 이 이용한 수단의 운행 빈도(대/시)에 해당 수단의 상대적 중요

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정류장(또는 정거장) 에서   까지 통행자

이 이용한 해당 수단의 통행시간을 통해 가중평균하여 운행빈도 지표

를 산출한다.

 
  

 


  

  

 
  



 = 통행자 의 운행빈도 지표

 = 의 운행빈도(대/시)

  = 에서  까지 이동한 통행시간

4) 신뢰성

신뢰성 지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편의성/편리성 측면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실제통행시간과

예상도착시간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통행시간과 예상도착

시간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

행시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Black and Fearon,

2008; Kouwenhoven and Warffemius, 2016; Dahl et al., 2016; 최영은,

2017; Bhouri et al.(2017)). 통행자 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는 동일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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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와 도착지를 이동하는 이용자들의 통행시간의 표준편차를 통해 산출

한다. 먼저, 수단 을 통해 정거장(또는 정류장) 에서   까지 이동한

통행자들의 통행시간을 집계하여 수단 의 와    간의 통행시간 표

준편차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통행자 의 신뢰성 지표는 이동한 경로

를 기준으로 이용한 수단의 정류장(또는 정거장) 간 통행시간 표준편차

에 해당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 통행자 의 신뢰성 지표

 


= 에서  까지 수단 의 통행시간 표준편차

Ⅳ. 분석 결과

1. 계층 간 형평성

1) 통행시간

통행시간 지표를 살펴보면 전 시간대(오전첨두/비첨두/오후첨두)

에서 일반인 계층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의 지니계수가 더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오전 첨두 시간대에서 일반인의 지니계수는 0.27, 고령자

의 지니계수는 0.35, 장애인의 지니계수는 0.33으로 일반인과 고령자/장

애인의 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

간 지니계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이다. 통행시간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은 일반인 계층보다 고령자/장애인 계

층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를 보면 일반인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표준편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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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출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이 일반인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열차에 탑승하는 시간

과 수단 간 환승 하는 시간이 개인 간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와 장

애인의 통행시간의 표준편차가 일반인의 통행시간 표준편차보다 크게 도

출되었다.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오전첨두
평균 20.07 19.32 19.44

표준편차 9.91 12.44 11.42

비첨두
평균 20.56 19.33 19.71

표준편차 11.4 12.96 12.89

오후첨두
평균 20.97 19.85 20.51

표준편차 11.24 13.08 12.75

<표 15> 통행시간 지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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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행시간 지표 로렌츠 곡선(오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27 0.35 0.33
25% 10.00 6.37 7.53
50% 29.51 23.78 25.70
75% 59.14 54.19 55.87

<표 16> 통행시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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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행시간 지표 로렌츠 곡선(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30 0.36 0.36
25% 8.54 5.70 6.03
50% 27.28 22.71 23.20
75% 57.27 53.34 53.62

<표 17> 통행시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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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통행시간 지표 로렌츠 곡선(오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30 0.36 0.34
25% 8.84 5.72 6.59
50% 27.78 22.80 24.30
75% 57.72 53.51 54.88

<표 18> 통행시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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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빈도

운행빈도 지표는 전 시간대(오전첨두/비첨두/오후첨두)에서 각

계층 간 지니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첨두 시

간대보다 첨두 시간대에 더 많은 운행이 배정되므로 각 계층의 평균 운

행빈도는 오전첨두 시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에 크게 도출되었다. 비첨

두 시간대에서 일반인의 지니계수는 0.16, 고령자의 지니계수는 0.13, 장

애인의 지니계수는 0.13으로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의 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운행빈도 측면에서는 각 계층 간 분배되는 정도

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가용성은 계층 간

불평등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오전첨두
평균 19.45 19.05 19.05

표준편차 5.84 5.25 5.29

비첨두
평균 14.10 13.16 13.20

표준편차 4.69 3.07 3.09

오후첨두
평균 19.51 18.55 18.60

표준편차 5.78 4.55 4.61

<표 19> 운행빈도 지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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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6 0.16 0.15
25% 15.87 15.94 15.98
50% 38.19 38.66 38.79
75% 66.13 66.50 66.85

<표 20>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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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6 0.13 0.13
25% 16.75 17.57 17.55
50% 38.79 40.57 40.52
75% 65.82 67.81 67.75

<표 21>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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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5 0.14 0.14
25% 16.84 17.08 16.97
50% 39.22 39.99 39.85
75% 66.72 67.40 67.36

<표 22>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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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성

신뢰성 지표 측면에서는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일반인과 고령

자/장애인 계층 간 지니계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첨두 시간대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출근통행과 통학퇴근과 같은 의무통행이 상

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뢰성 지표의 표준편차가 작게 도출되었

다. 반면에 비첨두 시간대에서는 의무통행뿐만 아니라 여가, 쇼핑, 친교

통행 등 다양한 목적통행이 이루어진다. 통행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통

행거리와 통행시간이 상이하다.

[그림 10]에서 비첨두 시간대의 각 계층의 신뢰성 지표 분포를 살펴

보면 고령자/장애인의 분포는 평균에 모여있는 분포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인의 분포는 왼쪽으로 꼬리가 치우친 분포를 띄고 있다. 따라서, 고

령자와 장애인의 지니계수는 낮게 도출되고, 일반인의 지니계수는 높게

도출되었다.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오전첨두
평균 9.47 12.08 10.99

표준편차 1.67 1.67 1.85

비첨두
평균 10.17 12.71 12.68

표준편차 3.07 1.36 1.45

오후첨두
평균 11.33 12.61 12.25

표준편차 1.70 1.62 2.01

<표 23> 신뢰성 지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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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첨두 시간대의 신뢰성 지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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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뢰성 지표 로렌츠 곡선(오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09 0.08 0.09
25% 19.62 20.53 19.72
50% 43.14 44.14 43.04
75% 70.03 70.63 69.73

<표 24> 신뢰성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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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뢰성 지표 로렌츠 곡선(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7 0.06 0.06
25% 15.17 21.53 21.40
50% 37.68 45.39 45.31
75% 65.94 71.38 71.60

<표 25> 신뢰성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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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신뢰성 지표 로렌츠 곡선(오후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08 0.07 0.09
25% 20.46 20.92 19.93
50% 43.90 44.65 43.33
75% 70.22 71.00 69.97

<표 26> 신뢰성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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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분석 결과, 운행빈도는 오전/비첨두/오후첨두 시간대에서 계층

간 분배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행시간은 오전/비첨

두/오후첨두 시간대 모두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간 분배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지표의 경우 비첨두 시간대에서만 일반인

과 고령자/장애인 간 분배의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서비

스의 가용성은 계층 간 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편의성/

편리성은 계층 간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신뢰성

지표는 비첨두 시간대에서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통행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행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

문에 도출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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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1

파업으로 인해 도시철도 1 – 4호선의 운행빈도가 감소하였을 경우

전체 시간대 중에서 비첨두 시간대에서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계층 간

불평등정도 차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간 불평등 정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비첨두 시

간대에서는 일반인 0.18, 고령자 0.13, 장애인 0.13으로 도출되어 일반인

계층이 고령자와 장애인 계층보다 지니계수가 높게 도출되었다.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오전첨두
평균 16.75 16.16 16.32
표준편차 5.49 4.62 4.73

비첨두
평균 11.69 10.78 10.91
표준편차 4.56 2.60 2.66

오후첨두
평균 16.03 15.02 15.16
표준편차 5.40 3.81 3.76

<표 27>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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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전

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7 0.16 0.16
25% 15.46 16.13 16.08
50% 37.34 38.51 38.38
75% 65.35 66.26 66.06

<표 28>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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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비첨

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8 0.13 0.13
25% 15.73 17.93 17.87
50% 37.02 40.78 40.59
75% 64.07 68.00 67.56

<표 29>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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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후첨

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6 0.13 0.13
25% 16.35 17.53 17.65
50% 38.38 40.31 40.38
75% 66.16 67.70 67.47

<표 30> 시나리오1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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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기존 파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지니계수와 시나리오1

의 지니계수의 변화분을 살펴보면 오전첨두 시간대보다 비첨두 시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크게 변하였다. <표 32>은 1 - 4

호선 도시철도 정거장의 위치를 구별로 집계한 결과다. 중구, 강남구, 종

로구,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에 밀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5

개 구와 용산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을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다. 이 7개 구를 제외한 17개 구(영등포구 제외)는 상업지역 비율보

다 주거지역 비율이 더 큰 지역이다. 따라서 오전첨두 시간대에서는 출

근통행과 통학통행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1-4호선의 운행빈

도 감소로 인한 영향이 비첨두 시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보다 적은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비첨두 시간대에서 일반인의 지니계수의 민감도가 다른 계층

의 지니계수의 민감도보다 더 크게 도출되었고, 일반인의 불평등정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첨두 시간대에 상위 5개 구(중구/강남구/

종로구/성동구/서초구)에서 발생하는 각 계층의 통행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인 계층은 약 40%, 고령자 계층은 약 33%, 장애인 계층은 약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1-4호선의 운행빈도 감소로 인해 일반인 계층

이 다른 계층보다 받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인 계층이 더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준 시나리오에서 각 계층 간 불

평등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시나리오1에서는 일반인 계층이 민감

하게 반응하여 다른 계층보다 불평등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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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도시철도 1 – 4호선 위치도

구분 기준 시나리오1 차이

오전첨두
일반인 0.161 0.172 +0.011
고령자 0.158 0.158 -
장애인 0.154 0.160 +0.006

비첨두
일반인 0.158 0.183 +0.025
고령자 0.132 0.128 -0.004
장애인 0.133 0.132 -0.001

오후첨두
일반인 0.147 0.156 +0.009
고령자 0.140 0.134 -0.006
장애인 0.141 0.135 -0.006

<표 31> 시나리오1 계층 별 지니계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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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름 역개수 주거 상업 구이름 역개수 주거 상업
중구 16 1.85 15.46 관악구 4 4.70 1.54
강남구 13 7.42 6.63 광진구 3 3.56 0.80
종로구 10 3.02 11.61 성북구 3 5.46 1.57
성동구 9 3.05 1.87 강북구 3 3.37 1.07
서초구 9 5.79 5.22 노원구 3 4.29 2.33
송파구 7 6.45 9.03 금천구 3 1.79 0.59
용산구 5 3.72 4.92 영등포구 3 2.46 10.31
동대문구 5 4.00 3.27 도봉구 2 2.48 1.02
서대문구 5 4.74 1.12 양천구 2 3.85 3.15
구로구 5 3.13 2.03 중랑구 0 3.32 1.41
동작구 5 4.23 1.36 강서구 0 4.52 5.22
은평구 4 4.71 2.07 강동구 0 3.98 2.66
마포구 4 4.11 3.72

<표 32> 구별 도시철도 역 개수 및 용도지역 비율

2) 시나리오 2

파업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운행빈도가 감소하였을 경우 비첨두 시간

대에서 일반인의 지니계수가 0.15, 고령자의 지니계수는 0.13, 장애인의

지니계수는 0.13으로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계층 간 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고, 각 계층 간 불평등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오전첨두
평균 18.93 18.57 18.60

표준편차 5.87 4.99 5.06

비첨두
평균 13.60 12.78 12.83

표준편차 4.23 2.89 2.92

오후첨두
평균 18.80 17.95 18.03

표준편차 5.25 4.29 4.32

<표 33>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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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전

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5 0.15 0.15
25% 15.87 15.94 15.98
50% 38.19 38.66 38.79
75% 66.13 66.50 66.85

<표 34>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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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비첨

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5 0.13 0.13
25% 17.04 17.85 17.81
50% 39.11 41.01 40.94
75% 65.94 68.29 68.19

<표 35>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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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로렌츠 곡선(오후

첨두)

구분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지니계수 0.14 0.13 0.13
25% 17.19 17.35 17.28
50% 39.68 40.36 40.34
75% 67.04 67.75 67.90

<표 36> 시나리오2 운행빈도 지표 지니계수 및 분포(오후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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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2 분석결과 도시철도 1-4호선의 운행빈도가 감소하였을 때

보다 지니계수의 변화가 작았다. 또한, 시나리오1과 달리 오전첨두/비첨

두/오후첨두 시간대의 지니계수 변화분은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특정 지

역에 밀집되어있는 도시철도 1 – 4호선 정거장과는 달리 서울시 버스

정류장은 [그림 21]과 <표 38>과 같이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있다. 따

라서 시내버스 운행빈도가 감소하게 된다면 시나리오1과 다른 변화 패턴

을 보일 것이다.

구분 기준 시나리오1 차이

오전첨두
일반인 0.161 0.154 -0.007
고령자 0.158 0.151 -0.007
장애인 0.154 0.155 +0.001

비첨두
일반인 0.158 0.154 -0.004
고령자 0.132 0.125 -0.007
장애인 0.133 0.126 -0.007

오후첨두
일반인 0.147 0.141 -0.006
고령자 0.140 0.134 -0.006
장애인 0.141 0.133 -0.008

<표 37> 시나리오2 계층 별 지니계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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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서울시 버스 정류장 분포

구이름 역개수 비율 구이름 역개수 비율
서초구 711 5.74 도봉구 480 3.88
강남구 676 5.46 성동구 455 3.67
성북구 663 5.35 종로구 408 3.29
노원구 652 5.27 양천구 406 3.28
마포구 619 5.00 송파구 398 3.21
강서구 615 4.97 중랑구 394 3.18
구로구 590 4.76 금천구 388 3.13
관악구 577 4.66 용산구 388 3.13
강북구 569 4.60 동대문구 371 3.00
영등포구 561 4.53 강동구 368 2.97
은평구 546 4.41 광진구 316 2.55
서대문구 533 4.30 중구 203 1.64
동작구 496 4.01

<표 38> 구별 버스 정류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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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진단하고 평

가하였다. 형평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평가 매뉴얼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정의하였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 수단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대상 AHP 조사를 실시하고, 수단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크게 가용성과 편의성/편리성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운행빈도,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를 이용하여 계층 간 형평

성을 진단하였다. 운행빈도 지표에서는 일반인, 고령자, 장애인 계층 간

분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반면에 신뢰성 지표에서는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에서는 각 계층 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첨두 시

간대에서는 일반인과 장애인, 고령자 간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통행시간 지표에서는 3개 시간대에서 모두 각 계층 간

불평등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전 시간대에서 일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간 지니계수 차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운행빈도를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 가용성의 계층 간 형평성은 이루

어지고 있었고, 반면에 편의성/편리성 측면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 정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계층보다 일반인 계층의 불균

등한 분배를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 수단의 운행빈도가 감소하였을 때 각 계층

의 지니계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철도 1 – 4 호선의 운행빈

도가 감소하였을 때 오전첨두 시간대를 제외하고 비첨두 시간대에서 일

반인과 고령자/장애인 간 불평등 정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



- 54 -

다.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운행빈도 감소로 인해 일반인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비첨두 시간대와 오후첨두 시간대에서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하였다. 도시철도 1-4호선의 역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중구,

강남구, 종로구,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들의 용도지역 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 17개 구(영등포구 제외)에서는 주거지

역 비율이 상업지역 비율보다 높았다. 오전 첨두시에는 출근통행이나 통

학통근과 같은 의무통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운행빈도 감소에 따른 민

감도가 크게 도출되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빈도가 감소하였을 때 각 계층의

지니계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도시철도 1-4호선의 운행빈도 감소에 따

른 민감도 변화보다 변화 폭이 작게 도출되었다. 서울시 버스의 정류장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1 –4호선과 달리 전역에 분포되어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서울시 내부 통행을 기준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를 서울시 내부 통행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인천과 서울 간 통행이 분석과정에

서 제외되었다.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서울시 외부 존과의 통행을 고려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결과에서 비첨두 시

간대의 결과가 오전/오후첨두 시간대의 결과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통

행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통행 목적별 대중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분석한다면 지금과 다른 시사

점이 도출될 것이다.



- 55 -

본 연구에서는 비집계 자료인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통행자의 실제 통행 패턴을 반영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계층 간 형평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RP자료의 한계점으로 실제 통

행한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당일 통행하지 않았거나 잠재적 수요

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하루의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의미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시간적 범위

를 확대하여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 수요를

포함할 수 있는 인구통계자료와 같은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

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사회·교통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 재설

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체계를 차용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평가지표를 정의하였다. 서울은 고밀

도 도시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17년 기준 65%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의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인구·사회 특성도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향

후 연구에서는 서울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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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alanced distribution among classes is intensifying due to

traditional transportation policies aimed at enhancing efficiency and

mobility in the past. Transportation should be guaranteed to all users

as a means of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for their activities

(leisure, commuting and so on). However, due to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these public transit services, individuals or groups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and many

papers are assessing the equity of public transit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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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equity of public transit

services between classes and to grasp unbalanced distribution of

public transit services in Seoul.

In this study, the equ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s

analyzed by applying a vertical equity theory that can evaluate the

equity between classes for the internal passage of Seoul. This paper

evaluates the availability of public transit services through frequency

indicator and to diagnose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public

transit services through travel time indicator and reliability indicator.

In additio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who is constrained in

mobility are defined as disadvantaged group.

In this study, the relative importance of buses and urban railway

is derived through AHP analysi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means is applied in each indicators. The relative importance of buses

was derived from 0.376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urban railway

is 0.624. Next, the Lorenz curve and the Gini coefficient is applied in

this study to evaluate equity between classes. Finally, when the

frequency of each vehicle is changed, this paper evaluates the

sensitivity of the Gini coefficient for each classes.

As a result, the unbalanced distribution between the general and

the elderly/disabled classes is identified in terms of travel time

indicator. And inequity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s greatly

evaluated. In terms of the frequency, balanced distribution is identified

between classes. But, the degree of inequity is larger in the general

class than in the elderly/disabled only during off-peak. As a result,

the availability of public transit service is balanced between classes,

but unbalanced distribution between classes is identified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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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and convenience of public transit service.

According to result, the Gini coefficient is more sensitive when

the frequency of the urban railroad line 1-4 is reduced than when the

frequency of bus service is reduced. Urban railway lines 1-4 are

concentrated in central business areas and commercial area, while bus

stops are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In addition,

when the frequency of the urban railway line 1-4 decreased, the

general class responds more sensitively tha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is is because the traffic volume of the general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two classes in the top five areas where the

stations of urban railway Line 1-4 are located

There are three main limitations to this study. The first is limited

to the internal trips and the purpose of trip is not distinguished. The

second is the limitation of RP data which is hard to reflect users

who doesn't travel and potential demand. Finally, this study borrows

the US public transit service evaluation manual and defines general

indicators.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sider the above

three limitations.

keywords : Public transit service, Vertical equity, The

disadvantaged, Social exclusion, Transport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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