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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교통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격차는 사회･경제 활동의 기회에 있어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근 카셰어링 등 공유 모빌리티의 도입 양상은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숲 수요응답형교통(DRT)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첨단교통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개선방향 모색
숳 수도권 외곽에 소재한 양주 등 4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검토
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
숴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DRT의 공간적 확대
방안,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 지원방안 등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 등의 공간적 확대를 위해 참여업체의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숲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첨단교통서비스 업체가 정부지원 DRT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 규정
숳 수도권 외곽의 경우 첨단교통서비스 업체가 ‘동’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읍･면’지역에 최소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제
숴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서비스’(가칭)를 도입하기 위해 첨단교통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숵 중앙정부차원에서 DRT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교통수단과 첨단교통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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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공간적또는계층적격차는사회･경제활동의기회에
있어차별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형평성측면의개선필요
∙ 4차산업혁명의도래로이동수단측면에서교통서비스의첨단화가가속화되어,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가도입됨
∙ 첨단교통기술은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기회요인인동시에, 승객에
대한콜거부등으로인해서비스의공간적또는계층적편차를야기가능
∙ 첨단교통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모색
□ 연구의 범위
∙ (공간적범위) 수도권외곽을주요연구대상으로선정
- 수도권은 대도시권 중에서 대중교통이나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높아서정책개선을통한형평성개선효과의파악이더용이
- 특히수도권외곽의‘동’지역과‘읍･면’지역간에는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
격차가명확히존재하여, 이두지역간비교를중심으로형평성이슈고찰
∙ (시간적 범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첨단교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5년부터현재까지를중점적으로다루되, 수요응답형교통(DRT)과관련해
서는그이전의시점도포함함
∙ (내용적범위) 교통수단의범위, 교통서비스의형평성과관련된공간적, 계층적
범위를설정하되, 첨단교통서비스가전체교통체계내에서형평성격차를완화
하기위해담당해야할역할을중점적으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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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측면에서는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 정부지원수요응
답형교통(DRT)과 더불어 버스, 승용차 등 기존 교통수단을 분석대상으로
포함
- 일반적인교통정책을평가하는데사용되는‘대중교통취약지역’, ‘교통약자’의
개념을수용하되,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기술및운영특성을추가로고려
- 주요연구내용은‘첨단교통서비스의개념정립과형평성이슈고찰’, ‘첨단
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과 정책동향 조사’,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
분석’, ‘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모색’으로구성됨

2.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과 형평성 이슈
□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
∙ (첨단교통) 첨단교통은정보통신기술, 자동화기술등첨단기술을교통에접목
함으로써가능해진보다개선된교통관리나운영체계로정의할수있음
∙ (첨단교통서비스) 첨단교통의틀안에서운영되는서비스로기술진보에영향
을받을수있으며, 정보제공, 이동수단, 차량의기능등에따라다양한스펙트
럼을보일수있음
□ 첨단교통서비스의 범위
∙ 국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가 도입되어, 통행자들의편의성을향상시켜줌
∙ ITS는교통정보제공, 교통관리첨단화측면에서기여한반면에, 2010년대중
반부터디지털기술의혁신으로모바일플랫폼기반의이동서비스가확대됨
∙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것이고,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가 확대될
전망이며, 친환경동력및연료기술이교통체계의변화에영향을줄수있음
∙ 본연구에서는현재시점에서교통체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이동수단측면을
중심으로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을고찰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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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첨단교통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와 상호작용

출처: 저자작성

□ 공유 경제의 확대와 교통체계의 변화
∙ (공유경제) 공유경제는집, 차량등의자산을타인과공유함으로써, 자산소
유로인한비용부담을줄이고, 자산의활용성을높임
∙ (대중자본주의확대요인) ‘스마트폰의대중화’, ‘전역적인무선통신망의보급’,
‘신뢰시스템의구축’으로인해플랫폼기반의교통서비스가확대됨
∙ (교통체계의변화) 세계의여러도시에서‘스마트모빌리티’, ‘주문형교통서
비스’(MOD: Mobility On Demand)의틀내에서공유모빌리티의대안교통
수단으로서의역할을강조함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이슈
∙ (형평성) 사회구성원에대한편익이나비용의배분과관련되며, ‘편익의수혜’,
‘지불가능’, ‘투입자원의보상’ 등다양한관점에서정의됨
∙ (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형평성) 교통정책의형평성에관한선행연구중상
당수는교통서비스의접근성에대한상대적격차에주안점을두고수행됨
∙ (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형평성) 기존교통서비스와마찬가지로공간적,
사회적, 경제적관점의형평성이슈가제기되며, 운영및기술적특수성으로인
한새로운측면의형평성이슈가제기됨
- 고밀도지역과저밀도지역에서대중교통등교통서비스에대한격차가발생
함으로써공간적형평성문제가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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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서비스에대한공간적격차는통근･통학, 의료서비스등을받는데있
어상대적인기회의차이를야기하여사회적관점의형평성문제발생
- 또한, 대중교통취약지역의저소득층, 고령층통행자가부득이하게승용차에
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여교통비부담가중
- 이러한기존의형평성문제이외에도, 첨단교통서비스는첨단기술에대한부적응,
문화적수용성등의장애요인으로인해공간적또는계층적격차를유발함

3.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과 정책동향
□ 조사대상 첨단교통서비스
∙ (첨단교통서비스의선정기준)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다루는첨단교통서비스는
국내에서상용화되었거나, 정부지원으로서비스되고있는공유모빌리티임
-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모바일호출택시는민간업체가수익
을목적으로운영하는모바일플랫폼기반서비스임
- 수요응답형버스와복지택시는정부지원을통해대중교통취약지역을중심으로
제공되는수요응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서비스임
그림 2 | 조사대상 첨단교통서비스의 유형구분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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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 및 정책동향
∙ (민간부문의공유모빌리티) 모바일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가주로대도시의
고밀도지역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공간적측면의접근성격차존재
- 첨단교통서비스에관한혁신기술의혜택이공간적, 계층적으로가급적골고
루돌아갈수있도록정책지원필요
∙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공공부문지원) 중앙정부의지원은‘읍･면’지역을중심
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그혜택을받지못하는마을이많이존재
- DRT가 궁극적으로고령층이나저소득층을위한접근성개선에기여하기위
해서는공간적으로확대되어야할뿐만아니라, 운영의효율성확보도필요
∙ (해외정책동향) 다양한운영방식의첨단교통서비스를활용하여대중교통취약
지역의접근성을향상하거나교통약자복지증진사업을추진
- 일본, 영국등에서는조건이부합하면, 택시합승이나개인간승차공유도
허용하는법제도를도입
- 미국, 영국등에서첨단교통서비스의이용편의성향상을위해교통수단간
연계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개발
- 미국의여러주에서는Uber 등라이드소싱업체등을통해플랫폼기반서비
스의운영정보를공유하게함

4.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분석: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 실증분석의 개요
∙ (실증분석의 목적)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통행패턴을파악하고, 첨단교통서비스형평성제고요구사항모색
∙ (공간적범위및지역구분) 경기북부4개도시(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를
분석대상으로설정
- 의정부, 동두천시는‘동’지역으로만구성, 양주와포천시는‘동’지역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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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법정리로구성됨)’ 모두포함
- 상세분석을위해본실증분석지역을‘읍･면지역여부’와‘대중교통접근성
수준’에따라구분
- ‘대중교통접근성수준’을‘정상’과‘취약’으로구분하였으며, 이를위해한
국교통안전공단의대중교통현황조사자료활용
그림 3 | 실증분석을 위한 지역구분

출처: 저자작성

∙ (수행절차) 교통서비스의접근에관한형평성개선요구사항파악하기위해다
각적인통계분석및설문조사수행
- 대상지역의노령화수준, 전반적인토지이용패턴검토등을통해실증분석
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
- 승용차이용패턴, 교통수단선택패턴, 대중교통접근성등을분석하여기존
교통수단의이용현황파악
- ‘실증대상지역의첨단교통서비스현황검토’, ‘이용자요구사항검토’, ‘공급
자요구사항검토’를통해첨단교통서비스의요구사항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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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실증분석의 수행절차

출처: 저자작성

□ 실증분석의 시사점
∙ (교통접근성의공간적격차) ‘실증분석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 결과,
업무, 주택, 생활서비스가좋은지역은주로동지역에한정되어있음
- ‘읍･면’ 지역에서는‘동’ 지역과는달리저밀도의토지이용이이루어지고있으
며, 이는‘읍･면’지역에서승용차의존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과관련됨
∙ (교통접근성의계층적격차) ‘기존교통수단의이용현황분석’결과, 저소득층,
고령층 중에승용차이용자가상당수있는것으로파악됨
- 특히대중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읍･면지역에서이러한현상이두드러짐
- 승용차에대한의존도는통행목적, 출발시간대등에따라그패턴이다소차
이가나기때문에세밀한접근이필요
∙ (이용자측면의요구사항) 저소득층을중심으로요금이저렴한복지택시에대
한수요가높고, 읍･면지역을중심으로정부지원DRT에대한확대요구가큼
- 현재 경기도의일반택시 운임체계가 읍･면지역 출발 통행자에게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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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어서, 라이드셰어링에대한요금할인을원하는잠재수요가높음
∙ (공급자측면의요구사항) 국토교통부차원의업무분장논의, 민간교통서비
스업체간에는대중교통에소외된지역및계층을위한운영연계및협력필요
- 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과관련하여, 중점추진부서와정책협의체구성필요
- 민간교통서비스업체간에는수익성에관한갈등을피하고, 공익을위한사
업모델발굴이필요

5.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기본방향
∙ (정책목표) 모든이용자가교통수단에구애받지않고, 자신의목적이나여건에
맞게교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
- 이를통해모든이용자가기존에비해편익이향상되는것을지향하되, 교통
서비스에대한공간적또는계층적접근성격차를완화하는데주안점을둠
- ‘수요응답형교통의공간적확대’, ‘모바일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의활용
지원’, ‘저소득층과고령층을위한접근성개선’, ‘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
통서비스간연계’를주요추진전략으로설정
□ 추진전략 별 정책방안
∙ (수요응답형교통의공간적확대) ‘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등의공간적확대를
위해서기존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
- 정부지원DRT 사업의참여업체가자율적으로운영방식을개선하거나요금
을적정수준으로인상하도록하여서비스지역의확대를장려
- 공공성을위해필요한경우는지자체가일부노선에대해직접서비스운영
∙ (모바일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의활용지원) 모바일플랫폼기반사업자가
차별받지않고정부지원DRT 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법제도개선및신규사
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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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시행령에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
업체가수요응답형교통사업에참여할수있는자격조건및의무사항을규정
- 예를들면, 해외와같이택시와‘플랫폼기반교통서비스업체’를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서비스업체가주요운영정보를해당지자체에제공하도록의무화
- 승차공유업체가자체적으로운전자자격점검기준을마련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의무화
- ‘혁신교통모델’(가칭)을발굴하여, 공유모빌리티업체가‘동’ 지역에서효
율적으로서비스를운영하도록세금감면등인센티브를제공하되‘읍･면’에
서는최소서비스이상을제공하도록의무화함
- ‘동’지역에서‘택시’와‘플랫폼’ 업체간에경쟁이심화되지않도록틈새시장
을공략하는공유모빌리티사업모델개발(예: 취약시간에대안서비스제공)
∙ (저소득층과고령층을위한접근성개선) 통행목적, 출발시간대별로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승용차 이용패턴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가칭)를제공
- 예를들면, 고령층의‘통행일지’(travel diary) 조사결과에기반을두어커
뮤니티센터, 의료기관과의연계를통해맞춤형이동서비스제공
- 중앙정부는지자체및참여업체를대상으로참신한사업기획을장려하기위
한지침을개발하고, 지자체는서비스의공공성을고려하여직접운영도고려
∙ (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통서비스간연계강화) 수요응답형교통(DRT) 관리시
스템의보급을확대하고, 지자체ITS 사업등을활용한시범사업추진
- 지자체여건에맞게시스템구축, 교통안전공단위탁관리비할인지원
- 기존의ITS 사업이나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을재원으로하여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통서비스간연계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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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본 장에서는 교통서비스의 첨단화로 인한 기회요인과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와 정부의 수요응답형교통(DRT)의
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하며, 첨단교통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형평성 이슈를 논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의 기대효과 등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인해정보제공, 이동수단등여러분야에서첨단교통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통해교통정보의수집및제공의첨단화가본격적으로이
루어졌다(김광호 외, 2016). 더 나아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은 이동수단
측면에서 교통서비스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핸드폰 등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하는이동서비스가대도시를중심으로급속하게확대되고있다. 이러한모바
일플랫폼기반의서비스는첨단기술을통해서비스이용자와공급자간의거래비용을
크게 낮춰 주었다. 이로 인해 통행자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마련되었다. 예를들면, 모바일예약및결제등을통해승용차를소유하지않
고도, 카셰어링 등의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door-to-door 접근이 가능해졌다.

제1장 서론 ･ 3

반면에모바일플랫폼1) 기반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차별이언론에자주회
자된다. 예를들면, 해외의Uber, Lyft와같은이동서비스에서승객의요청을운전자
가 수락함에 있어, 승객의 장애 여부, 인종 등에 따른 상대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드러났다. 국내에서도모바일호출서비스인‘카카오택시’ 앱을이용하는기사들이장
거리서비스요청위주로수락하는경향을보이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뉴스핌, 2018).
뿐만아니라모바일플랫폼기반의첨단교통서비스는사업의수익성을위해도시의
고밀도지역을중심으로확대되는경향이있어, 공간적인형평성이슈가제기될수있
다. 일반적으로‘읍･면’에해당하는농촌저밀도지역은‘동’을중심으로하는도시부
고밀도지역에비해버스, 지하철등대중교통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
이와같은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격차는교통비부담을가중시키거나고용, 의료
등사회･경제활동으로의기회에있어차별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형평성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교통서비스마저 고밀도 지역에만 활성화 될
경우 교통서비스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성 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같은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공간적인형평성문제는지방뿐만아니라대도
시권외곽에소재하는도･농복합도시에도해당되는사안이다. 대도시권의외곽이라도
‘동’ 지역은광역철도역을중심으로상대적으로고밀도개발이이루어져, 도보나대중
교통으로출퇴근이용이한편이며, 쇼핑, 의료등의서비스이용도편리하다. 반면에
대도시권의‘읍･면’ 지역은대중교통의접근성측면에서는지방도시의‘읍･면’과거의
유사하게낮은편이다. 이로인해저소득층이나고령층의통행자가부득이하게승용차
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위와같은문제를인식하여대중교통취약지역의접근성향상을위해수요응
답형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이라는새로운개념의이동서비스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정부 보조금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공급되고있다. 한편해외에서는대중교통취약지역의접근성향상을위해해당지역

1)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이용자와 앱 개발자를 연결해주는 기초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프로그램인 앱은 운전자나 차량을 승객과 매칭해주는 중계 플랫폼을 제공함(Sundararajan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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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모든이용자가교통수단의구애없이자신의수요에맞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연구개발및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국내에서도
버스, 택시등기존교통수단에만한정하지말고, 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
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목적은첨단교통서비스에소외될수있는지역이나계층에대한사회･경
제적특성및요구사항을파악하고, 서비스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을도
출하는 데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첫째,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행태, 첨단교통서비스의 제공현황을 분석하여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격차를 파악한다.
둘째,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이용자잠재선호, 전문가면담을통해형평성제고요
구사항을 파악한다.
셋째, 기존교통수단에대한접근성편차,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요구사항등을고
려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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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범위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외곽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대상 선정에 있어,
수도권은 대도시권 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단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첨단교통서비스의도입도다른대도시권보다상대적으로더많이이루어져첨단교통서
비스의 정책 개선효과를 부각시키기에 더 용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수도권외곽지역중에서울북쪽에인접해있는4개도시(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
천시)를실증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분석대상은도시지역에해당하는‘동’지역
과농촌지역에해당하는‘읍･면’ 지역을포함하고있어, 이두지역을비교하는방식으
로 첨단교통서비스의 공간적인 형평성 이슈를 고찰한다.

(2) 시간적범위
카셰어링등모바일플랫폼기반의첨단교통서비스가2015년무렵부터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 이때부터2019년현재까지를중심으로사례분석, 정책
동향을 검토한다. 수요응답형교통(DRT)의 경우, 해외에서는 그 이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경우가있으므로, 본연구와의관련성을고려하여2010년초반까지도시간적
범위로포함한다. 본연구의통계분석을위해서는현재시점인2019년을기준으로관
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년도를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3) 내용적범위
본연구는수도권외곽지역을중심으로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개선을위한요구
사항을파악하고, 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을주요내용적범위로설정하였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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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본연구에서설정한교통수단의범위, 교통서비스의형평성과관련된공간적, 계
층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교통수단측면에서는공유모빌리티2)뿐만아니라버스, 승용차등기존교통수단까
지포함하여조사및분석을수행하였다. 현재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가
교통체계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직크지않기때문에, 기존교통수단의대안으
로서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교통정책을평가함에있어‘대중교통취약지역3)’, ‘교통약자4)’라는개념
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첨단교통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이나계층을파악하는데에도그대로활용하였다. 공간적측면에서, ‘대중교통취
약지역’이대체적으로저밀도지역이기때문에첨단교통서비스에대해서도취약지역일
수있고, 일반적인교통약자가첨단교통서비스에대해서도취약계층에속할가능성이
높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첨단교통서비스의 기술 및 운영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보다
접근성이상대적으로더떨어질수있는계층(예: 첨단기기에적응력이떨어지는고령
층 통행자)의 요구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 정립과 형평성 이슈 고찰
￮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과 정책동향 조사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분석(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2) 첨단교통서비스 중에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 정부지원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
3)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급이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은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여부를 구분함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시행 2019.2)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
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통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공간적, 계층적 격차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저소득층,
소외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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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문헌검토
￮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정책 동향 및 형평성 이슈 검토

(2) 통행패턴파악을위한통계분석및GIS 분석
￮ 승용차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경제지표와 통행패턴의 상관관계 분석
￮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3) 수도권외곽지역통행자대상첨단교통서비스요구사항설문조사
￮ 기존 교통수단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첨단교통서비스 요구사항 및 선호도 파악

(4) 첨단교통서비스제공에관한실무자및전문가면담
￮ 수요응답형교통, 택시, 버스 정책 담당 공무원 면담
￮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 면담

(5) 전문가자문기구운영
￮ 연구의 중간 성과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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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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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현황
(1)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및형평성평가에관한연구
박상우외(2008)는장애인대상특별교통수단에대한평가체계를정립하였다. 운영
자측면에서는생산성과효율성을, 이용자측면에서는가용성과만족도를평가항목으
로선정하여각 평가항목별로정량평가지표를도출하였다. 또한이를사례지역에적용
하여 얻어낸 시사점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종학(2015)은인천지역에수요응답형교통(DRT)을효과적으로도입하기위한정
책대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교통취약지역을행정동기준과정류소기준으로나누
어서파악하였고, 교통취약지역의대중교통운영실태를분석하였다. 또한복지향상을
위한 사회통합형 DRT와 수익형 DRT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운영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haheen 외(2017)는공유모빌리티의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장애요인을분석하
기위한틀을제시하였다. 또한이분석틀을통해공간적, 시간적, 경제학적, 육체적,
사회적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공유 모빌리티의 기회요인과 당면과제를 논의하였다.

(2) 대중교통취약지역및계층에대한교통서비스접근성평가에관한연구
황기연외(2016)는서울시의민관협력카셰어링프로그램인“나눔카” 서비스도입
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기존에소득과대중교통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졌던지역에서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카셰어링 차량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윤경외(2016)는교통측면의사회적배제를평가하기위해교통포용지수를산정
하였다. 이연구에서는공급자와이용자측면을모두반영하여교통포용지수를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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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지수를지역내교통서비스의수준을평가하거나대중교통취약지역을파악하
는 데에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광호외(2017)는수도권의위성도시에서중심도시인서울로의통행을위한대중
교통접근성을평가하기위해출발지에서광역철도역까지의버스접근시간을산정하
였다. 또한광역철도역의토지이용패턴을유형화하였다. 더나아가이두가지정보
와환승교통량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광역철도역의유형을구분하였고, 유형
별로 공유 모빌리티 시설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아외(2017)는전라북도의대중교통접근성취약지역과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지역을공간적으로비교･분석하고, 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
시와경기도고양시를대상으로소득계층분포와대중교통접근성간의상관관계를분
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저소득층을위한대중교통접근성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연구들은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성이나형평성을개별수단별로검토하고분석
하였다. 또한기존의교통서비스와첨단교통서비스를연계하여접근성을검토한사례
는거의없었다. 반면에본연구는기존교통수단의접근성이취약한지역및계층을
위해첨단교통서비스가활용됨으로써, 형평성문제를완화할수있는방안을종합적으
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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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 수요대응형 복지교통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수요대응형 복지교통 서비스 평가모
형 구축 및 적용

2

∙ 과제명: 서울시 민관합작 카셰어링의
시행효과 평가
∙ 국내외 문헌검토
∙ 연구자: 황기연 외(2014)
∙ 통계분석
∙ 연구목적: 서울시의 민관합작 카셰어 ∙ 계량모형분석
링 사업 시행 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교통형평성의 개선 여부를 평가함

∙ 서울시의 나눔카 서비스의 도입후 카
셰어링 이용 변화량 분석
∙ 나눔카 시행 전･후 이용수요 비교분석
∙ 서울시 권역별 교통형평성 개선 효과
분석

3

∙ 과제명: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
통체계 운영전략 및 추진방안
∙ 연구자: 한종학(2015)
∙ 국내 문험검토
∙ 연구목적: 인천시 교통취약지역의 대 ∙ 설문조사
중교통 이용특성에 맞는 인천형 수요 ∙ 통계분석
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과 추진방
안 제시

∙ 교통취약지역 분석 및 선정
∙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현황 분석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선호도 조사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 및 사
업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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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
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 배윤경 외(2016)
∙ 연구목적: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배제
발생 현상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교통
서비스 개선의 사회적 배제 해소 효과
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

선행

12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수요대응형 교통체계 평가모
형 구축- 복지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 국내외 문헌검토
∙ 연구자: 박상우 외(2008)
∙ 델파이조사
∙ 연구목적: 수요대응형 복지교통서비 ∙ 사례분석
스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이
지표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검토

주요

연구

연구방법

∙ 국내외 사회적 배제관련 연구 및 정
∙ 국내외 문헌검토
책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 지역별 교통서비스의 차이로 인한 교
통측면의 사회적 배제 현상 확인 및
∙ 설문조사
영향요인분석
∙ 계량모형분석
∙ 연구자문 협의회 ∙ 교통서비스 수준, 개인의 특성 및 통
및 공무원 의견수 행 특성, 교통측면의 사회적 배제와
의 관계분석
렴
∙ 교통측면의 교통포용지수 제안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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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정책 동향
관련 문헌 조사
∙ 과제명: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 공유 모빌리티 제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공자 면담 조사
∙ 연구자: 김광호 외(2017)
∙ 통계 및 GIS 분석
∙ 연구목적: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 ∙ 이용자 설문조사
용하여 대도시권 광역통행의 접근성 및 분석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례 조사

7

∙ 과제명: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방안
∙ 경제･사회적 약자 및 교통부문 공정
∙ 연구자: 박경아 외(2017)
∙ 문헌 검토
성 관련 이론적 고찰
∙ 연구목적: 현재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 통계 및 GIS 분석 ∙ 경제･사회적 약자의 계층별 교통 불
운영 정책이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공 ∙ 대중교통 담당자
평등 수준 진단
정하고 평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 진 면담
∙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정성 개
단하고, 이들을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
선방안 검토
강화방안 제시

8

∙ 과제명: Shared Mobility and
Transportation Equity
∙ 연구자: Shaheen 외(2017)
∙ 문헌 검토
∙ 연구목적: 공유 모빌리티와 관련한 형
∙ 사례 조사
평성 이슈를 공간적, 시간적, 경제학
적, 육체적, 사회적 장애요인으로 구
분하여 검토하고, 정책방안 제시

선행
연구

∙ 국내외 문헌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 첨단교통서비스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
∙ 이용자 설문조사
본연 및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검
∙ 실증분석(통계분석,
구
토하고,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GIS 분석)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연구자문 협의회 및
공무원 의견수렴

∙ 공유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 및 정책
동향과 선진사례 검토
∙ 광역교통 및 공유 모빌리티 현황 분석
∙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수립
∙ 광역 대도시권의 공유 모빌리티 정책
방안 모색

∙ 공유 모빌리티의 형평성과 관련된 현
황 검토
∙ 교통 형평성과 관련된 공유 모빌리티
의 기회와 과제 분석
∙ 공유 모빌리티의 형평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 정립과 형평
성 이슈 고찰
∙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과 정책
동향 조사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분석
∙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
한 정책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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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연구의정책적기대효과는첨단교통서비스를활용하여저밀도대중교통취약지역
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는데있다. 특히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등교통복지서비
스를공간적으로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에대한대안수단을다양화하는긍정적인효
과가 예상된다. 한편, 버스 등 기존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승용차의대안이되는공유모빌리티서비스를활성화함으로써교통서비스접근에대
한공간적형평성제고에기여할수있다. 또한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를
통해해당지역의고용을확충하고, 서비스산업을활성화하는간접적효과도있을수
있다.

2) 학술적 기대효과
학술적기대효과는가구통행실태조사, 토지이용정보등을활용한GIS 및통계분석
을통해교통접근성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방법론을개발했다는데있다. 특히승용
차 이용에 대한 목적, 출발시간 등이 공간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정량적으로규명했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형
평성이슈를공간적접근성, 지불가능성, 서비스의질및신뢰성, 이용매체의편의성
과같이다양한측면으로구분하여검토했다는점에서학술적인기여도가있다. 예를
들면, 본연구를통해통행유형및출발지역에따라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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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과 형평성 이슈

본 장에서는 기술의 진보 양상과 교통체계의 진화를 고찰하여,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중점적으로 다룰 첨단교통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한다. 또한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확대라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첨단교통서비스 중에서 공유 모빌리티가 갖는
중요성을 논의한다. 더 나아가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가
공간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편중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형평성 이슈를 검토한다.

1.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첨단교통은정보통신, 자동화기술등첨단기술을교통에접목함으로써가능해진보
다개선된교통관리나운영체계로정의할수있다. 첨단교통서비스는이러한첨단교통
의틀안에서운영되는서비스로기술진보에영향을받을수있으며‘정보제공’, ‘이
동수단제공’, ‘차량의기능향상’ 등여러서비스분야중에서첨단화의초점이어디
에 놓이는 가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교통시스템에전자･통신기술을접목한지능형교통체
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가 도입되어, 통행자들에게다양한 서비
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감응식신호제어, 버스도착시간실시간제공등은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었다. 최근에는 ITS가 객체 간의 양방향 통신에 기반을 둔
C-ITS(Cooperative Intelligent Systems)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광호 외,
2016). 이러한C-ITS는차량과인프라, 차량과차량, 차량과보행자등도로교통의구
성요소간정보교환을통한소통정보, 안전정보의실시간제공서비스를가능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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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ITS의 도입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까지 이동서비스
측면에서는택시, 버스등전통적인교통수단외에는디지털기술기반의신규서비스
가 거의존재하지않았다. 2010년무렵부터디지털기술혁신(예: 센서의성능개선및
가격하락, 모바일 인터넷 통신의 속도 및 용량 개선)으로 인해 대안적인 이동수단이
본격적으로상용화되기시작했다. 예를들면, 모바일플랫폼의급속한확대로인해앱
기반의 이동서비스(예: 모바일 호출 택시, 카셰어링)가 가능해 졌다.
더나아가가까운미래에는디지털기술의고도화, 차량성능의발전등으로자율주
행차가 상용화될 전망이다.1) 이로 인해 자율주행 주차, 디지털 도로표지 전송 등의
신규 서비스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인교통수단들이주로석유연료에의존했던반면에, 에너지및연료기
술의발전, 정부정책지원등으로인해, 전기차, 수소차등친환경차량들의시장점유
율이점차증가하고있다. 이러한친환경차의확대는공유모빌리티, 자율주행차의도
입과 더불어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Cohen 외, 2017).
요약하면교통기술의혁신이교통서비스를다양한측면에서진화시키고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그림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이동서비스측면에서는인터넷이나전화예
약을기반으로하는‘전통적인공유모빌리티’를‘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
티’로개선하였다. 더나아가센서및자동화등의기술은‘자율주행기반공유모빌리
티’로의도약을가능하게할것이다. 뿐만아니라서비스간융합을통한신규첨단서
비스의등장(예: C-ITS와자율주행의융합)으로첨단교통서비스의스펙트럼은더다
양해질 전망이다.

1) 이미 부분적인 개인용 자율주행차는 도로상에 운영 중에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는 높은 구매 비용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공유 모빌리티를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김광호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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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첨단교통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와 상호작용

출처: 저자작성

본연구에서는위에서논의한다양한스펙트럼의첨단교통서비스중에서현재시점에
서경제및사회적파급효과측면에서교통체계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이동수단측
면을중점적으로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을고찰하고자한다. 특히모바일플랫폼기
반의공유모빌리티, 수요응답형교통(DRT)의접근에관한공간적또는계층적격차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디지털기술의발달, 공유경제의확산에따라급속도로확대되고있는첨단교통
서비스인 공유 모빌리티는 기존 교통수단과는 다른 차원의 형평성 이슈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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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 경제의 확대와 첨단교통서비스
공유경제는집, 차량등을타인과공유함으로써, 자산소유로인한비용부담을줄
이고, 자산의활용성을높이는효과가있다. Sundararajan(2018)은전통적인소유경
제와구분하여, ‘대중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라는개념으로공유경제를
정의하였으며2), 아래표와같이‘시장기반성’, ‘자본이용의효율성제고’, ‘대중에
기반을둔네트워크’, ‘사적인일과직업적업무의경계모호’, ‘정규직과임시직등
직업 유형 간 경계 모호’를 특징으로 한다고 밝혔다.
표 2-1 | 공유 경제의 특징
특징
시장 기반성
자본 이용의 효율성 제고

내용
∙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의 교환 및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함
∙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 촉진
∙ 자산, 기술 등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업이나 국가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주체가 아니라 분권화된 개인으로 이루어진
대중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집단이 자본과 노동력을 공급
∙ 대중 장터가 교환 활동의 매개 기능을 수행
사적인 일과 직업적 업무의 ∙ 인력 제공 활동이 상업화 되고, 승차서비스 제공, 대출 등과 관련된 개인 간 거래
경계 모호
(P2P)가 증가함
정규직과 임시직 등
직업 유형 간 경계 모호

∙ 전일제 일자리가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종속적 고용이 아닌 독립적 고용, 여가시간에
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

출처: Sundararajan(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경제, p60-61 내용 요약

Sundararajan(2018)은Airbnb나Uber와같은전세계적인공유경제플랫폼업체가
탄생하게된배경에는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스마트폰의대중화’, ‘전역적인무선
통신망의 보급’, ‘신뢰시스템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전역적인무선통신망의보급’은정보처리및통신을위한하드웨어나소
프트웨어의발전과관련이있다. 이로인해개개인이정보의수집및제공을실시간으
로수행할수있는모바일기기를보유하고이용함으로써, 대중기반의네트워크가형
2) Sundararajan(2018)의 대중 자본주의 개념은 공유 경제의 시장 자본주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기, 받기, 되돌
려주기와 같은 ‘선물 경제’(Gift Economies)의 속성을 포괄함

20

성될수있다. 한편‘신뢰시스템구축’은‘플랫폼업체의브랜드’, ‘플랫폼이이용자
의과거이력을기반으로부여하는인증’ 등을통해공공기관을통한인증없이도타인
의신원이나의도등을파악할수있는단서를제공해주고있다(Sundararajan, 2018).
이로 인해 전혀 낮선 사람에게 집이나 차를 대여하는 등 민감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
간 공유에 대한 장벽도 낮아지게 된 것이다.
특히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의공유모빌리티는세계의여러도시에서대안적인
교통서비스로자리잡고있다. 여러주요도시에서는‘주문형교통서비스’(MOD)와같
은개념을도입하여, 공유모빌리티와기존교통수단이협력하는모빌리티의생태계를
구축하는방향으로도시교통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
모빌리티는 고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가 없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
그림 2-2 | 주문형 교통서비스(MOD)의 개념도

출처: US.DOT(2018) USDOT Mobility on Demand Program: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MOD

3) 여러 선행연구들도(예: DeGood 외, 2016)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공유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애로
사항이나 비효율성을 보완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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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이슈
1) 교통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형평성은사회구성원에대한편익이나비용의배분과관련되며, 형평성에대한분
석은 ① 배분되는 편익 및 비용, ② 편익 및 비용이 배분되는 사회 계층(population
group), ③ ‘도덕적으로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배분원리를 다룰 필요
가 있다(Di Ciommo and Shiftan, 2017).
형평성에관한개념은여러관점에서검토될수있다.TRB(2011)은‘편익의수혜’,
‘지불가능’, ‘투입자원의보상’, ‘비용에대한 부과’, ‘절차 또는 참여’로형평성의
관점을 구분하여 교통과 관련된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표 2-2 | 형평성의 개념
형평성의 유형
편익의 수혜
(Benefits received)
지불 가능
(Ability to pay)
투입자원에 대한 보상
(Return to source)
비용에 대한 부과
(Costs imposed)
절차 또는 참여
(Process or Participation)

단순한 정의

교통관련 예

비용 지불에 대한 수혜를 받음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함

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지불함

고소득층에게 누진세를 부과하여 사업 재원을
마련함

투입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음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투자를 광역권의
(대중교통을 위해 사용되는) 세수 분담과 매칭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담에 대해 지불함

교외에서 도심으로 통근하기 위한 급행 버스
운영 지출을 서비스 요금을 통해 보전

의사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가짐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통행 요금에 영향을
받게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출처: TRB(2011) Equity of Evolving Transportation Finance Mechanisms, p41

정일호 외(2011)는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으로 평가요소를 구분한 바 있으
며, 형평성의종합적인평가를위해서는개별평가요소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평가
요소간상호연관성을규명할필요가있음을밝혔다. 예를들면, 공간적관점의형평
성은사회･ 경제활동에대한기회의차이를가져올수있어서, 사회적관점의형평성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두 관점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그림 2-3 | 교통정책에 관한 형평성 평가요소

출처: 정일호 외.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p58

다수의선행연구(예: Litman and Brenman, 2012; DeGood and Schwartz, 2016)
가 사회적 형평성의 목표를 고려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중상당수의연구는교통에대한접근성의상대적격차에중점을두었다. 교통접근성
이주요한활동및기회(예: 고용, 교육, 의료등)에도달하는것에얼마나용이한가
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의 상대적 격차에 관한 논문들은 크게 장소에 따른
접근성수준검토(예: 도시와교외지역의비교)와계층에따른접근성수준검토(예:
수혜 그룹과 비수혜 그룹 비교)로 구분된다(Di Ciommo and Shiftan, 2017).

제2장 첨단교통서비스의 개념과 형평성 이슈 ･ 23

2) 첨단교통서비스의 접근에 관한 형평성 이슈
첨단교통서비스의등장은교통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새로운기회요인이되는동
시에 교통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승용차 이용에
대한통행당비용을현격히낮춰줌으로써door-to-door 접근성을높일수있다. 이는
저소득층, 고령층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접근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한
다. 반면에 공간적,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혁신 기술에 대한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이 첨단교통서비스의 지역적 또는 계층적 편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Cohen,
2018). 이로인해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형평성에영향을주는요인은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다단하다.
그림 2-4 | 첨단교통서비스의 접근에 관한 형평성에 영향을 주인 요인

출처: Cohen(2018) Equity and Mobility on deman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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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모빌리티와자율주행과같은첨단교통서비스는버스, 전철등기존교통서비스
로부터소외된지역이나계층의접근성을높이는데활용될수있다(Fleming, 2018).
하지만이러한서비스는주로민간업체들에의해운영될것이기때문에수익성에치중
된 운영방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나 교통정책기관에서
이러한첨단교통서비스사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정책
적인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대중교통취약지역의교통약자들을위하여
자율주행차기반의공유모빌리티를운영하는것을중장기적인정책목표로설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및 신설하는 것이다.
현황을살펴보면, 혁신기술을기반으로한교통서비스는젊거나고학력인통행자들
을중심으로많이이용되고있다(Shaheen 외, 2017).이는고령층이나저소득층이첨
단교통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편의성, 지불가능성등의측면에서애로사항이존재
하기때문으로추정된다. 또한저소득이나저학력계층이전기자동차에관한기술, 충
전서비스등에대한지식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Singer, 2016).
뿐만아니라첨단교통서비스와관련된인프라의입지도공간적으로편중되는현상이나
타나고있다. 예를들어, 카셰어링스테이션이고밀도지역을위주로분포함으로인해
저소득층커뮤티니의통행자들은도보로카셰어링스테이션에접근하기가어렵다. 기
술적인 측면에서도, 공유모빌리티의플랫폼이모바일통신기기나인터넷을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Shaheen 외, 2017).
위의현황은주로첨단교통서비스자체의형평성에관한것이다. 또다른측면의형
평성이슈는‘대중교통등다른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의격차를고려하여첨단교
통서비스를대안적인수단으로활용하는것’과관련된다. 이러한보다포괄적인형평
성이슈를다루기위해서는첨단교통서비스자체의접근성뿐만아니라기존의교통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첨단교통서비스는틈새시장에해당하는서비스라는것을감안하여, 다음장부
터는 첨단교통서비스 자체의 형평성보다는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첨단교통서비스의활용에중점을두고논의를진행할것이다. 향후국내에서첨단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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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주류의교통수단으로자리를잡은시점에서는이서비스가자체적으로경제･
사회적으로미치는파급효과가지금보다훨씬높아질것이다. 이를감안하여, 첨단교
통서비스자체의형평성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은향후로미루는것을제안한다. 그
시점에서는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운영 자료가 연구목적으로 공개되어 이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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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과 정책동향

본 장에서는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현황 및 정책동향을 검토한다.
그 목적은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 또는 계층을 위한 교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첨단교통서비스의 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등 모바일 플랫
폼 기반의 민간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도입 현황과 발전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사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현황 조사의 개요
1) 조사 대상 첨단교통서비스
본사례조사는첨단교통서비스는국내에서상용화되었거나, 정부지원으로서비스
되고 있는 공유 모빌리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
싱, 모바일 호출 택시는 민간 업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이다. 이중에서카셰어링은차량자체를공유하는서비스이고, 나머지서비스
는차량의여유좌석을이용하여승차를공유하는서비스이다.1) 이와같은수익형서비
스와는 달리, 수요응답형버스와 복지택시2)는 정부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다. 승차공유기반의이공공서비스들은‘수요응답형여

1) 라이드소싱 서비스 중 ‘타다’의 경우는 개인소유의 차량을 활용하는 Uber Express 등의 서비스와는 달리, 회사가
임대한 차량을 활용하여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승차공유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음
2) 현재 복지택시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택시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전화로 예약하고,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나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첨단교통서비스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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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자동차운송사업’3)에 해당된다.
그림 3-1 | 조사 대상 첨단교통서비스의 유형구분

출처: Jin 외(2018) Ridesourcing, the sharing economy, and the future of cities, p97의 그림을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재구성

2) 조사 대상 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
위에서제시한6개의첨단교통서비스는운영개념, 이용방식, 요금체계등이차이가
난다.4) 각 서비스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카셰어링은정해진주차스테이션에서차량을단기간에대여하는차량공유서비스로,
쏘카, 그린카가대표적인예이다.5) 이서비스는모바일앱을이용하여출발지를입력
3) 이 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
는 경우”에 해당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4)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통행자나 교통약자들은 이러한 속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자신의 요구사항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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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출발지주변에서차량을대여할수있는스테이션후보지를파악한후원하는시
간을입력하여예약한후에이용할수있으며, 회원제로운영된다. 이용요금은대여요
금, 주행요금, 보험료로구분된다. 이서비스는차량을대여한곳에다시반납해야하는
‘왕복형’ 이용이기본이나, 추가요금을지불하면, ‘부름서비스’를통해차량을대여지
점이 아닌 곳에서 차량 반납을 위탁할 수 있다.6)
라이드셰어링(카풀)은‘개인승용차를소유한운전자’와‘통행자’를이동경로의유
사성에따라실시간으로매칭하는서비스로회원제로운영되며, 국내서비스로는풀러
스가대표적인예이다. ‘통행자’는스마트폰등모바일앱을이용하여자신의출발지,
목적지, 출발시간등을입력하면, 유사경로의운전자가존재할경우이서비스를이용
할수있다. ‘운전자’의경우도모바일앱을이용하여, 자신의출발지, 목적지, 출발시
간등을입력하여유사경로의통행자를파악할수있다. ‘운전자’는조건이맞는통행
자가존재할경우, 동승여부를결정하여본인차량의여유좌석에해당통행자를태워
서함께통행을하게된다. 카풀을제공받는통행자는운전자에게사례금(팁)을제공
하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다.7)
라이드소싱은통행자와차량및운전자를실시간으로매칭해주는서비스로, 국내에
서는타다, 해외에서는Uber Express가 대표적인예이다.8) 이서비스도회원제로운
영되며, 통행자가모바일앱을이용하여자신의출발지, 목적지등을입력하고, 차량
을호출하는서비스이다. 택시와유사한서비스이지만, 개인이소유한차량을서비스
에활용하는경우가많으며, 운전자도해당플랫폼서비스업체의정규직원이아니라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모바일호출택시는스마트폰등의모바일앱을이용하여실시간으로택시를호출받
5) 국내에서 카셰어링은 회사에서 임대하거나 보유한 차량을 개인에게 대여하는 B2C(Business-to-Customer)
방식으로 주로 운영됨(김광호 외, 2017)
6) 다른 방식으로는 ‘편도 서비스 가능’ 으로 지정된 카셰어링 스테이션에 반납할 수도 있으며 이 방식도 ‘왕복형’
대여 보다는 요금이 더 비쌈
7) 카풀 매칭 플랫폼인 풀러스의 경우, 사례금의 일정 금액은 이 업체에게 수수료로 지불되며 통행자가 운전자에게
카풀 팁을 어느 정도 줄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경로에 대한 예상 택시비를 표출해줌
8)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업체를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라고 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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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차해주는회원제서비스로국내에서는카카오택시등이이에해당된다. 모바일
호출택시는모바일앱을이용하여택시를호출하고, 기사에게직접결제하거나앱상
에신용카드를등록하여요금을자동으로결제할수있다. 이용요금은일반택시와동
일하게 적용되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차량 호출 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스마트호출’9)이가능하다. 모바일호출택시를이용하는데주요애로사항은이용자
수가많으면, 택시호출에응답하는차량을찾기힘들다는점이다. 또한이용자의호출
을택시기사가수락하는방식이어서택시기사가의도적으로호출을무시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다.
복지택시는대중교통이취약한지역에서버스의대체수단으로저렴한비용으로이용
할수있는수용응답형택시이다. 복지택시서비스는콜택시나택시운송사업자에게차
량 배차를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이용요금은 경기도의
경우, 10km 이내에는기본요금을받으며, 10km를초과할경우에추가요금을받는체
계로되어있다(송제룡외, 2018). 복지택시는서비스운영비의상당부분을정부보
조금을 통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또한 1인당 이용회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요응답형버스는이용자가많지않은지역에서이용자의수요에맞춰경로를조절
하여운영하는서비스이다. 이서비스는콜센터로전화를하거나모바일앱으로사전
예약을하여신청할수있으며, 회원가입이필요없다. 이용요금은지자체마다상이하
다. 이서비스의운영비충당을위해서는요금이일반버스보다는비싸고, 택시보다는
저렴하게책정되어야하지만, 기존버스의대체수단으로제공될경우일반버스와동
일한요금을받는경우가있다. 이용자가많지않거나, 이용패턴이일정하지않은경우
에고정노선에비해효율적으로운행할수있고, 이용자의통행시간을줄여줄수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공간적인 분포에 따라 이용자가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어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9) 카카오택시의 경우, 스마트 호출은 이용자가 호출한 통행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식이 적용되며,
사용료는 1천원임(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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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부문의 첨단교통서비스 현황과 발전 동향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은모바일앱을기반으로제공되는민간부문의첨단교통
서비스는주로인구가밀집된도시지역에서승용차나택시의대안수단으로이용되는
경우가많다. 도시지역에서는첨두시간대의혼잡, 비싼주차비용등으로인해자가용
으로통행하는게오히려더불편할수있다. 이와더불어디지털기술의발전및대중
화가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가도시교통의틈새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
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쏘카, 그린카등의업체가카셰어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주요사업
모델은회사가대여또는구매를통해보유한차량을이용자에게대여하는B2C 방식이
며, 차량을 대여한 곳에 반납하는 ‘왕복형’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편도형(대여스테이션과 반납스테이션이 동일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 월정액제 등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라이드소싱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10월에 수도권에서 시작 되어 9개월 만에
100만이용자를돌파하였다. ‘타다’는11~15인승승합렌트카의경우운전자알선이
가능하다는예외규정10)에근거하여서비스가도입되었으며, 이용시간의제약이없어
24시간이용가능하다.‘타다’는회사가보유한차량을이용하여운전자를고용해서이
동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인반면에, 해외에서는Uber Express와같이개인이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드소싱 방식도 존재한다.11)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따르면 “②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를 알선하는 경우가 포함됨
11) 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의거하여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의 라이드소싱인 ‘Uber Express’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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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타다 베이직의 이용 가능지역
구분

이용가능지역

출발지

∙ 서울전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계양구 계약 1/3동, 강화군, 옹진군)

도착지

∙ 서울전지역
∙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다산1, 2동/별내동, 김포시(사우동, 풍무동, 구래동, 장기동, 장기본동,
김포본동, 운암동)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계양구 계약 1/3동, 강화군, 옹진군)

출처: 타다 웹사이트(2019년 7월 접속)

‘풀러스’가 제공하는라이드셰어링서비스는2016년부터서울에서시작되어2019년
현재전국적으로이용가능하다. 이서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의예외조항에의거하여출퇴근시간에만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
표 3-2 | 라이드셰어링 이용 가능시간(풀러스)
구분

이용가능지역

기본설정

∙ (평일) 출근: 오전 5시~오전 11시, 퇴근 오후 5시~익일 오전 2시
∙ (휴일전날) 출근: 오전 5시-오전 11시, 퇴근 오후 5시-익일 오전 3시

출퇴근 시간 선택제

∙ 최대 5일, 오전/오후 4시간씩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앱에서 직접 설정 가능
∙ 설정된 요일/시간은 30일이 지나야 변경가능

출처: 풀러스 웹사이트(2019년 7월 접속)

첨단기술을통한서비스의혁신은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신규교통수단뿐만아
니라택시에서도나타나고있다. 가장두드러진서비스개선은모바일플랫폼기반의
택시호출서비스(택시hail)의도입을통해구현되었다.예를들면, IT 업체인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바일 앱인 ‘카카오택시’12)를2015년 3월에 출시하여 택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택시이용의편의성을제고하였다(뉴스1, 2017). 2018년12월기준월
12) ‘카카오 택시’는 무료서비스로만 운영되다가, 수익성을 고려하여 2018년 4월부터 유료서비스(스마트 호출)도
추가하였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등록한 카드로 운임을 결제할 수 있는 자동결제 서비스도 2018년 10월부
터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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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실사용자가1000만명을기록했으며, 전국의27만명의택시기사중‘카카오택시’앱
을 사용하는 비율은 85%에 달하고 있다(한국경제, 2019).

3. 공공 부문의 첨단교통서비스 지원 사례
1) 국내현황
(1) 카셰어링등플랫폼사업지원
서울시는2013년부터‘나눔카’라는민관협력프로그램을통해카셰어링운영업체에
게 해당 서비스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제공하였다. 카셰어링업체는이와같은혜택을받는대신, 해당주차장에카셰
어링차량을의무적으로배치하고서비스할의무가있다. 이프로그램을통해수익성
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위치한공영주차장에도카셰어링차량이배치됨으로
써대중교통취약지역에서카셰어링의접근성향상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황
기연 외, 2016).
그림 3-2 | 서울시 나눔카의 민･관 협력체계

출처: 나눔카 공식 홈페이지, http://www.easygo.kr:7070/(2017년 11월 접속), 김광호 외(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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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2018년7월부터6개월동안, 산업단지통행자를위한카풀서비스를지원
한바있다. 이‘산단형카풀서비스지원시범사업’13)을통해아산테크노밸리재직자
나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전사와 탑승자에게 월 7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아산테크노밸리관리사무소에서재정지원하였고, 모바일플랫폼카셰어링업체인㈜
쉐어앤쉐어가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였다.
그림 3-3 | 산업단지형 카풀서비스 적용 사례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 자료집, p69

(2) 대중교통취약지역을위한수요응답형교통(DRT) 지원
중앙 및 지자체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버스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요응답형교통(DRT)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국내에서DRT 사업의교통
수단은 버스와 택시이며, 2012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DRT 마중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한것이이서비스의시발점이되었다. 이시범사업을선례로삼아,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2015년에는｢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추가함으로써DRT 확대를위
13) 창원산단과 반월시화산단 등도 이와 유사한 카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한국산업단지공단 웹페이지, 2019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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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제도기반을마련하였다. 더나아가2017년도에는국무조정실협의를거쳐농촌
지역(82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78개 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국내의 DRT 추진현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 |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추진현황

출처: 김원철(2019)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교통권 확보를 위한 노력, p11

농촌형교통모델은크게‘100원택시형’, ‘마을자조형’, ‘농협활용형’, ‘비영리
법인형’으로구분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이중에가장일반적인방식은‘100원
택시형’으로택시등운수업체가배후마을에서면소재지이동또는마을에서인근마을
로이동하는운영방식이다. ‘마을자조형’은협동조합이나주민자조조직등이마을순
환버스를운영하는방식이다.‘농협활용형’은지역농협등이마을과읍면소재지로버
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비영리법인형’은 비영리법인 소속버스를 활용하여 마을을
순환하는 운영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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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운영 주체별 농촌형 교통모델 유형
구분

(유형 1)
100원 택시형

(유형 2)
마을 자조형

(유형 3)
농협 활용형

(유형 4)
비영리법인형

운송
수단

택 시

버 스
(셔틀/중형)

버 스
(셔틀/중형)

버 스
(셔틀/중형)

대상
지역

∙ 진입도로와 회차공간 ∙ 농촌중심지 활성화
부족
사업 지역
∙ 수요 부족으로 버스 운 ∙ 지역의 주민 자치가
행이 어려운 지역
활발한 지역

운영
주체

∙ 택시 등 운수업체

∙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조직 등
∙ 지역농협 또는 신협 등 ∙ 비영리법인
∙ 주민 자조조직

운임
체계

∙ 유상 운송
(1회/1인 요금
100원~버스요금)

∙ 유상 운송
(버스요금)

운영
형태

∙ 마을주민이 차량 현물
∙ 비영리법인 소속 버스
∙ 마을과 읍면 소재지 운행
∙ 배후마을에서 면소재지 출자 또는 사업비로 차
활용
∙ 지역농협 경제 사업 및
이동 또는 마을에서 인 량 구입
∙ 마을을 순회 하며 운행
조합원 환원사업과 결
근마을 이동
∙ 마을순환 운행
합 가능
∙ 영업용 택시운행
∙ 운영비(기사임금, 차량
∙ 지역농협 일부 비용 부담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선도
사례

∙ 아산시
마중택시

∙ 경기도 성남시
시민버스

∙ 일반 노선버스 운행 부 ∙ 대중교통 이용 곤란
족지역
지역
∙ 지역농협조직 활성화 ∙ 노인･장애인 등 특정
지역
수요 계층 존재 지역

∙ 유상 운송
(버스요금)

∙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
셔틀버스

∙ 무상 운송(발전기금
또는 지자체 지원)

∙ 충북 옥천군
배바우도서관
마을 순환버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82개 전 군 지역으로 확대(보도자료, 2017.12)

농촌지역의DRT에대한주민의만족도뿐만아니라확대요구가높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의공간적확대에한계가있다. 주된이유는농촌형교통모델의요금이버스요
금과동일하거나낮은수준이기때문에운영비의상당부분을보조금으로충당해야하
기 때문이다(송제룡 외,2018). 농촌형 DRT 보급수준은 전국적으로 약 11%(행정리
기준)에 불과하나 국고지원 및 지자체 예산제약으로 인해 조속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실정이다(김용욱, 2019).이러한현실은대중교통접근성이낮은지역중에일
부에만DRT 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는점에서공간적인형평성개선이필요하다는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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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농촌형 DRT의 보급현황
구분

수혜인구비율(%)

수혜 행정리 비율(%)

사업유형

대구(달성군)

1.0

8.0

택시

인천(옹진군)

2.5

2.7

버스

울산(울주군)

0.3

3.0

택시

경기(3개 군)

1.9

5.3

택시, 버스

강원(11개 군)

3.3

9.0

택시, 버스

충북(8개 군)

3.2

9.2

택시, 버스

충남(7개 군)

2.4

7.5

택시

전북(8개 군)

5.2

8.1

택시

전남(17개 군)

3.9

11.1

택시

경북(10개 군)

12.1

23.7

택시

경남(10개 군)

5.1

15.0

택시

전체(76개 군)

4.1

11.3

-

출처: 김용욱(2019) 농어촌지역 삶의 질 현황 및 문제점

한편‘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시외곽의교통취약지역에공공형버스나택시를제
공하는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사업으로78개의 도시에265억원을 지원(택
시5천만원, 버스약3억지원) 계획이며, 지자체의최소매칭비율을50%로규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2019). 청주시,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등은버스
노선이부족한구간이나시간대에통행자들의접근성을향상을위해도시형교통모델
사업에참여하고있다. 2019년사업으로국토교통부에서개별도시에할당되는보조
금금액이평균약3.4억원으로각 도시에존재하는대중교통취약지역의교통서비스
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로인해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통
해재정지원이되는1~2개노선을이용하는통행자만이혜택을받을수밖에없다. 이
로인해대중교통접근성이유사한지역중에서정부지원을받는지역과그렇지못하는
지역이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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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도시형 DRT 사업의 예
지자체

사업개요

청주시

오송역을 기점으로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를 순환하는 노선 형태로 운행

고양시

①구산･장월~대화역 ②장항1동~마두역(백석역) ③고봉동(설문동)~풍산역에 운영

파주시

상지석동, 야당동일대에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이용수요에 맞춰 운행

화성시

병점역을 기점으로 동탄1신도시를 경유해 동탄2신도시(동탄순환)를 종점으로 운영

출처: 청주시 대중교통과, 고양시 대중교통과, 경기북부일보

국토교통부에서지원하는DRT 사업이외에도각 지자체의자체재원으로DRT 사
업을시행하는사례도있다. 예를들면, 경기도에서는아래와같이대중교통이제공되
지않거나서비스수준이낮은‘대중교통소외지역’에경기복지택시를도입할수있도
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표 3-6 | 경기복지택시의 정의 및 도입 기준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복지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요부족 또는 도로 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1.13.]
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의 1일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또는 운행간격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역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출처: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2018. 11 개정), 송제룡 외(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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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의이용편의성향상을위한시스템구축및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시스템을 구축
하도록하였다. 이시스템은각 지자체가시스템을도입할때비용을최소화하고, 이용
객의편의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구축되었다(교통안전공단, 2015). 또한이시스템
은 교통정보시스템, 전국택시콜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DRT 운수사업자도이시스템을통해승객요청을받아배차를효율적으로관
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예로,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DRT 운영시스템을 구축하
고, 교통안전공단의 중앙 서버를 활용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다14)(전라일보, 2017).
이시스템이지자체에얼마나잘활용되고있는지는아직까지공식적으로모니터링되
고 있지 않지만, 교통안전공단에게 지불해야하는 위탁 관리비용이 이 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5 |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시스템의 개념

출처: 김상엽 외.(2018) 전북 DRT(수요응답형교통)의 성과와 과제, p10.

14) 직접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보다 약 50%가량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추정됨(전라일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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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사례
(1)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의모바일플랫폼지원사업
미국의LA 시는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지원을받아서카셰어링업체인
Blue California의협력으로100대의전기차와40개지점의충전스테이션을저소득층
커뮤니티에제공하였다(Shared-use Mobility Center, 2018). 이프로그램의목적은
저소득층커뮤니티의교통접근성을개선하는동시에,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을이용
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모바일플랫폼기반의라이드셰어링에대한지원사례도있다.15) Idaho
주교통부는농촌에해당하는Palouse 지역에서해당지자체와의matching fund 방식
으로카셰어링앱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유사한방식으로Alabama 주교통부와광
역계획기구(MPOs :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는“CommuteSmart” 라
는라이드셰어링인센티브프로그램을마련하여, 라이드셰어링을위한온라인매칭서
비스를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을통해, 공유모빌리티나대중교통을
사용하는 통행자는 하루에 $2의 지원금(최대 $120)을 받게 된다.
일본교토부의교탄고시에소재한탄고쵸에서는비영리법인이2014년부터‘사사에
아이교통16)’ 이라는라이드셰어링서비스를도입하여택시요금의절반가격으로서비
스를제공하고있다(김재열, 2018). 이서비스를통해대중교통취약지역에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15) Kay 외(2013) 중 관련 내용 요약정리
16) 일본에서는 2006년에 ｢도로운송법｣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통행에 한정하여, 자가용 차량의 유상여객
운송을 허가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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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취약지역을위한수요응답형교통(DRT) 지원
유럽의FLIPPER(Flexible Transport Services and ICT platform for Eco-Mobility
in urban and rural European areas) 사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수요응답형교통
(DRT)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범사업은 EU의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인
INTERREG IVC의재원을통해지원받았으며, 아래표와같이7개의지역을대상으로
파일럿운행을수행하였다. 이시범사업에서주목할점은장애인등이동권에제약을
받는 통행자뿐만 아니라, 저밀도 지역에서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도 있다는 것이다.
FLIPPER 운영결과평가를통해, 승객통행당보조금과사례분석지역의인구밀도
를비교한결과, 아래그림과같이반비례의관계가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Wright,
2013). 이는인구밀도가낮은지역에서DRT 사업의수익성이상대적으로더떨어진
다는공급자관점의요구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 보조금책정을위한의사결정에좋
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 | 승객당 보조금과 인구밀도 간의 상관관계(FLIPPER 사례분석 지역)

출처: Wright, S.(2013) Designing flexible transport services: guidelines for choosing the vehicle type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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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FLIPPER 시범 사업 개요
시범사업 지역

GREECE, Volos

IRELAND,
South
Tipperary

ITALY, Borgo
Panigale
(Bologna)

적용 내용

특징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유연한 대중교통시스템

∙ 도시부 지역
∙ 이동에 제약을 받는 계층을 위한 특별 서비스
∙ 첨단기술이 적용된 대여 차량
∙ 지정된 하차 장소까지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승객을 탑승시킴

∙ 농촌지역
의료 및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에 중점을 둔 ∙ 한정된 이용자
DRT 서비스
∙ 고도화된 기술 적용
∙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병원까지만 승객 이동
Bologna의 도시부 지역을 위한
유연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저밀도 지역과 주요 교통 노선 및
지역 행정 센터를 연결

∙ 농촌지역
∙ 보존된(retained) 택시 서비스
∙ 예약 리소스의 공유
∙ 매우 유연함
∙ 주요 대중교통으로의 지선

∙ 도시와 농촌의
겨울에 저밀도 인구나 여름의
∙ 모든 사람들을
SPAIN, Island of
많은 관광객을 보이는 작은 스페인 섬을 위한 ∙ 주요 거주지를
Formentera
유연한 대중교통시스템
∙ 계약된 택시
∙ 고정된 경로를

중간 밀도
대상으로 함
연결
수요에 따라 운영함

∙ 도시와 농촌의 중간 밀도
∙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계약된 미니버스
∙ 기존의 기술적용
∙ 매우 유연함

AUSTRIA,
Purbach

지불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GREECE,
Kastoria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DRT 서비스

∙ 도시
∙ 모든
∙ 택시
∙ 예약
∙ 매우

유동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시설 및
교통 인터페이스

∙ 고밀도의 도시 지역
∙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구도심과 중심지역 및 대중교통 허브를 연계
∙ 두 대의 신형 전기 버스
∙ 고정 노선을 운영하되 경로 변경을 제한적으
로 허용
∙ 예약 리소스의 공유

PORTUGAL,
Almada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파트너쉽
리소스의 공유
유연함

출처: Wright, S.(2013) Designing flexible transport services: guidelines for choosing the vehicle type
,p79. 박종일 외(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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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농촌지역의 버스 운영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택시를 DRT로 활용하는
사례가증가하고있으며아래의세가지유형에대해택시합승서비스를허용하는내
용의 법조항을 마련하였다(Wright, 2013).
첫째, 면허를소지한택시(8인승까지)로고정경로의‘택시버스’를제공할수있으
며, 일정조건을만족하면이서비스에대해버스서비스운영업체지원금(Bus Service
Operators Grant)를받을수있다. 둘째, 면허를소지한합승택시(일반개인승용차는
불가)를실시간으로호출할수있다. 8명까지합승이가능하며, 탑승자개별적으로요
금을지불하게된다. 셋째, 합승택시와개인승용차를사전예약제로이용가능하게한
다. 운영자가 합승하려는 승객들에게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의 New South Wales(NSW) 에서는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DRT 서비스가운영되고있다.17) 이서비스에참여하는교통수단은버스, 택시, 커뮤
니티교통서비스차량(대개미니버스)들이며, 서비스의재원은NSW 정부와의계약에
기반을두거나, ‘가정및커뮤니티돌봄’(HACC: Home and Community Care)이라
는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재정지원,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호주DRT 서비스운영에서주목할점은교통복지를위한서비스라도일반인이사용
할수있도록허용한다는점이다. 대표적인예로, Sydney Council의지원으로커뮤니
티 교통서비스 업체가 마을 간 통행을 위한 서비스(의료기관이나 쇼핑센터로의 통행
지원)를운영하고있다. 또다른예로Mainly Council은자체적으로보유한미니버스
를 이용하여 스케줄 기반 버스를 운영하되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을 불러서 탑승하는
것도가능하게했다. 이서비스는주말에관광통행을통해얻은수입을활용하여평일
에는무료로운영된다. Mosman Council도이와유사한무료버스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주차요금 수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17) 호주와 관련된 사례는 Diniels and Mulley(2010) 중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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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의이용편의성향상을위한시스템구축및시범사업
영국의 Briton, Hove 시는 첨단교통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제고하기위한시범사업을추진한바있다(Behrendt 외, 2017). 이사업
은고령자등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의접근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커뮤니티교통
서비스에첨단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기위한요구사항을파악하였다. 이를위해사례
및 기술 검토, 커뮤니티 주민 참여 이벤트 등을 수행하였다.
미국연방교통부는교통수단간연계(multimodal transportation)를활성화하기위한
일환으로주문형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MOD)라는운영개념을도입하였다.
MOD는교통정보, 실시간자료공유, 예측및분석을할수있는통합시스템을통해
기존의대중교통, 공유모빌리티등을연계해주는서비스이다(U.S.DOT, 2017). 이
를통해통행자는소득, 연령, 장애여부등에관계없이자신의요구에맞게가장적합
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교통부는 MOD의 운영개념을 실증하고,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
스’(MSAA: Mobility Services for All Americans)가 있다. 이프로그램은해당커뮤
니티에속한교통약자뿐만아니라일반인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한첨단교통서비
스개발을지원하였다(FHWA, 2017). 이프로그램의목적은공유모빌리티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연계하여 고용, 의료,
교육, 여가 등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미국에서MOD의운영개념을실증하기위한또다른사업으로MOD 샌드박스시범
사업이 있다. 연방대중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의 지원으로
2016년 실증사업에 약 8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2016년 실증사업에는 아래와 같이
11개기관의프로젝트가선정되었으며, 이프로젝트의대부분은라이드셰어링등공유
모빌리티와대중교통간선서비스간협력을위한기술개발또는제도개선에주안점
을 두고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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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MOD 샌드박스 프로젝트 개요(2016년)
주

추진기관

사업개요

피마카운티 광역교통기관

∙ 고정노선의 대중교통과 라이드셰어링, 카풀서비스를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에 통합시켜서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 증진
∙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불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적용

밸리메트로 철도

∙ 모바일 티케팅과 교통수단간 연계(multimodal) 통행계획을 통합적
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폰 플랫폼 개발
∙ 라이드셰어링, 공유자전거, 카셰어링 업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
스 제공자를 사업에 참여시킴

팔로알토시

∙ 나홀로 통근 운전 비율 저감(75%에서 50%)을 목적으로 통근 통행
감소 소프트웨어, 교통수단간 연계 통행계획 앱, 직장 주차 리베이트
등 지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기관

∙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정류장으로
접근수단 제공
∙ 저소득층 통행자를 위해 스마트폰 앱 이외에도 전화 배차도 지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
대중교통

∙ 통행자들의 카풀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전철역 주차공간을 예약하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해당 소프트웨어가 휠체어 탑승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탑재

아리조나

캘리포니
아

∙ 택시회사, Paratransit 서비스, 카셰어링 서비스 회사의 협력을 통
해 비용 효과적인 door-to-door 서비스 제공
플로리다 피넬라스 선코스트 대중교통기관
∙ 이용자의 탑승예정시간, 지불 유형, 신체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배차 소프트웨어 개발
시카고 대중교통기관

∙ 공유자전거서비스를 기존 대중교통 통행 앱에 통합시켜서, 통행자가
자신이 도달하려는 대중교통정류장에 가장 근접한 자전거 및 스테이
션을 검색하고, 자전거대여에 대한 요금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오레곤

트라이 카운티 광역교통권역

∙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수단으로 공유 모빌리티 활용 지원
∙ 기존의 통행계획 앱에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시키고,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게 자료 공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 제공

텍사스

달라스 지역 고속 대중교통

∙ 라이드셰어링이 대중교통의 접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중교
통 앱에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포함시킴

버몬트

버몬트 교통기관

∙ 고정노선 대중교통, 라이드셰어링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앱 개발 지원
∙ 특히 농촌지역 대중교통 이용자, 장애인 등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보 등의 접근성 제고

와싱톤

피어스 카운티 대중교통
수혜지역 공사

∙ 대중교통기관과 라이드셰어링 업체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정류장
까지의 접근성을 개선

일리노이

출처: US.DOT FTA.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샌드박스 프로그램 웹페이지.
https://www.transit.dot.gov/research-innovation/mobility-demand-mod-sandbox-program.
(2019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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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교통서비스의정보공유의무화18)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라이드소싱 업체들에게매 분기별로6개의 리포트(① 이용가
능한차량규모, ②우편번호기준으로서비스운영현황, ③운전자에대한문제발생
④ 운전자 운행시간 기록 ⑤ 운전자 운행거리 기록 ⑥ 운전자의 훈련연수 수료증)를
제출하도록하였다. 같은맥락에서미국보스턴시는라이드소싱업체인Uber와①기
종점정보(우편번호기준), ②통행거리, ③통행시간, ④통행날짜및요일에관한
정보공유 협약을 맺었다.
국내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는 차량속
도의 검출, GPS를 통한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있다. 반면에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과같은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에대
한 정보 공유에 대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

4. 시사점
국내에서는민간부문의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가주로대도시의고밀도지역을
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공간적측면의접근성격차가존재한다. 또한고령층이나저
소득층이이용하는데있어상당한장애요인이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런현실
을 감안하여 첨단교통서비스에 관한 혁신 기술의 혜택이 공간적, 계층적으로 가급적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공공부문의지원은주로수요응답형교통(DRT) 위주로추진
되었다. 중앙정부의지원은농촌지역인‘읍･면’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
그혜택을받지못하는마을이많이존재하고있다. 또한, 이사업이교통복지측면에

18) 미국의 정보 공유 의무화 사례에 대해서 TRB(2016)의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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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큰기여를한것은사실이나, 사업의효율성측면에서는개선의여지가많이있다.
DRT가 궁극적으로고령층이나저소득층을위한접근성개선에기여하기위해서는공
간적으로확대되어야할뿐만아니라, 운영의효율성도확보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
여교통복지를위한이동서비스의활성화나효율성개선을위한해외의정책사례를벤
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다양한운영방식의첨단교통서비스를활용하여대중교통취약지역의접
근성을향상하거나교통약자의복지를증진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예를들면,
일본과영국에서는조건이부합하면개인간승차공유도허용하는법제도를도입한바
있다. 호주의경우커뮤니티교통서비스업체나지자체정부가무료DRT 서비스를제
공하는사례도파악되었다. 미국에서는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에재정지
원을하는사례도있다. 국내에서는교통복지를위한DRT 사업이주로기존의택시나
버스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교통수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주목할만한해외의정책동향은모바일플랫폼기반의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해 주요 운영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
다. 국내에서는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의운영자료공유에대한제도적기반이아직
마련되어있지않아제도개선이필요하다.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운영정보의공유는
서비스의공공성확보뿐만아니라, 주문형교통서비스(MOD)를위한교통수단간연
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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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분석
: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을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수도권 외곽 중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를 이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읍･면’
과 ‘동’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자료를 집계하였고, 필요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과 취약한 지역으로도 더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지역 구분을 바탕으로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검토하였고,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1. 실증분석의 개요
1) 실증분석의 목적
본실증분석의주요목적은대도시권외곽지역을중심으로대중교통서비스에소외될
수있는지역및계층을파악하고, 첨단교통서비스의형평성을높이기위한요구사항
을검토하는데있다. 고밀도로개발된‘동’지역보다는‘읍･면’지역이대중교통에소
외되는경향이있다. 또한, 저소득층이고소득층에비해, 그리고65세이상고령층이
청･장년층에비해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 이와같이지역또는
계층적측면에서기존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성격차를고려하여, 첨단교통서비스의
혜택이일부계층에한정되지않고, 첨단교통서비스가모든통행자를위한편리한수
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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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범위 및 지역 구분
본실증분석의공간적범위는경기북부에소재한4개도시인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이다. 이 도시들은 수도권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경원선의 영향권에 속해있
다. 의정부시, 동두천시는‘동’지역으로만구성된도시형도시이고, 양주와포천시는
‘동’지역과‘읍･면’지역이통합된도농복합도시이다.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에따르
면, 본분석의대상이되는동지역과읍･면지역은각각 수도권에소재한동지역과읍･
면지역의평균수준에해당하는대중교통접근성을보이고있다.1) 지리적으로는읍･
면지역은동지역과는달리경원선철도역에서멀리떨어져있어서읍･면지역을출발
하는 통행자가 철도를 이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
상세분석을위해본실증분석지역을‘읍･면지역여부’와‘대중교통접근성수준’
에따라구분을하였다. 이구분에따라동지역과읍･면지역을각각 대중교통접근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지역구분을기준으로하여‘대중교통최소서비스달성여부평가자료2)’를기반
으로대중교통접근성을평가하고자한다. 이평가에서대중교통최소서비스달성여부
를판단하는데사용되는평가항목으로‘공간적접근성’, ‘시간적접근성’, ‘생활기본
서비스시설대중교통접근성’이다. 여기서‘공간적접근성’은해당지역에버스정류장
이공간적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가와관련되며, ‘시간적접근성’은차량의배차간격
에따라좌우된다. ‘생활기본서비스시설대중교통접근성’은의료, 쇼핑시설까지대중
교통으로 소요되는 평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세 가지 항목 중 모두가
기준값이상이면, ‘정상지역’, 두개이상미달이면‘사각지역’, 나머지지역은‘미달
지역’으로 판정된다.

1) 분석지역의 도시들과 유사한 인구규모를 보이는 지방중소도시와 비교한 결과, 동지역과 읍･면 지역 모두 전자가
후자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약간 더 좋게 나타났다.
2)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2017년 기준)로 교통안전공단 웹페이지
(http://www.ts2020.kr/main.do) 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음(2019년 9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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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1) 공간적 접근성

∙ 분석대상지역의 면적대비 정류장의 서비스 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대중교통 서비스
면적
∙ 최소서비스 기준은 80% 미만으로 설정

(2) 시간적 접근성

∙ 단위시간당 대중교통 평균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분석
∙ 최소서비스 기준은 ‘법정동’의 경우 시간당 2회미만, ‘법정리’의 경우 일 2회 미만으
로 설정

(3) 생활기본서비스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 생활기본서비스(의료, 쇼핑)시설까지 각 법정동/법정리에서 소요되는 대중교통 통행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최소서비스 기준은 의료시설, 쇼핑시설까지 소요시간 30분 초과로 설정

출처: 교통안전공단(2017) 대중교통현황조서, p305-p310

교통안전공단의대중교통현황조사자료를가공하여본실증분석의대상인4개도시
의대중교통최소서비스수준달성여부를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3) 양주시의경
우, 17개법정동중1개(5.9%), 37개법정리중4개(10.8%)가 대중교통최소서비
스취약지역이다. 의정부시는법정동만존재하며,13개법정동중3개(23.1%)가 대
중교통최소서비스미달지역이다. 동두천시는법정동만존재하며,12개법정동중4개
(33.3%)가 대중교통최소서비스미달지역이다. 포천시의6개법정동은모두대중교
통최소서비스수준이상이며, 38개법정리중26개(44.3%)가 대중교통최소서비스
사각지역이다.4) 본분석의대상지역중에서대중교통미달또는사각지역에해당하는
동이나리의개수가많지않아서, ‘미달지역’과‘사각지역’을묶어서‘취약지역’으로
규정하여 본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의할점은‘공간적접근성’, ‘시간적접근성’, ‘생활기본서비스시설대중교통접
근성’ 중한가지라도미달이면대중교통취약으로규정되기때문에대중교통취약이

3) ‘공간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생활기본서비스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중 모두 임계값 이상이면, ‘정상지역’,
두 개 이상 미달이면 ‘사각지역’, 나머지 지역은 ‘미달지역’으로 판정됨
4)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최소수준 달성기준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에 유의해야함. 예를 들면,
차량 배차기준으로, 동지역의 경우 시간당 2회 미만, 읍･면지역의 경우 일 2회 미만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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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려면, 평가항목별로 기준치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4-2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달성 현황
해당지역의 개수(비율)

구분

합계

정상지역

미달지역

사각지역

법정동

16(94.1%)

1(5.9%)

0(0.0%)

17

법정리

33(89.2%)

4(10.8%)

0(0.0%)

37

의정부

법정동

10(76.9%)

3(23.1%)

0(0.0%)

13

동두천

법정동

8(66.7%)

4(33.3%)

0(0.0%)

12

법정동

6(100.0%)

0(0.0%)

0(0.0%)

6

법정리

12(31.6%)

0(0.0%)

26(68.4%)

38

양주

포천

출처: 저자작성
자료: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달성여부 평가자료 http://www.ts2020.kr/main.do(2019년 9월 접속)

위에서구분한동지역(대중교통정상), 동지역(대중교통취약), 읍면지역(대중교통
정상), 읍면지역(대중교통취약)이공간적으로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를도시하면아
래의그림과같다. 이그림은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동지역이읍면지역에비해경원
선철도역에상대적으로가까이위치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도농복합
도시인포천시와양주시는동두천시나의정부시에비해면적이더넓어서고정노선의
대중교통서비스를운영하는데있어용이하지않은지리적여건을보이고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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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실증분석을 위한 지역구분

출처: 저자작성

3)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체계
기존교통수단이나신규로도입되는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접근이형평성있게이
루어지고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는평가지표가필요하다. 이런맥락에서해외의접
근성평가체계(예: Shaheen 외, 2017; Creger 외, 2018)를참조하되, 국내여건에
맞는접근성평가분야및항목을선정하였다. 평가항목은크게‘공간적접근성’, ‘지
불가능성’, ‘서비스의 질 및 신뢰성’, ‘이용매체의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적접근성’은통행자의출발지점에서버스정류장또는카셰어링스테이션까지
도보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야이다. 도보 접근거리가 대표적인
평가항목이며, 앞에서언급한교통안전공단의공간적접근성지표(버스정류장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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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coverage 비율)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고밀도 지역에서는 저밀도 지역에
비해 버스 정류장이나 카셰어링 스테이션이 더 촘촘하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에, 도보로 접근성이 좋아 버스이용이나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더 편리해진다.
‘지불가능성’은통행자가자신의소득범위내에서부담을느끼지않고, 해당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통행비용 및 요금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소득에
대한자료가있다면, ‘소득대비통행비용및요금’을형평성평가를위한지불가능성
지표로활용할수있다. 예를들면, 기존의교통수단으로는승용차가대중교통에비해
‘지불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 저소득층에서차량을구매하고, 운영및유지관리
하는데더어려움을느낄수있기때문이다. 한편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등의공유
모빌리티는통행단위의차량이용에대한‘지불가능성’을낮춰줌으로써, 저소득층도
승용차와 같은 door-to-do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비스의질및신뢰성’은스케줄에따른교통서비스의경우, 차량에대한대기시
간이나 스케줄 준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실시간 매칭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교통서비스의경우는차량의매칭에소요되는시간으로통행서비스의질을평가
할수있다. 한편대부분의교통서비스에대해차량을탑승하는동안의통행시간은핵
심적인서비스지표이다. 이와관련하여통행시간자체의길이또는변동성이대표적
인지표로활용될수있다. 이서비스지표는혼잡이나경로의우회조건등에의해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이용매체의편의성’은실시간검색및예약또는결제의편의성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버스, 승용차 등 기존 교통수단에서도 검색 및 결제(승용차의 경우
통행요금자동징수)가 편의성의중요한항목이다. 최근모바일인터넷의발전, 전자
상거래의확대로인해모바일플랫폼기반으로실시간검색, 예약, 결제등이이루어지
면서첨단기기에익숙한사용자들은모바일플랫폼을기반으로한교통서비스에쉽게
적응할수있다. 반면에고령층, 장애인등에게는오히려이러한첨단이용매체가서비
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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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교통서비스의 접근성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분야
(1) 공간적 접근성

(2) 지불가능성

주요 적용대상

평가항목

첨단교통서비스

기존 교통수단

카셰어링
수요응답형버스

버스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수요응답형버스
모바일 호출 택시
복지택시

버스
승용차

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

버스

∙ 차량매칭 소요시간
(실시간 매칭의 경우)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모바일 호출 택시

-

∙ 통행시간(길이 및 변동성)

라이드셰어링
수요응답형버스
모바일 호출 택시
복지택시

버스
승용차

∙ 실시간 검색 및 예약의 편의성
∙ 결제시스템의 편의성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수요응답형버스
모바일 호출 택시
복지택시

버스
승용차

∙ 정류장 및 스테이션까지의 도보 접근거리

∙ 통행비용 및 요금

∙ 차량 대기시간이나 스케줄 준수 수준
(스케줄에 따른 차량운영의 경우)

(3) 서비스의 질 및 신뢰성

(4) 이용 매체의 편의성

출처: 저자 작성

4) 실증분석의 수행절차
본실증분석은크게①실증분석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 ②기존교통수단
의 이용현황 분석, ③ 첨단교통서비스의 요구사항 분석으로 구성된다.
‘실증분석지역의사회･경제적특성분석’에서는대상지역의고령화수준, 전반적
인 토지이용 패턴을 검토한다. 또한 가구 소득수준, 차량보유 대수 등을 ‘동’지역과
‘읍･면’ 지역으로구분하여비교함으로써,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잠재적인소외계층
이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다 더 많은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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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수단의 이용 현황 분석은 ‘승용차 이용패턴 분석’,‘교통수단선택 패턴분
석’,‘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승용차 이용패턴 분석’, ‘교통수단선택
패턴분석’을 위해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5)(KTDB, 2016)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분석
을수행하였다. ‘대중교통접근성분석’을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공간적
접근성’, ‘시간적접근성’, ‘생활기본서비스시설대중교통접근성’에대한기초자료를
가공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첨단교통서비스의요구사항분석’은‘실증대상지역의첨단교통서비스현황검토’,
‘이용자요구사항검토’, ‘공급자요구사항검토’로이루어진다. 여기서실증대상지역
의첨단교통서비스현황은앞에서언급한6개의서비스를중심으로검토되었다. 또한,
이용자요구사항은설문조사와통계분석을통해, 공급자요구사항은문헌검토,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림 4-2 | 실증분석의 수행절차

출처: 저자작성

5) 국가교통조사의 하나인 가구통행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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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1) 인구밀도와 평균연령
집계구단위로인구밀도와평균연령을도시하면아래와같다. 인구밀도가높은지역
(빨간색계열로표시)은경원선축을중심으로몰려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평균연
령이 낮은 지역(파란색이나 노란색계열로 표시)도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몰려있으나
읍･면 지역에도 평균 연령이 40대 초･중반인 집계구가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 | 집계구별 인구밀도 및 평균연령
(a) 인구밀도

(b) 평균연령

출처: 저자작성
자료: 도로명주소 DB 웹사이트(건물).
http://www.juso.go.kr/addrlink/addressBuildDevNew.do?menu=mainJusoDb(2019년 11월 접속),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별 경계. https://sgis.kostat.go.kr/view/index(2019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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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 분포6)
주택용으로사용되는‘연면적’과‘연면적밀도’7)를집계구단위로도시하면아래와
같다. 주택용연면적밀도가높은지역(빨간색계열로표시)은경원선축을중심으로
몰려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 읍･면지역에는주택용연면적이밀집해있는지
역이 드물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 집계구별 주택용 연면적 및 연면적 밀도
(a) 주택연면적

(b) 주택 연면적 밀도

출처: 저자작성
자료: 도로명주소 DB 웹사이트(건물).
http://www.juso.go.kr/addrlink/addressBuildDevNew.do?menu=mainJusoDb(2019년 11월 접속),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별 경계. https://sgis.kostat.go.kr/view/index(2019년 11월 접속)

6) 도로명주소 DB의 건물레이어에 여섯자리 숫자로 표현된 건물용도코드를 참조하여 주택용, 업무연구용, 생활서비
스용 등으로 토지이용을 구분함
7) 해당 집계구의 특정 목적(이 경우 주택용)의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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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구용으로사용되는‘연면적’과‘연면적밀도’를집계구단위로도시하면아
래와같다. 업무･연구용연면적밀도가높은지역(빨간색계열로표시)은경원선축을
중심으로몰려있어‘동’지역에편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주택용의경우와비교해
보면업무･연구용연면적이밀집된지역이읍･면지역에서전반적으로더분산되어있
는 편이다.

그림 4-5 | 집계구별 업무･연구용 연면적 및 연면적 밀도
(a) 업무･연구용 연면적

(b) 업무･연구용 연면적 밀도

출처: 저자작성
자료: 도로명주소 DB 웹사이트(건물).
http://www.juso.go.kr/addrlink/addressBuildDevNew.do?menu=mainJusoDb(2019년 11월 접속),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별 경계. https://sgis.kostat.go.kr/view/index(2019년 11월 접속)

제4장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실증분석 ∙ 63

생활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과 ‘연면적 밀도’를 각각 도시하면 아래와 같
다. 생활서비스용 연면적 밀도가 높은 지역(빨간색 계열로 표시)은 업무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동지역에치우쳐있다. 주택용의경우와비교해보면생활서비스용연면적
이 밀집된 지역도 읍･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그림 4-6 | 집계구별 생활서비스용 연면적 및 연면적 밀도
(a) 생활서비스용 연면적

(b) 생활서비스용 연면적 밀도

출처: 저자작성
자료: 도로명주소 DB 웹사이트(건물).
http://www.juso.go.kr/addrlink/addressBuildDevNew.do?menu=mainJusoDb(2019년 11월 접속),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별 경계. https://sgis.kostat.go.kr/view/index(2019년 11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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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교통수단의 이용현황
1) 승용차 이용8)에 대한 현황 분석
(1) 분석의개요
수도권외곽에서대중교통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에서는고령으로인한신
체기능 저하 또는 통행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통행자9)가 존재할수있다. 본분석에서는이러한교통서비스접근에관한형평
성이슈를실제자료를통해규명하고자한다. 본분석을위해가구통행실태자료10)(국
가교통DB센터, 2016)에서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를통행의출발점으로
하는 “시내통행”11)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승용차이용에대한패턴은①본인이직접운전하는경우(직접운전), ②다른사람
이운전하는차량을합승하는경우(카풀12)), ③승용차를이용하지않음으로구분된
다. 이이용패턴에대한구분은개별통행자를기준으로하였으며, 조사당일에승용
차 이용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 명의
통행자가 하루에 여러 번 통행을 한 경우가 있어서 사회경제지표와의 연관성 분석에
있어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분석을위해가구통행실태자료에서추출한시내통행표본의현황을각 통행유형
및지역별로살펴보면아래의표와같다. 전체표본은통행인수기준으로약1만6천건,
통행수 기준으로 약 3만 건이다.
8) 승합차를 포함하여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승합차 포함)를 타는 통행자를 말함
9) 극단적인 경우, 대중교통 취약지역 통행자 중에는 비용부담, 육체적인 기능저하 등으로 승용차 이용마저 어려워서
이동성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통행실태자료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자료구조는 ‘가구테이블’, ‘가구원테이블’, ‘통행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에 대한
keycode로 테이블 상호간 참조가 가능함(부록 4 참조)
11) 여기서 시내통행은 ‘시내통행 자체가 목적인 경우’와 ‘시외통행을 위한 접근 통행인 경우’을 모두 포함함
12) 본 절에서 언급되는 카풀은 앞 장에서 언급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이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얻어 타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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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승용차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한 표본 현황
구분

가구수

통행인수

통행수

동지역 출발
(대중교통 정상)

4,308

7,835

14,846

동지역 출발
(대중교통 취약)

3,014

5,296

9,139

읍･면 지역 출발

1,685

3,056

6,238

소계

9,007

16,187

30,223

출처: 저자 작성

(2) 승용차이용과통행자연령의상관관계
본분석의표본을출발지역및연령별로구분하면아래표와같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의경우13))을출발하는60대이상의표본비율은약21.3%인반면에읍･면지역
의동일연령대표본비율은약32.7%로, 후자의지역을출발하는고령층비율이전자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 승용차이용과 통행자 연령의 상관관계 표본 현황
연령대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정상지역)
해당 표본수

비율(%)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당 표본수

비율(%)

법정리 출발
해당 표본수

비율(%)

20세 미만

931

11.9

630

11.9

182

6.0

20대

1820

23.2

1197

22.6

499

16.3

30대

621

7.9

406

7.7

286

9.4

40대

1164

14.9

787

14.9

375

12.3

50대

1630

20.8

1120

21.1

714

23.4

60대

981

12.5

696

13.1

589

19.3

70세 이상

688

8.8

460

8.7

411

13.4

합계

7835

100

5296

100

3056

100

출처: 저자 작성

13) 승용차 이용패턴과 관련해서 동지역 중에 대중교통 정상인 경우와 취약인 경우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대중교통
이 정상인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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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일승용차를한번이라도직접운전한통행자를파악하여연령대별로구분하면
아래의표와같다. 직접운전의경우출발지역에관계없이대부분의표본이30대이상
에서추출되었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을직접운전하여출발한통행자중에
‘60대’와‘70세이상’의비율은각각 41.4%와21.4%로나타났다. 반면에읍･면지
역출발의경우이고령운전자비율이각각 54.7%와30.4%로동지역에비해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 | 승용차 이용 현황(직접 운전)

연령대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정상지역)
해당 직접운전
표본수
(명)
0

비율
(%)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당 직접운전
표본수
(명)
0

비율
(%)
0.0

법정리 출발
해당 직접운전
표본수
(명)
182

0

비율
(%)

20세 미만

931

0.0

630

0.0

20대

1820

30대

621

3

0.2

1197

0

0.0

499

2

0.4

142

22.9

406

73

18.0

286

103

36.0

40대

1164

472

40.5

787

323

41.0

375

239

63.7

50대

1630

731

44.8

1120

450

40.2

714

420

58.8

60대

981

406

41.4

696

251

36.1

589

322

54.7

70세 이상

688

147

21.4

460

73

15.9

411

125

30.4

출처: 저자 작성

조사당일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한번이라도 탑승한 통행자를 파악하여 연령대별로
구분하면아래의표와같다. 카풀을선택한응답자중에서20대미만이나20대에속하
는비율은출발지역에관계없이5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
의 경우)을 출발하는 ‘60대’와 ‘70세 이상’의 카풀 통행자는 각각 7.6%와 5.1%로
나타났다. 반면에읍･면지역출발의경우이비율이각각 10.5%와10.9%로동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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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승용차 이용 현황(다른 사람 승용차 카풀)

연령대

법정동
(대중교통 정상지역)
해당
표본수

카풀
(명)

비율
(%)

법정동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당
표본수

카풀
(명)

비율
(%)

법정리
해당
표본수

카풀
(명)

비율
(%)

182

85

46.7

20세 미만

931

352

37.8

630

281

44.6

20대

1820

313

17.2

1197

239

20.0

499

117

23.4

30대

621

58

9.3

406

28

6.9

286

50

17.5

40대

1164

104

8.9

787

61

7.8

375

36

9.6

50대

1630

114

7.0

1120

75

6.7

714

77

10.8

60대

981

75

7.6

696

54

7.8

589

62

10.5

70세 이상

688

35

5.1

460

20

4.3

411

45

10.9

출처: 저자 작성

(3) 승용차이용과가구소득의상관관계
본분석의표본을출발지역및연령별로구분하면아래표와같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의경우) 출발통행자중300만원미만의가구소득(월평균)을보인표본비율은약
65.3%인반면에읍･면지역의동일그룹의표본비율은약74.3%로, 후자의지역에
대한 저소득층 비율이 전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 승용차 이용과 가구소득의 상관관계 표본 현황
월평균
가구소득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정상지역)
해당 표본수

비율(%)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당 표본수

비율(%)

법정리 출발
해당 표본수

비율(%)

100만원 미만

767

9.8

542

10.2

333

11.1

100~200만원

1722

22.0

1213

22.9

796

26.5

200~300만원

2623

33.5

1784

33.7

1103

36.7

300~500만원

2192

28.0

1386

26.2

600

20.0

500~1000만원

486

6.2

337

6.4

150

5.0

1000만원 이상

37

0.5

28

0.5

21

0.7

7827

100

5290

100

3003

100

합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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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일승용차를한번이라도직접운전한통행자를파악하여가구소득수준에따
른승용차이용패턴을도시하면아래와같다. 출발지역을기준으로검토해보면, 직접
운전, 카풀모두읍･면지역이동지역에비해승용차이용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나고
있다. 통행자의가구소득을기준으로검토해보면, 직접운전의경우동지역, 읍･면지
역모두에서가구소득이높을수록대체적으로직접운전의선택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
보인다. 카풀의 경우, 읍･면 지역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월평균 500만원 수준까지는
통행자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접운전의 선택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7 | 소득수준에 따른 승용차 이용패턴
(a) 직접운전

(b) 다른 사람 승용차 카풀

*) 소득수준 구분 그룹 1:100만원 미만, 그룹 2:100~200만원, 그룹 3: 200~300만원,
그룹 4: 300~500만원, 그룹 5: 500~1000만원, 그룹 6: 1000만원 이상
출처: 저자작성

저소득층가구에속한통행자의승용차이용패턴을상세하게검토해보면아래와같다.
월소득300만원미만의가구에속한통행자가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을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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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직접운전을한비율은약23.2%로나타났다. 반면에동일한가구소득조건
에서 읍･면지역을 출발한 경우, 직접운전을 한 비율은 약 38.3%로 나타났다.
표 4-9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승용차 이용 현황(직접 운전)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정상지역)
가구소득

직접운전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취약지역)

소득그
룹별
표본수

표본수
(명)

비율
(%)

소득그
룹별
표본수

300만원 미만

5112

1185

23.2

300~500만원

2192

543

500~1000만원

486

1000만원 이상

37

직접운전

법정리 출발
직접운전

표본수
(명)

비율
(%)

소득그
룹별
표본수

3539

707

20.0

2232

855

38.3

24.8

1386

343

24.7

600

256

42.7

158

32.5

337

107

31.8

150

71

47.3

14

37.8

28

12

42.9

21

7

33.3

표본수
(명)

비율
(%)

출처: 저자 작성

월소득300만원미만의가구에속한통행자가동지역(대중교통정상지역)을출발하
는 경우 카풀을 한 비율은 약 11.6%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일한 가구소득 조건에서
읍･면지역을 출발한 경우, 카풀을 한 비율은 약 14.4%로 나타났다.
표 4-10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승용차 이용 현황(카풀)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정상지역)
가구소득

소득그
룹별
표본수

카풀
표본수

법정동 출발
(대중교통 미달지역)

비율
(%)

소득그
룹별
표본수

카풀
표본수

법정리 출발

비율
(%)

소득그
룹별
표본수

카풀
표본수

비율
(%)

300만원 미만

5112

595

11.6

3539

421

11.9

2232

321

14.4

300~500만원

2192

371

16.9

1386

277

20.0

600

104

17.3

500~1000만원

486

80

16.5

337

56

16.6

150

33

22.0

1000만원 이상

37

4

10.8

28

3

10.7

21

5

23.8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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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내 통행의 수단선택 패턴 분석
(1) 분석의개요
본분석에서는시내통행의수단선택비율이출발지역, 통행목적등에따라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교통수단별로차이가나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본분석을위해가구통행실태조사자
료(KTDB, 2016)를기반으로“시내통행” 표본을추출하여통행(trip)단위로교통수단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가공하였다.14)

(2) 출발지역별교통수단선택분포
시내 통행의 수단선택 비율을 출발지역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동지역의경우도보가차지하는비율이읍･면지역에비해현저히높다. 동지역은대중
교통 취약 여부에 관계없이 약 40% 정도의 도보 선택 비율을 보이나, 읍･면 지역은
약19%의도보선택비율을보인다. 이는동지역에서고밀도개발이가능하여생활편
의시설이나 업무 중심지 등이 거주지에 더 근접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5)
한편읍･면지역의경우승용차선택비율이동지역에비해현저히높다. 통계분석
결과,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각각
21.0%, 10.9%로나타는반면에, 읍･면지역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
이각각 38.7%, 13.6%로나타난다. 한편, 버스의선택비율은동지역과읍･면지역
모두약18% 수준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는읍･면지역의경우동지역에비
해서목적지까지도보로통행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상대적으로더많은반면에대중
교통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14) 본 분석에 이용된 통행 자료의 표본은 승용차 이용현황 분석의 경우와 동일함
15) 앞에서 논의한 실증분석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이 추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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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도보

6296

비율
42.4%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3711

비율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40.6%

1168

비율
18.7%

승용차(직접)

3111

21.0%

1829

20.0%

2413

38.7%

승용차(카풀)

1619

10.9%

1116

12.2%

851

13.6%

버스

2670

18.0%

1679

18.4%

1162

18.6%

지하철/철도

199

1.3%

122

1.3%

0

0.0%

택시

144

1.0%

125

1.4%

21

0.3%

자전거

500

3.4%

360

3.9%

90

1.4%

기타

307

2.1%

197

2.2%

533

8.5%

14,846

100.0%

9,139

100.0%

6,238

100.0%

계
출처: 저자 작성

(3) 통행목적별교통수단선택분포
아래의분석은시내통행의수단선택비율을통행목적별로구분하여제시한다. 이를
통해통행목적별로어떤수단에대한의존도가높은지를파악할수있다. 통행목적은
크게‘통근･통학’, ‘귀가’, ‘업무’, ‘학원’, ‘여가및쇼핑’, ‘기타’로구분할수있
다. 이중에서‘기타’를제외한5가지의목적별로도보, 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
풀), 버스에 대한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6)
통근･통학의경우,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은약44.5%의도보선택비율을
보이나, 읍･면지역은약20.8%의도보선택비율을보인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
경우)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각각 21.4%, 8.9%로나타는반면
에, 읍･면지역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각각 37.6%, 15.5%로나
타난다. 한편, 버스의 선택비율은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의 경우)과 읍･면 지역 각각
약19.0%와23.6%를보인다. 이분석결과를통해버스가통근･통학에이용되는비
율이다른목적의통행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특히읍･면지역에서이런특징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교통수단 선택분포와 관련해서 동지역 중에 대중교통 정상인 경우와 취약인 경우 간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대중교
통이 정상인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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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 통근통학에 대한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도보

비율(%)

1888

44.5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비율(%)

1084

42.2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비율(%)

364

20.8

승용차(직접)

906

21.4

496

19.3

656

37.6

승용차(카풀)

377

8.9

253

9.9

271

15.5
23.6

버스

805

19.0

546

21.3

413

지하철/철도

82

1.9

41

1.6

0

0.0

택시

28

0.7

23

0.9

5

0.3

자전거

117

2.8

99

3.9

18

1.0

기타

38

0.9

26

1.0

20

1.1

4241

100.0

2568

100.0

1747

100.0

계
출처: 저자 작성

귀가통행의경우도통근･통학과거의유사한수단선택패턴을보인다. 동지역(대중
교통정상의경우)은약43.4%의도보선택비율을보이나, 읍･면지역은약20.9%
의도보선택비율을보인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은승용차(직접운전), 승
용차(카풀) 비율이약20.0%, 10.5%로나타는반면에, 읍･면지역은승용차(직접운
전), 승용차(카풀) 비율이약40.0%, 14.7%로나타난다. 한편, 버스는출발지역에
관계없이 약 20% 수준의 수단 분담률을 보인다.
표 4-13 | 귀가통행에 대한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도보

2868

비율(%)
43.4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1731

비율(%)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41.2

543

비율(%)
20.9

승용차(직접)

1322

20.0

822

19.6

1039

40.0

승용차(카풀)

693

10.5

517

12.3

381

14.7

버스

1297

19.6

814

19.4

528

20.3

지하철/철도

88

1.3

63

1.5

0

0.0

택시

72

1.1

50

1.2

9

0.3

자전거

223

3.4

172

4.1

44

1.7

기타

49

0.7

35

0.8

51

2.0

계

6612

4204

2595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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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통행의 경우는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의 경우)과 읍･면 지역이 각각 53.6%와
40.4%의도보선택비율을보인다. 이는업무통행이여러시설이나서비스가상대적
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무통행에있어승용차(직접운전)의비율은다른목적에비해낮은반면에, 승용차
(카풀)은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인다. 출발지역을구분하여살펴보면, 동지역(대
중교통 정상의 경우)은 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 약 2.7%, 8.4%인
반면에읍･면지역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약12.8%, 38.3%로상
대적으로더높게나타난다. 한편, 버스의선택비율은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
과 읍･면지역 각각 약 10.8%와 8.5%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표 4-14 | 업무통행에 대한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비율(%)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비율(%)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비율(%)

도보

602

53.6

284

46.8

57

40.4

승용차(직접)

30

2.7

12

2.0

18

12.8
38.3

승용차(카풀)

319

28.4

228

37.6

54

버스

121

10.8

59

9.7

12

8.5

3

0.3

4

0.7

0

0.0

지하철/철도
택시

2

0.2

1

0.2

0

0.0

자전거

47

4.2

19

3.1

0

0.0

기타
계

0

0.0

0

0.0

0

0.0

1124

100

607

100

141

100

출처: 저자 작성

학원통행의수단선택비율을출발지역과통행목적에따라구분하여나타내면아래
의표와같다. 동지역의경우도보가차지하는비율이다른목적을위한통행에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승용차(직접 운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올 때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버스의선택비율은동지역(대중교통정상)과읍･면지역각각 약7.4%와
4.7%로 다른 목적의 통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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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 학원통행에 대한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비율(%)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비율(%)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비율(%)

도보

76

17.6

53

15.5

29

8.0

승용차(직접)

267

61.7

188

55.1

266

73.7

승용차(카풀)

29

6.7

28

8.2

32

8.9

버스

32

7.4

34

10.0

17

4.7

지하철/철도

6

1.4

5

1.5

0

0.0

택시

3

0.7

3

0.9

0

0.0

자전거

6

1.4

10

2.9

4

1.1

기타

14

3.2

20

5.9

13

3.6

계

433

100

341

100

361

100

출처: 저자 작성

여가및쇼핑통행도통근･통학이나귀가통행과거의유사한수단선택패턴을보인
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과읍･면지역이각각 44.0%와20.0%의도보선
택비율을보인다. 동지역(대중교통정상의경우)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비율이약19.9%, 9.4%로나타났다. 반면에읍･면지역은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
(카풀) 비율이 약 43.3%, 11.2%로 승용차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버스의 선택비율은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의 경우)과 읍･면 지역 모두
20% 수준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6 | 여가 및 쇼핑 통행에 대한 지역별 교통수단 선택 분포
지역
수단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해당표본(건)

비율(%)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해당표본(건)

비율(%)

읍･면지역
해당표본(건)

비율(%)

도보

483

44.0

306

47.9

88

20.0

승용차(직접)

219

19.9

111

17.4

190

43.3

승용차(카풀)

103

9.4

55

8.6

49

11.2

버스

21.6

206

18.8

106

16.6

95

지하철/철도

6

0.5

3

0.5

0

0.0

택시

16

1.5

20

3.1

0

0.0

자전거

59

5.4

34

5.3

7

1.6

기타
계

6

0.5

4

0.6

10

2.3

1098

100

639

100

439

100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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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발시간대별교통수단선택분포
아래의분석은시내통행의수단선택비율을출발지역별및출발시간대별로구분하
여제시한다. 이를통해통행시간대별로어떤교통수단에대한의존도가높은지를파
악할수있다. 출발시간대는‘자정이후부터새벽’(그룹1), ‘오전첨두시간대’(그룹
2), ‘점심시간전후비첨두시간대’(그룹3), ‘오후첨두시간대’(그룹4), ‘저녁부터
자정까지’(그룹5)로구분하였다. 도보, 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카풀), 버스에대
해 시간대별 통행 중에 차지하는 수단 분담률을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보의수단분담률은출발지역에관계없이오전첨두시간대부터오후첨두시간대까
지는높으나새벽이나밤에는낮게나타난다. 또한동지역출발통행자는읍･면지역의
경우에비해전시간대에걸쳐도보로통행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승용차(직접운전)의수단분담률은도보의경우와는다소상반되는패턴을보인다.
동지역과읍･면지역모두새벽이나늦은저녁에승용차(직접운전) 분담률이높게나
타난다. 다만동지역에서는밤시간대의승용차(직접운전) 분담률이오전첨두시간대
의분담률과유사한수준인반면에, 읍･면지역에서는밤시간대의승용차(직접운전)
분담률이새벽시간대다음으로높게나타난다. 이는통행자들이읍･면지역을밤시간
대에통행할때인적이상대적으로더드물어서안전상의이유로도보를기피하게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승용차(카풀)의 수단 분담률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오후 첨두시간 이후부터
자정까지가높게나타난다. 이시간대가저녁모임, 학원출석등으로인해카풀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버스의수단분담률은동지역과읍･면지역모두전시간대에걸쳐20% 내외로변화
가 크지않은편이다. 동지역출발인경우오전첨두시간대와오후첨두시간이후부터
자정까지가높게나타난다. 반면에읍･면지역의버스수단분담률은새벽과오전첨두
시간대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요약하면, 새벽이나밤시간대에도보로다니기에불편하거나안전하기않은경우,
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질때승용차직접운전이특히선호된다고볼수있다. 주목
할 점은 이런 패턴이 동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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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용차카풀은저녁부터밤까지많이이루어지는반면에, 버스의수단분담률은
다른교통수단에비해서시간대에따른변동폭이상대적으로작으나읍･면지역은대
체적으로오전첨두시간대, 동지역은저녁시간대에다소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그림 4-8 | 출발시간대별 도보, 승용차, 버스의 수단 분담률 변화
(a) 도보

(b) 승용차(직접운전)

(c) 승용차(다른 사람 승용차 카풀)

(d) 버스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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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1) 분석의개요
본 분석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교통안전공단이법정동, 법정리단위로산정한‘공간적접
근성’, ‘시간적접근성’, ‘생활기본서비스시설로의대중교통접근성’ 자료를활용하
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공간적접근성’은버스노선의제공면적비율을산정
하여 분석한다. 또한  ‘시간적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지역에서는 ‘시간당 평균
배차회수(회/시간)’를, 읍･면지역에서는‘평균배차간격(시간/대)’를분석한다. 그리
고‘생활기본서비스시설로의대중교통접근성’을평가하기위해의료시설, 쇼핑시설
까지의 대중교통 통행시간을 분석한다.
대중교통접근성의지역적차이를파악하기위해, 동지역과읍･면지역을대중교통
정상지역과 취약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4개의 지역 그룹에 대해 ‘공간적
접근성’, ‘시간적접근성’, ‘생활기본서비스시설로의대중교통접근성’의분포를파
악하기 위해 Box Plot을 활용한다. 이 분석 방법은 표본의 하위 25percentile, 상위
25percentile 값을경계로상자(box)를도시하고, 중앙값(median)을상자의가운데를
통과하게 수평선으로 표시함으로써 표본의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와준다.
본 연구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형평성 있게 제공되는
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안 좋은 쪽으로 25percentile 값이
얼마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예를들면, 버스 노선의 제공 면적(coverage) 비율은
낮을수록통행자에게안좋다는점을 감안하여하위25percentile를점검한다. 반면
에주요시설로의버스접근시간은오래걸릴수록안좋기때문에상위25percentile
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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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의공간적접근성분포비교
4개의지역그룹에대해버스노선의제공면적(coverage) 비율에대한Box Plot을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에 해당하는 Box가 가장 높은
수준의버스노선coverage 비율을나타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읍･면지역(대중교
통정상), 동지역(대중교통취약), 읍･면지역(대중교통취약) 순으로coverage 비율
이높은경향을보인다. 아래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이순서대로각 지역의하위
25percentile은 0.89,0.84,0.71,0.59 이다.
그림 4-9 | 첨단교통기술 및 서비스의 진화와 상호작용

출처: 저자작성

(3) 대중교통의시간적접근성분포비교
동지역에대해버스의시간당배차빈도에대한Box Plot을도시하면아래의그림과
같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과 동지역(대중교통 취약)이 나타내는 box가 상당부분
겹쳐져있으며, 두지역의시간당배차빈도에대한하위25percentile은각각 2.6 전후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를 배차 간격으로 환산하면 약 23(분/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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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동지역의 시간적 접근성 분포

출처: 저자작성

읍･면지역에대해버스의배차간격(시간/대)에대한Box Plot을도시하면아래의그
림과같다. 읍･면지역(대중교통정상)과읍･면지역(대중교통취약)이나타내는box가
상당부분겹쳐져있으며, 두지역의버스배차간격에대한상위25percentile은각각
3.4(시간/대)과3.7(시간/대)로, 이는대중교통정상인읍･면지역이약17분가량차
이로 버스가 더 자주 도착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1 | 읍･면 지역의 시간적 접근성 분포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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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기본서비스시설로의대중교통접근성
4개의지역그룹에대해의료시설로의버스접근시간에대한Box Plot을도시하면
아래의그림과같다. 의료시설로의접근시간은동이읍면지역에비해대체적으로짧으
나, ‘대중교통취약인동지역’은‘대중교통정상인읍면지역’과거의유사한의료시설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읍･면지역
(대중교통정상), 읍･면지역(대중교통취약) 순서대로의료시설로의버스접근시간의
상위 25percentile은 각각 18.6, 35.9, 38.4, 41.7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 의료시설로의 접근시간 분포

출처: 저자작성

4개의지역그룹에대해쇼핑시설로의버스접근시간에대한Box Plot을도시하면
아래의그림과같다. 의료시설로의접근시간은동이읍면지역에비해대체적으로짧게
나타났다. 동지역(대중교통 정상), 동지역(대중교통 취약), 읍･면지역(대중교통 정
상), 읍･면지역(대중교통 취약) 순서대로 쇼핑시설로의 버스접근 시간의 상위
25percentile은 각각 20.3, 33.0, 51.1, 53.1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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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개선요구사항
1) 실증분석 지역의 첨단교통서비스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
현재실증분석지역에서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첨단교통서비스는모바일호출택
시(예: 카카오 택시), 경기복지택시, 라이드셰어링17), 수요응답형버스, 카셰어링이
다. Uber Express와같은라이드소싱은현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원칙
적으로는 금지되고 있다.18)
실증분석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모바일 호출을 위한 앱을 차량 운행
중에사용하고있으며, 많은통행자들도이앱을이용하여택시를호출하고있다. 문제
는모바일호출앱에서승객의콜을택시기사가거부할수있다는데있다. 예를들
면, 양주시의장흥면에서관광객이대중교통을이용하여서울로접근하기어려워서택
시를호출하려고해도, 동지역에서수요가몰리는경우택시기사들이면지역으로승객
을 태우러 갈 유인이 없다.
모바일호출택시는라이드소싱과는달리요금체계에대한규제를받게된다. 일반택
시와동일한요금체계를적용하되, 차량매칭에대한시간을줄여주는프리미엄서비
스를이용하려면, 별도의추가요금을지불해야한다. 경기도일반택시의요금체계를
보면, 양주, 포천과같은도농복합도시의경우, 의정부와같은도시형도시에비해택
시요금이더비싸게산정된다.19) 택시서비스제공자입장에서는읍･면지역에서출
발하는승객을태우는경우공차비율이높기때문에, 이러한요금체계가운영비회수
를 위해 필요하다. 반면에 통행자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부득이하게 택시
서비스를이용해야하는경우가많은데, 요금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은이서비

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하루 2회 출･퇴근용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
18) 타다는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당한 후, 2019년 12월 현재 법적 소송 중에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기존대로 운영할 계획임
19) 2km까지의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2km를 넘는 추가요금에 대해 단위 거리나 시간에 대한 증가분이 더 큼(송제룡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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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용의 장애요인이 된다.
경기복지택시는경기도와해당시및군이50%씩재원을부담하고있으며, ｢경기복
지택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법적근거로운영되고있다(송제룡외, 2018).
포천시의경우복지택시의서비스도입기준, 운행시간, 요금체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20)
포천시는‘대중교통미운행마을’, ‘버스운행횟수가1일3회이하’, ‘마을회관과
버스 정류장 간 1,000m 이격 지역’을 복지택시 도입대상으로 설정하였다21)(송제룡
외, 2018). 한편, 경기복지택시에대한이용회수제한은없으나, 운행시간은6시에서
22시로제한하고있다(송제룡외, 2018). 본연구의분석결과, 새벽이나밤에승용차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간대에 경기복지택시가 승용차에
대한대체수단으로서의역할을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포천시의택시이용요
금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읍면 내의 통행에 대해 회당 1,250원이며, 읍면 외는
10km를 초과할 경우 매 1km마다 100원씩 추가 된다(송제룡 외, 2018).
실증분석지역에서경기복지택시가이와같이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기때문에대
중교통접근성이낮은지역중에서일부에만서비스가제공되는형평성문제가발생하
게된다. 또한경기복지택시는상당부분을정부지원금에의존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
공간적인 확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응답형버스의경우버스노선이안들어오는포천시의벽･오지마을을중심으로
도입된바있으나마을주민들의요구로복지택시로다시전환한사례가있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2019년‘도시형교통모델사업’에지원하여수요응답형버스의
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한개도시에평균적으로약3억원이지원되는사업
으로 한 두 개의 노선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풀러스와같은라이드셰어링은지역의구분없이전국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이다.

20)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실증지역 중에는 포천시만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음(송제룡 외, 2018)
21)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중교통 접근성에서 사용된 ‘공간적 접근성’과 ‘시간적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판단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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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라이드셰어링의운영특성상경로및스케줄이매칭이되는잠재적동승자풀
(pool)이충분히확보되어야동승매칭성공률이높아진다. 이런점에서고밀도의동
지역이저밀도의읍･면지역에비해라이드셰어링에대한접근성도더높을것으로추
정된다.
쏘카나그린카등의업체가실증분석지역에서카셰어링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셰어링 스테이션은 경원선 철도역 주변 동지역에
몰려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 카셰어링을 스테이션
에 도보로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카셰어링에 대한 인프라 도입이 이와 같은
추세로진행되면, 동지역과읍･면지역에서존재하는교통서비스에대한전반적인접
근성 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13 | 카셰어링 스테이션의 공간적 분포(쏘카와 그린카)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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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교통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1) 이용자설문조사의개요
본설문조사의목적은수도권외곽지역통행자의교통수단선택현황, 첨단교통서비
스에대한잠재선호도및수용성등을파악하는데있다. 또한저소득층이나고령층
등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취약계층에속할수있는통행자의요구사항을파악하는것
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설문조사는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시를통행의기점으로하는통행자를설
문대상자로하여2019년10월첫째주에면담방식으로시행하였다. 표본은약700명
으로동지역출발통행자426명, 읍･면지역출발통행자275명으로구성된다. 주요
설문내용은 ‘교통수단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잠재선호’,
‘인적 속성’으로 구분된다.
‘교통수단이용현황및 불편사항’에서는최근10일 동안(평일기준) 가장빈번하게
이루어진통행에대해출발지, 목적지, 통행목적, 통행유형, 통행빈도, 출발시간, 주
통행수단, 통행수단이용의불편사항을파악하고자하였다. ‘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잠
재선호’에서는선호하는공유모빌리티, 공유모빌리티사용목적, 선택기준, 선택한공
유모빌리티의‘공간적접근성’, ‘지불가능성’, ‘서비스의질및신뢰성’, ‘이용매체
의편의성’ 에대한잠재적인선호를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인적속성조사에서는연
령대, 성별, 가구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였다.22)
응답자개인별특성은아래표와같이요약할수있다. 성별, 연령, 직업등에대해
서대체로고른분포를보이고있는반면에, 월평균가구소득의경우300-500만원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51.2%)을 차지하고 있다.

22) 모바일 호출택시, 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버스,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카셰어링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당수의 통행자가 이 서비스들의 일부나 모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부록 3]에 제시된 교통수단별
운영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설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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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가족수

소유차량

월평균
가구소득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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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내용

사례수

비율(%)

포천시

(251)

35.8

양주시

(250)

35.7

의정부시

(100)

14.3

동두천시

(100)

14.3

남자

(336)

47.9

여자

(365)

52.1

20대

(119)

17.0

30대

(145)

20.7

40대

(139)

19.8

50대

(136)

19.4

60대

(115)

16.4

70대이상

(47)

6.7

학생

(43)

6.1

전업주부

(131)

1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

2.1

서비스 종사자

(96)

13.7

판매 종사자

(92)

13.1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

(192)

27.4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97)

13.8

무직

(18)

2.6

농업

(17)

2.4

1~2인

(144)

20.5

3인

(295)

42.1

4인이상

(262)

37.4

0대

(185)

26.4

1대

(499)

71.2

2대

(17)

2.4

300만원 미만

(184)

26.2

300~500만원 미만

(359)

51.2

500만원 이상

(158)

22.5

(2) 첨단교통서비스수단에대한선호도
첨단교통서비스수단을선택하는데있어주요고려사항은동지역, 읍･면지역이거
의유사하게나타났다. ‘출발지에서교통수단탑승지점까지의도달거리’, ‘차량도착까
지 대기시간’, ‘이용요금’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4 | 첨단교통서비스 수단선택의 주요 고려사항

출처: 저자작성

소득수준별로선호하는첨단교통서비스의비율을조사한결과, 월평균소득300만
원미만인가구에속한통행자는경기복지택시와모바일호출택시를주로선호하였다.
주목할점은이러한저소득층통행자들의경기복지택시선호비율이약61.4%로압도
적으로높다는것이다. 반면에월소득300만원이상가구에속한통행자는모바일호
출택시, 라이드셰어링, 경기복지택시를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 소득수준별 잠재적인 첨단교통서비스 수단선택 분포
가구 소득 모바일 호출택시 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버스 라이드셰어링 라이드소싱 카셰어링

계

300만원
미만

20
(10.9%)

113
(61.4%)

16
(8.7%)

15
(8.2%)

15
(8.2%)

5
(2.7%)

184

300만원
이상

122
(23.6%)

94
(18.2%)

53
(10.3%)

115
(22.2%)

65
(12.6%)

68
(13.2%)

517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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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따른첨단교통서비스수단선호도는지역별로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
로파악되었다. 저소득가구에속한통행자들은동과읍･면출발에관계없이경기복지
택시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지역출발저소득통행자는2순위로모바일
호출택시를선호한반면에, 읍･면지역출발저소득통행자는수요응답형버스와라이드
셰어링을2순위로선호했다. 이러한선호결과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현행일반
택시요금체계(모바일 호출택시의 경우도 포함)가 읍･면지역 출발 통행자에게 불리하
게 책정되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림 4-15 | 출발지역에 따른 첨단교통서비스 잠재 수단선택 분포(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a) 동지역 출발

(b) 읍･면지역 출발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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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가구소득300만원이상에해당하는통행자는출발지역에관계없이첨단교통
서비스 수단에 대해 비교적 고른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있는통행자의경우, 고비용의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가저소득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16 | 출발지역에 따른 첨단교통서비스 잠재 수단선택 분포(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a) 동지역 출발

(b) 읍･면지역 출발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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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수단별서비스질에대한수용성및지불의사
□모바일호출택시서비스(E-hail)
모바일호출택시의잠재적인이용자에대해차량대기시간의수용가능한도를조사
하였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출발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t=-0.878, p=0.381), 전반적으로대기시간수용한도는10분정도까지로나
타나고 있다.
그림 4-17 | 모바일 호출택시 서비스에 대한 대기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스마트호출에대한최대지불의사액에대한응답수의누적비율을(대기시간한도및
통행거리에따른) 시나리오별로도시하면아래와같다. 출발지역구분에관계없이‘대
기시간한도’가 짧을수록높은비용의지불의사를보이는경향이있다. 또한, ‘대기시
간한도’가 동일하다면, 짧은‘통행거리’에대해높은비용의지불의사를보이는것으
로나타난다. 그이유는짧은‘통행거리’일수록‘대기시간’이전체통행시간에서차
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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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 스마트 호출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액 누적분포
(a) 동지역 출발

(b) 읍･면지역 출발

출처: 저자작성

출발지역에따른차이를보다면밀하게살펴보기위해, 스마트호출에대한최대지
불의사액응답수및비율을시나리오별로아래표에제시하였다. 이표에따르면, 읍･
면지역이동지역에비해대체적으로스마트호출에대한이용의사가높다(즉, 미이용
비율이낮음). 또한, 스마트호출의서비스수준이좋은경우(즉, 통행거리대비대기
시간한도가낮은경우)에읍･면지역이동지역에비해높은지불의사를보이는경향이
있다. 예를들면, 대기시간5분이하(5km 통행)에대해서2,000원까지지불하고자하
는응답자비율이읍･면지역의경우26.8%로, 동지역15.8%에비해높게나타나고
있다. 이는읍･면지역을출발하는경우에차량호출후대기시간이긴경우가상대적으
로빈번하게발생하여, 통행자들이어느정도비용을지불하더라도모바일호출에대
한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의사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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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 스마트 호출에 대한 지불의사액(동지역 출발)
지불의사액

대기시간 5분 이하
(5km 통행 기준)
응답수

비율

대기시간 10분 이하
(5km 통행 기준)
응답수

비율

대기시간 10분 이하
(10km 통행 기준)
응답수

비율

0원(미이용)

8

7.9%

18

17.8%

53

52.5%

1000원

26

25.7%

59

58.4%

45

44.6%

1500원

51

50.5%

24

23.8%

3

3.0%

2000원

16

15.8%

0

0.0%

0

0.0%

계

101

100%

101

100%

101

100%

출처: 저자 작성

표 4-20 | 스마트 호출에 대한 지불의사액(읍･면지역 출발)
지불의사액

대기시간 5분 이하
(5km 통행 기준)

대기시간 10분 이하
(5km 통행 기준)

대기시간 10분 이하
(10km 통행 기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0원(미이용)

2

4.9%

6

14.6%

14

34.1%

1000원

14

34.1%

21

51.2%

24

58.5%

1500원

14

34.1%

14

34.1%

2

4.9%

2000원

11

26.8%

0

0.0%

1

2.4%

계

41

100%

41

100%

41

100%

출처: 저자 작성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차량대기시간에대해이용자들의수용가능한도를조사하였다. 동지
역과 읍･면지역 출발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t=-0.507, p=0.613), 전반적으로 대기시간 수용한도는 10분 정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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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 경기복지택시에 대한 대기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경기복지택시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에 대한 의사를 수혜 대상지역 선정기준(‘마을
중심지로부터버스정류장거리’, ‘1일버스운행회수’)을완화하는시나리오에대한
선호도를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두 지역 중 어디에서
복지택시의공간적형평성문제에대한개선요구가더큰지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읍･면지역출발통행자가동지역출발의경우에비해
서경기복지택시에대한수혜지역선정기준의완화를상대적으로더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 중심지로부터 버스 정류장 거리’기준을 현행
1km보다완화하자는응답이동지역출발의경우는약35%인반면에, 읍면지역은약
70%로나타났다. 또한‘1일버스운행회수’기준을현행3회보다완화하자는응답도
동지역 출발의 경우는 약 52%인 반면에, 읍면 지역은 약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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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 집계구별 인구밀도 및 평균연령
(a) 마을 중심지로부터 버스 정류장 거리

(b)1일 버스 운행회수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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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버스
수요응답형버스대기시간에대해이용자들의수용가능한도를조사하였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출발을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t=-1.614,
p=0.111), 전반적으로 대기시간 수용한도는 10분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4-21 | 수요응답형버스에 대한 대기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또한, 수요응답형버스의서비스확대를위한요금인상을조사하였다. 출발지역에관
계없이전반적으로기존버스요금보다는더지불할의사를보이는경향이있다. 이는
실증분석지역에서수요응답형버스에대한잠재적이용자들이요금을더지불하더라도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금인상에 의한 지불 의사액을
동지역과읍･면으로구분하여비교한결과, 평균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는것으로파
악되었다(t=-0.165, p=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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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 수요응답형버스에 대한 요금인상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수요응답형버스탑승지점까지도보접근시간에대해이용자들의수용가능한도를조
사하였다. 동지역과읍･면지역출발을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
있으며(t=-0.234, p=0.816), 전반적으로 도보접근시간 수용한도는 10분정도까지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3 | 수요응답형버스에 대한 도보접근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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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셰어링
라이드셰어링에대한지불의사액은아래의두가지가정하에조사하였다. 첫째, 아
래의그림과같이추가합승으로인해통행시간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가정하
였다.(5km 통행기준최대10분, 15km 통행기준최대20분까지증가할수있음) 두
번째가정은카풀에대한(운전자에게지불하는) 사례금이높을수록, 본인의카풀파트
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4-24 | 라이드셰어링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예시)

출처: 저자작성

위의가정하에, 라이드셰어링에대한지불의사액은동지역과읍･면지역출발로구
분하여조사하였다. 합승으로인해일반택시보다는낮은요금을사례금으로지불한다
는전제하에, 라이드셰어링에대한최대지불의사액을파악하여동지역과읍･면지역으
로구분하여아래그림에제시하였다.(최대지불의사액수준은일반택시대비요금수준
을기준으로60%에서100%까지, 5개의그룹으로구분함) 이그림에따르면, 출발지
역에관계없이장거리통행의합승에대해서약간더높은요금할인율(택시요금대비)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지역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동지역의경우90%의통행자가5km와15km
통행에대하여각각 택시요금의76%와79% 이하의금액을최대로지불할의사가있
음을밝혔다. 반면에읍･면지역의경우는90%의통행자가5km와15km 통행에대하
여 각각 택시요금의 78%, 81% 이하를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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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최대 지불의사액 누적분포
(a) 동지역 출발

(b) 읍･면지역 출발

출처: 저자작성

□라이드소싱
라이드소싱차량대기시간에대해이용자들의수용가능한도를조사하였다. 아래그
림과같이, 모바일호출택시, 복지택시등과유사하게출발지역에관계없이대부분10
분이내의 대기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26 | 라이드소싱에 대한 대기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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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소싱에 대한 지불의사액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출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라이드셰어링과마찬가지로출발지역에관계없이, 택시요금보다저렴한비용으로이용
하고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하지만, 읍･면 지역 응답자 수가 19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카셰어링
카셰어링차량대여지점까지의도보접근시간에대해이용자들의수용가능한도를조
사하였다. 동지역과읍･면지역출발을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
고있으며(t=0.556, p=0.580), 전반적으로도보접근시간의수용한도는10분정도까
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7 | 카셰어링 차량대여지점까지의 도보접근시간 수용한도

출처: 저자작성

카셰어링대여시간에 대한선호도를 조사한결과, 동지역과읍･면지역모두 2시간
대여가가장선호도가높았다. 이는카셰어링이단기대여시에비용적으로유리한서
비스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카셰어링은차량을대여한지점에서반납해야하는‘왕복형’이기본인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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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추가지불하면, ‘편도형’서비스도가능하다. 이와관련하여, 차량을이용하고나서
반납을대행할수있는‘부름서비스’의지불의사액을조사하였다. 지불의사액은4,000
원부터12,000원까지다양하게나타났다.23) 응답자가선호하는차량대여시간을함께
조사하여, 차량대여시간과‘부름서비스’ 지불의사액간의상관관계도조사하였다. 조
사결과대여시간과지불의사액간상관관계는동지역의경우0.53, 읍면지역은0.43
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차량대여시간이길수록부름서비스에더높은요금을지불할
의사를 보였다.

(4) 첨단교통서비스이용매체에대한선호도
첨단교통서비스에 대한 예약 및 결제 매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연령별,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 걸쳐 핸드폰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을 하는 선호도가
높게나타났다. 60대이상의경우인터넷웹사이트를통한예약에대한선호는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8 | 연령별 첨단교통서비스 예약매체 선호현황

출처: 저자작성

23) (주)쏘카의 경우 4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8,000원으로 이용 가능함(2019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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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20대에서50대까지는신용카드를모바일앱에등록후자동결제하는방
식을 주로 선호하였다. 반면에60대 이상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직접결제하는 방식을
주로 선호하였다.
그림 4-29 | 연령별 첨단교통서비스 결제매체 선호 현황

출처: 저자작성

또한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가구소득이300만원이상에해당하는통행자들
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현금이나 계좌이체에
대한선호를 보인응답도상당수 보였다. 한편가구소득 300만원미만의통행자들은
표본의크기가작아서, 저소득층통행그룹의결제매체선호에대한유의미한시사점
을 얻기 어려웠다.
그림 4-30 | 가구소득 수준별 첨단교통서비스 결제매체 선호 현황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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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잠재적이용자를대상으로수단별서비스질에대한수용성
및 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간적접근성측면에서는대부분의응답자가출발지역에관계없이수요응답형버스
정류장, 카셰어링스테이션이자신의출발지에서약10분이내의도보권내에위치하
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경기복지택시의경우, 읍･면지역을출발하
는 통행자가 서비스의 공간적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가능성측면에서는읍･면지역출발통행자가동지역에비해모바일호출택시를
이용할때스마트호출을이용할의사가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났다. 한편수요응답
형버스의경우통행자들이출발지역에관계없이서비스확대를위한요금인상의사를
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라이드셰어링의경우, 출발지역에관계없이90%의잠
재이용자가택시요금의약80% 이하수준의사례금을지불하여라이드셰어링을이용
할의사를보였다. 카셰어링의경우는출발지역에관계없이2시간동안의차량대여를
가장선호하며, 편도형서비스를이용할경우, 차량대여시간에비례하여부가요금을
지불할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질및신뢰성측면에서보면, 모바일호출택시, 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라이드소싱의잠재이용자들은거의대부분이출발지역에관계없이차량을기다
리는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
예약매체의편의성측면에서보면, 전연령대에걸쳐모바일앱을통한예약에대한
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주목할점은60대이상고령층의경우인터넷웹사이트를통
한예약선호도가다른연령대보다낮게나타났다는것이다. 이는상당수의고령층통
행자들이모바일앱을이용하는것에비해서컴퓨터등을통해인터넷웹사이트에접속
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제매체의편의성측면에서보면, 50대이하의통행자들중에는신용카드를모바일
앱에 등록 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에 60대 이상
고령통행자들은신용카드로직접결제하는것을가장선호하고, 신용카드를모바일앱
에등록하는것을선호하는비율이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 이통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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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첨단교통서비스의접근에관한연령층간의격차를시사한다. 특히카셰어링, 스마
트택시호출등은신용카드를모바일앱에등록해야만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고
있는데, 이로인해고령층통행자들이첨단교통서비스에상대적으로더소외될가능성
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월소득300만원이상인가구에속한통행자들은신용카드로결제하는선호도
가 가장 높았으나, 이들 중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비율도 낮지 않았
다.24) 이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다양한결제매체를수용하여첨단교통서비스를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21 | 첨단교통서비스 평가 분야 및 수단별 이용자 요구사항
평가 분야

수단별 이용자 요구사항

∙ (경기복지택시) 읍･면지역 출발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수혜지역 선정기준이 현행보다 완화되어
도 좋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공간적 접근성
∙ (수요응답형버스, 카셰어링)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탑승지점까지 도보접근시간 수용한도는 대부분
약 10분 이내로 응답

지불가능성

∙ (모바일 호출택시)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스마트 호출에 대한 이용의사가 높음
∙ (수요응답형버스)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요금인상 의사가 있음
∙ (라이드셰어링)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90%의 잠재 이용자가 택시요금의 80% 내외의 사례금을
지분하여 라이드셰어링을 이용할 의사를 보임
∙ (카셰어링)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2시간 이내의 차량대여를 가장 선호하며, 차량대여시간이 길수
록 편도형 서비스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를 보임

서비스의 질 및 ∙ (모바일 호출택시, 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버스, 라이드소싱) 출발지역에 관계없이 차량 대기시
신뢰성
간 수용한도는 대부분 약 10분 이내로 응답함

이용 매체
편의성

∙ (연령별 예약매체 선호도) 전 연령대에 걸쳐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음
∙ (연령별 결제매체 선호도) 20대~50대는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후 자동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신용카드 직접결제를 선호
∙ (소득수준별 결제매체 선호도)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 속한 통행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

출처: 저자 작성

24)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응답자 표본은 충분하지 않아서, 소득수준에 따른 결제매체 선호차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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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의 공급자 요구사항
국토교통부정책실무자, 기초지자체정책실무자와의면담조사25), 첨단교통서비스
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을 통해 파악된 공급자 측면의 요구사항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담당
하는부서가현재존재하고있지않다. 대중교통과, 첨단도로안전과, 신교통서비스과
등관련부서들이이와관련하여역할정립을할필요가있다. 대중교통과의경우는‘도
시형 교통모델사업26)’의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있다. 첨단도로안전과의경우, 현재지자체ITS 사업을담당하고있는데, 첨단
교통서비스를활용한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다. 또한신교통서비스과는카셰어링과
관련된제도부문을담당하고있는데, 카셰어링의형평성개선을위한사업추진,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플랫폼기반의첨단교통서비스업체의경우, 고밀도지역을위한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취약지역의접근성향상등공익을위한서비스발굴을모색할필요
가 있다. 이와관련하여해외에서라이드소싱업체인Uber가 의료재단과협력하여의
료접근성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좋은선례이다(TRB, 2016). 국내에서도｢스마트산
단공유서비스시범서비스추진｣ 등공익을목적으로한플랫폼기반의사업모델발굴
의 사례27)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택시, 버스등기존교통서비스업체도새로운교통기술을적극수용하고, 공유모
빌리티등신규서비스와의연계에협력할필요가있다. 택시의경우첨단기술을활용
하여장애인, 고령자를지원하기위한맞춤형이동서비스제공등사업의다각화를도
모할필요가있다. 또한, 버스업체의경우도노선체계를효율적으로개편하는데협조
25) 2019년 9월 21일, 30일에 포천시, 의정부시, 국토교통부를 각각 방문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26) 이 사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 지침｣을 마련함
27) 사회적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 쉐어앤쉐어는 이 사업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2019 공유 경제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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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유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위에서파악한이해관계자요구사항을바탕으로앞에서논의한교통서비스의평가분
야인‘공간적접근성’, ‘지불가능성’, ‘서비스의질및신뢰성’, ‘이용매체의편의성’
의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접근성측면에서는기초지자체가주도하여교통서비스에대한이용수요, 버
스정류장, 카셰어링스테이션등의공간적인분포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 이를바탕
으로인프라확충을계획해야한다. 또한기초지자체는대중교통취약지역에소재한공
공주차장의주차공간을카셰어링업체에제공하거나주차비를할인해주는것을검토
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카셰어링업체, 버스업체등은관련된서비스운영자
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불가능성측면에서는저소득층가구가많은지역을중심으로기초지자체, 광역지
자체, 국토교통부가재원을분담하여대중교통과첨단교통서비스간환승할인을시행
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대중교통을간선서비스로이용하고첨단교통서비스를지
선으로 하여 통행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첨단교통서비스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위해환승할인을도입할수있다. 이러한환승할인을위해서도공유모빌리
티 업체, 버스 업체 등은 운영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질및신뢰성측면에서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는승차거부,
차량대기시간단축등을위해제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국토교통부는교통수
단에구애받지않는주문형교통서비스(MOD) 도입을위한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
지자체는이를활용하여수요응답형교통(DRT)의서비스를개선해야한다. 이를위해
이용매체개발자, 통합시스템개발자등은여러교통서비스의실시간운영자료를통
합적으로분석하여통행계획을지원해주는앱및시스템개발에참여할필요가있다.
공유 모빌리티 업체 등도 이러한 통행계획 앱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앱을 연동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
끝으로이용매체편의성측면에서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등은상호협력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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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교통부는연구개발사업및시범사업에지자체, 이용매체개발자등을참여시
켜모든통행자가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매체를개발함으로써고령통행자등기술
취약계층이첨단교통서비스를이용하는데소외되지않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기초
지자체는예약및전자지불의매체를다양화하기위해키오스크등의편의시설을확충
할필요가있다. 공유모빌리티업체, 택시업체등도신용카드미소지자를위해현금지
불 등 다양한 요금지불 방식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표 4-22 | 첨단교통서비스 평가 분야별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역할분담
평가 분야

공간적 접근성

지불가능성

공급측면의 이해관계자
∙ (공공) 기초지자체
∙ (민간) 카셰어링업체, 버스업체 등

요구사항 및 역할분담
∙ (요구사항) 공간적 접근성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카셰어링 주차시설 등을 계획함
∙ 기초지자체는 공공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카셰어링 업체
에 제공
∙ 카셰어링 업체, 버스업체등은 운영자료 공유

∙ (요구사항) 대중교통취약지역의 통행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환승할인
∙ (공공)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부
∙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부는 서비스 운영의 지속
∙ (민간) 카셰어링업체, 라이드셰어링
가능성, 통행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업체, 버스업체, 택시업체 등
∙ 환승할인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업체, 버스업체 등은
운영자료 공유

∙ (요구사항) 대중교통취약지역의 승차거부, 차량 대기시
간 단축 등을 위해 기관 간 협력
∙ (공공)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부 ∙ 공유 모빌리티 업체 등은 승차거부 등을 기술적으로 해결
서비스의 질 및 ∙ (민간) 카셰어링업체, 라이드셰어링
∙ 교통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주문형 교통서비스(MOD)를
신뢰성
업체, 버스업체, 택시업체, 이용매체
위한 자료 공유
개발자 등
∙ 이용매체 개발자 및 시스템 통합 개발자는 여러 교통서
비스의 실시간 운영자료를 활용한 통합적인 통행계획
(trip planning) 앱 개발 및 개선

이용 매체
편의성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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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초지자체, 국토부
∙ (민간) 카셰어링업체, 라이드셰어링
업체, 버스업체, 택시업체, 이용매체
개발자 등

∙ (요구사항) 고령층,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이용 매체의
편의성을 증대
∙ 국토부는 모든 통행자를 위한 보편적설계(universal
design)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지원
∙ 기초지자체는 예약 및 전자지불 키오스크등 편의시설
확충 지원
∙ 공유 모빌리티 업체, 택시업체 등은 현금 지불 등 다양
한 요금지불 방식 허용
∙ 이용매체 개발자는 통행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이용매
체의 편의성 개선

5. 시사점
실증분석지역에서업무, 주택, 생활서비스가좋은지역은주로동지역에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고밀도 지역은 대개 도보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역과 가까워서, 시내통행에 대한 승용차의 수단 분담률이 상대적으로 낮
다. 반면에 대부분의 읍･면 지역에서는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저소득층, 고령층중에승용차를이용하는통행자가상당수있는것으로파악
되었다. 특히대중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읍･면지역에서이러한현상이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어서이지역에대한대안적교통수단이확보되어야한다는필요성을확인
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승용차에대한의존도가통행목적, 출발시간대등에따라
다소차이가난다는것이자료분석을통해드러났다. 이를감안하여교통서비스에대
한 잠재적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충분히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요금이 저렴한 복지택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는것을파악할수있었다. 또한읍･면과같은저밀도지역에서복지택시나수
요응답형 버스 등 정부 지원 DRT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현재일반택시운임체계가읍･면지역출발통행자에게
불리하게되어있어서, 이를보완하기위한대안교통수단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
다. 이러한맥락에서출발지역에관계없이라이드셰어링에대한요금할인에대한요구
도 높다는 것도 확인 했다. 또한 모바일 택시호출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호출에 대한
지불의사를보인통행자가상당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첨단교
통서비스의이용매체와관련해서모바일앱을통한예약이나결제에대한선호비율이
전 연령층, 전 소득계층에 걸쳐 상당히 높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는 정부 지원 DRT
서비스에모바일플랫폼등의첨단기술을접목하기위한시스템개선이필요함을시사
한다. 다만형평성을고려하여전화를통한서비스예약, 현금지불등을계속해서허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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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이용자요구사항뿐만아니라, 공급자측면의요구
사항을고려하여정책방향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국토교통부차원에서첨단도
로안전과, 신교통서비스과등관련부서가참여하여정책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
이와병행하여첨단교통서비스가전체교통체계내에서다른교통수단과조화를이루
면서공익에기여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첨단기술
이정부지원교통서비스에잘활용될수있도록서비스운영주체간의정보공유가확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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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첨단교통서비스의 현황조사, 정책동향, 실증분석의 시사점을 바탕으
로 첨단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
이나 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첨단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의 공간적 확대’,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유 모빌리티의 활용 지원’,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기존 교통수단과 첨단교통서비스 간 연계강화’를 추진전
략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1.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이용자가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적이나 여건에 맞게
교통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 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
를통해모든이용자가기존보다편익이향상되는것을지향하되, 교통서비스에대한
공간적또는계층적접근성격차를완화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한다. 이러한맥락에
서 앞에서 논의한 첨단교통서비스 도입현황 및 정책동향 조사, 실증분석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추진전략인 ‘수요응답형교통
(DRT)의공간적확대’, ‘모바일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의활용지원’, ‘저소득층
과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기존 교통수단과 첨단교통서비스 간 연계’ 각각에
대해세부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각 정책방안은법이나제도의개선, 시범
사업의추진등을세부내용으로포함하고있으며, 상호간에밀접하게관련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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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응답형교통의 공간적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정부가 지원하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의 공간적
확대가필요함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특히읍･면지역을출발하는저소득층통행자
중에는대중교통의불편으로인해직접승용차나승합차를운전하거나다른사람의차
량에합승해야하는경우가상당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4장3절참조). 뿐만아니라
설문조사의결과, 수도권외곽지역에서경기복지택시, 수요응답형버스등의정부지원
DRT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4장4절참조). 특히저밀도지역인읍･면
을 출발하는 통행자의 경우, 이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확대를 위해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정책방안
‘수요응답형버스’, ‘복지택시’등의 공간적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
성을높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정부지원DRT 사업의참여업체가자율적으로
운영방식을개선하거나요금을적정수준으로인상하도록하여서비스지역의확대를
장려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공급자측면뿐만아니라이용자의수용성도고려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예처럼, ‘동’ 지역과 ‘읍･면’ 지역
통행자의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여 적정 요금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 서비스의공공성을위해필요한경우는지자체가직
접차량을보유하고, 운전자를고용하는방식으로일부노선에대해복지교통서비스
를운영할수있다. 이러한복지교통의재원을‘동’지역의주차요금수입, 주말관광교
통 요금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장 3절 호주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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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대중교통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이상당수존재함에도불구하고일부마을에만정
부지원을 통해 수요응답형교통(DRT)이 제공되는 형평성 문제를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유 모빌리티의 활용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기존에는버스, 택시업체위주로정부지원DRT 사업을추진하였는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바일플랫폼서비스업체도일정자격조건이되면, 이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3장 3절참조). 또한 각 지자체가 주문형 교통서비스
(MOD)의확대를지향하여, 모바일플랫폼기반의공유모빌리티를접근성개선을위
한 대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가칭 ‘혁신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현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2019. 9. 개정)은 <표 5-1>과 같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에익숙하지않은지자체담당자가‘모바일플랫폼기반공유모빌리티업체’
를 DRT 사업 대상자로 고려하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첨단교통서비스 업체의
DRT 사업참여를장려하기위해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에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첨단교통서비스 업체가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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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
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출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9.9.)

유사한맥락에서, 해외와같이택시와‘플랫폼기반교통서비스업체’를이원화하여
관리하고, ‘플랫폼기반교통서비스업체’로하여금, 주요운영정보를소관지자체에
제공하도록의무화하기위한조항을해당조례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또한, 승차공
유업체가자체적으로운전자자격점검기준을마련하고, 점검결과를주기적으로보
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국토교통부에서‘플랫폼운송사업제도’를마련하고자하는시도
(부록1 참고)는공유모빌리티를수요응답형교통(DRT) 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장
려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1) 예를 들면, ‘택시-플랫폼 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혁신’을위한추진과제2)로‘대중교통취약지역을위한협력’을추진과제로추
가하는것이다. 이를통해, 대중교통취약지역에서모든이용자가수단에관계없이자
신의목적에맞게교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통합적인운영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
있다(3장 3절의 미국 사례 참조).

1)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2019년 11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음
2) 현재 제안된 추진과제(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임(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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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통모델’의도입을위해해당서비스업체가4차산업혁명기술을통해운영
비절감을도모하고, ‘동’지역에서도수익을창출하도록인센티브(예: 세금절감혜택,
주차요금할인등)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해당업체가‘동’지역에서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읍･면’지역에 최소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와같은‘혁신교통모델’을추진함에있어, 동지역에서‘택시’와‘플랫폼서비스
업체’ 간에경쟁이과열되지않도록공유모빌리티의운영을교통서비스의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실증분석의 결과 승용차 이용에
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시간대(예: 읍･면지역의경우밤시간대)가 있으므로, 이시
간대를중심으로이용자들에게공유모빌리티바우처를제공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
다. 또는계절에따른통행수요의변동성이있는지역에서(예: 양주시장흥면과같은
관광지), 통행수요가집중되는시기에한정해서공유모빌리티를한시적으로허용하는
것도 신(新)-구(舊) 서비스 업체 간 큰갈등 없이 통행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첨단교통서비스업체에 관한 자격조건과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공공성을높일수있다. 또한모바일플랫폼기반의서비스업체가해당지역에서인력
을 충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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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실증분석 결과 저소득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승용차를
이용해야하는통행자가상당수있다는것이밝혀졌다. 특히읍･면지역은업무, 서비스
등주요시설까지의거리가먼경우가대부분이고(4장2절참조), 택시를잡기도쉽지
않기때문에대안적인교통수단이필수적이다. 또한70세이상의고령자들도승용차를
부득이하게이용해야하는경우가있어서(4장3절참조), 첨단교통서비스를승용차이
용의 대안수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통행일지조사등을통해저소득층과고령층의승용차이용패턴을통행목적, 출발시
간대별로파악하여, 이들을위한‘이용자맞춤형서비스’(가칭)를제공할필요가있
다. 이를 위해 교통서비스 업체와 커뮤니티 센터나 의료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마련하여, 지원대상자격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기존의수요응답형교통
(DRT) 사업모델은다소획일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민간업체의참신한사업모델발
굴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본의라이드셰어링사업사례와같이(3장3절참조), 해당마을내에서대중교통이
나택시의접근성이심각하게안좋은지역에서는개인승용차의유상운송을허용하는
방안도필요하다.3) 예를들면, 개인이나비영리단체가소유한자동차를이용하여대
중교통취약지역의저소득층이나고령층을대상으로라이드셰어링을제공하고, 일정금

3)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의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임차한 자동차
의 유상운송’이나 ‘자동차대여사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운송이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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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자발적인’ 사례금또는기부금을받는방식의운영은시범적으로도입할필요가
있다. 시범적용후긍정적인효과가입증된다면, 법제도개선등을통해이에해당하는
서비스를개인승용차의유상운송에대한예외조건으로인정하여활성화시킬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저소득층이나고령층이대중교통의불편이나대안교통수단의부재로부득이하게승
용차를소유하고운행함으로인해발생하는교통비부담을덜어주고,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빈도를 감소시켜 교통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기존 교통수단과 첨단 교통서비스 간 연계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정부지원수요응답형교통(DRT) 사업이고정노선의버스또는지하철등
기존교통수단과의연계를고려하지않고개별수단별로추진되는경향이있다(3장3
절참조). 이를개선하여교통수요패턴을고려하여첨단교통서비스와기존의대중교
통간의연계를도모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통서비스간의
시너지가발생할수있도록간선-지선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특히이러한운영체계
는광역통행이빈번하게발생하는수도권에서효과적으로그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
상 된다(김광호 외, 2017). 이런맥락에서, 미국의 주문형교통서비스(MOD) 개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3장 3절 참조). 궁극적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교통수단 간
통합적인 배차관리, 요금 할인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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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방안
국토교통부는교통안전공단에의뢰하여수요응답형교통(DRT)을지원하기위한통
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한바있다. 이시스템을기본틀로하여지자체의의견을
수렴하여교통수단간통합적인배차관리, 요금할인을도모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
선하기위한시범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지자체의의견수렴결과, 교통안전공단
의 DRT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위탁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이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사업이첨단교통의확대차원에서중앙정부재정지원으로추진
되고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서, 새로운사업아이템을발굴할필요가있다.4) 이러한첨단교통관련사업의재원을
기반으로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통서비스간연계를위한시범사업을추진할필요가
있다. 이와관련하여해당지자체사업을공모할때, DRT 활성화를위한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지자체의수요에맞는첨단교통에관한사업을발굴하여, 주문형교통서비스(MOD)
나스마트모빌리티의기반조성에기여할수있다. 이와더불어교통수단간연계가
활성화되면, 버스등기존대중교통에대한수단분담률저하를방지하는효과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자체 ITS 사업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가, 광역 BIS 사업은 신교통서비스과가 담당하는 사업임(2019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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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교통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계층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당면 과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논의했던 첨단교통서비스의 현황, 정책
동향, 실증분석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핵심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첨단교통
서비스의 운영현황 분석에 관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연구는첨단교통서비스가대중교통에소외된지역이나계층을위한대안수단으
로서의역할을성공적으로담당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
되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존재하는 교통서비스 측면의 접근성 격차를 전반적으로
줄이는데주안점을두었다. 이런맥락에서첨단교통서비스의현황및정책동향을검
토하였고, 수도권북부외곽지역에소재한4개도시를중심으로실증분석도수행하였
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카셰어링등의공유모빌리티가주로대도시의고밀도지역을중심으로
젊은층이나고소득층을중심으로이용되고있어서, 교통서비스의접근에대한공간
적또는계층적격차가심화될우려가있다. 또한, 대중교통취약지역에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 이러한정부지원DRT도공간적인형평성을고려하여확대가필요한것으로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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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토결과, 미국등의선진국에서는교통수단을구분하지않고, 모든이용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와더불어사회적형평성개선
에 도움이 될 경우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기존교통수단에대한이용패턴분석을통해, 저소득층또는고령층에속한통행자
들이부득이하게승용차를이용하는경우가상당수발생한다는것을파악했다. 주목할
점은이러한문제가수도권의경우고밀도의도시지역인‘동’에비해대중교통인취약
한농촌지역인‘읍･면’에서더심각하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잠재선호조사를통해,
현행보다 더 높은 요금을지불하더라도 수요응답형교통(DRT)에대한 공간적 확대를
원하는 통행자의 비율이 읍･면 지역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위와같은이용자측면뿐만아니라, 정부및서비스공급자측면에서도개선이필요
한사항이있다. 무엇보다도국토교통부차원에서관련부서를참여시켜서첨단교통서
비스의형평성에관한정책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다. 모바일플랫폼기반의민간
서비스업체들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향상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버스나 택시 같은 기존 교통 서비스 업체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본연구의정책대안으로정부지원DRT의공간적확대를위해서참여업체
의자율적운영을권장하는것을제안한다. 또한첨단교통서비스업체의정부지원사
업에대한참여를장려하기위한법제도개선과더불어‘혁신교통모델사업’(가칭)을
통한신규사업모델의발굴및실증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저소득층과고령층을위
한접근성개선을위해서지자체의조례개정등을통해‘이용자맞춤형서비스’(가칭)
가 도입될필요가있으며이와관련하여지자체대상으로가이드라인이마련되어야한
다. 끝으로기존의지자체지능형교통체계(ITS)나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에
할당되는재원을사용하여기존교통수단과첨단교통서비스를연계하는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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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첨단교통서비스가전체교통체계내에차지하는비중이아직그다지높지않기때문
에, 형평성분석을위해이용할수있는공개된운영자료가거의없었다. 이로인해,
본연구에서는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 대중교통접근성자료등기존교통수단에대한
이용패턴을위주로통계분석을수행할수밖에없었다. 대중교통의접근성과관련해서
는버스카드자료도이용할수있었으나, 연구기간및예산의제약으로이자료를이용
한분석을별도로수행하지는못했다. 최근에교통안전공단은일부지자체에대해택
시에장착된전자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에기록된자료를
가공하여통행의기･종점자료를추출하여저장및관리하고있다. 이운영자료도택
시의접근에대한형평성분석에유용하게쓰일수있으나, 아직검증되지않은자료로
연구용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서 본 연구에 활용할 수는 없었다.
위와같은한계로인해첨단교통서비스의선호와관련된사항은설문조사에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통행자들이 아직 이용하지 않은 수단이나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잠재선호(stated preference)를물어야할경우가많았기때문에, 개별첨단교
통서비스의운영에대한불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작성된답변도상당수있을것이라
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향후에첨단교통서비스에대한지원사업이확대되고, 서비스업체의자격및의무
조항이법제화되면, 대중교통취약지역을중심으로다양한첨단교통서비스의운영자
료가 축적되고, 더 나아가 이 자료들이 연구목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시점에서기존의교통수단에대한조사자료, 운영자료뿐만아니라첨단교
통서비스에대한운영자료를융합하여, 교통서비스의취약지역이나취약계층의요구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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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Enhancing Equity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 Focusing on the Shared-use Mobility
Kwangho Kim, Sang Keon Lee, Yun Kyung Bae, Jae Hyun Lee

Key words: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Shared-use Mobility, Accessibility, Equity

This study aims at deriving policies to help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to successfully work for either the transit-deprived areas or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The particular focus here lies in providing more equitable access
to the municipal mobility services as a whole. In this context,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and relevant policy
trends.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4 adjacent cities
located in the northern suburb of Seoul. The implications from the
investigations are as follows.
Domestically,

‘shared-used

mobility

services

based

on

mobile

platforms’(‘platform-based services’ in short) such as carsharing and ridesharing
have been introduced mainly at densely populated areas in metropolitan cities.
Moreover, these services have been used mostly by young or higher-income
travellers. This situation, if not properly addressed, is likely to enlarge the
spatial or interclass gaps in terms of the access to transportation services. In
addition, Demand Responsive Transport(DRT), funded usually by the centr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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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in consideration of the spatial equity.
Literature reviews reveal that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have
supported the development or operations of integrated systems for all the
potential users to conveniently use any transportation service in response to
their needs. In such countries, there are also the cases that relaxing the
regulation on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if the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ocial equity. Such examples provide us good lessons in improving the
domestic policies on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The analysis on transportation mode choices shows that much portions of
lower-income or senior travellers are inevitably forced to use cars for their local
trips. Noticeably, such phenomenon are more pronounced in transit-deprived
rural areas called ‘Yup or Myeon’ in comparison with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called ‘Dong.’ In addition, a stated preference survey shows that high
proportions of lower-income travellers of ‘Yup or Myeon’ tend to desire the
spatial spread of DRT services even though they are required to pay more than
existing fares.
In addition, the needs of both governments and service providers were also
identified for more equitable transportation services. Most of all,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need to organize a policy council
on the equity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In addition, platform-based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services such as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transit-deprived areas and to collaborate with the
exist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taxi and bus companies.
As a policy alterna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aid DRT
should be spatially expanded. To this end, the providers of government-aid
DRT services should be given more freedom to improve the operation
efficiency. Another suggestion is to support the use of platform-bas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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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ay of this is to revise ‘the law on the businesses of passenger-car
transportation services’ by adding the articles on the ‘participatory requirement’
or the ‘service obligation’ of platform-based service providers. Another way is to
facilitate the platform-based services by developing and then testing business
models through innovative demonstration projects. In addition, ‘On Demand
Services’ customized to the users’ needs should be introduced under the
championship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Such services require revising
municipal laws or establishing a guideline regarding the service provision.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the

coordination

between

existing

transportation modes and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In this regard,
relevant systems should be developed and tested by using the governments’
funding allocated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ITS) or regional Bus
Information Systems(BIS).
Regretfully, this study’s statistical analyses largely focus on the travellers’
behaviors in using the traditional transportation modes.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at we could not obtain any data related to the operations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because they currently occupy only small portions of
entire mode shares. Inevitably, the potential mode choices for the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were analyzed by using data only obtained from a stated
preferences survey. In this regard, one needs to take the survey results
cautiously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some interviewees might answer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on the operations of each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 Thus we hope that the current findings should be
verified with reliable operation data of advanced transportation servi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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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법제화 현황
□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2019.7)
￮ 2019년1월여당인더불어민주당, 정부, 택시, 공유모빌리티업체(카카오모빌
리티1)) 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됨
￮ 택시업계와카카오모빌리티는수차례의협의끝에2019년3월에아래의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대타협 기구의 주요 합의사항>
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②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③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
④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⑤ 월급제 시행 등
출처: 국토교통부.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19.7.17)

￮ 위의‘대타협기구의합의사항’을구체화하여, 국토교통부는2019년7월에｢혁신
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개편방안은‘규제혁신형플랫폼택시제도화’, ‘택시산업의경쟁력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과제로 설정함

1)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8년 초 승차공유앱 ‘럭시’를 인수하였고, 2018년 12월 카풀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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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추진방향>

출처: 국토교통부. 2019.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p4

￮ 특히그동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예외조항에근거하여제공되었던승차공
유 서비스가 제도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
- 플랫폼운송사업제도를신설하는등다양한공유모빌리티가제도화될수있도
록 하고,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임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2019.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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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지

교통수단 이용 및 선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경원권소재도시(포천, 양주, 의정부, 동두천시)를출발지로
하는 통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조사의목적은수도권외곽의대중교통취약지역및인접지역의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한기초자료수집에있습니다. 본답변내용은통계분석을위해서만사용
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수행 : (주)비에프리서치
※ 조사원 작성사항
조사일자

월

일

조사시간

시

분

조사지점

포천시 □
의정부시 □

양주시 □
동두천시 □

버스터미널 □ 버스정류장 □
전철역 □
기타 (
)

SQ1. 귀하께서는최근10일동안(평일기준)으로, 경원권역소재도시(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중 하나)를 출발지로 하여 통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응답계속         ② 아니오 → 조사중단

SQ2. 위에 답하신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는?(출발지-목적지 조합의 빈도순으로 택1)
- 출발지: 경기도 (
- 목적지: 경기도 (

)시/ (
)시/ (

서울특별시 (

)동 (
)동 (
)구 (

)읍 (
)읍 (

)면, 인접장소 및 건물명(
)면, 인접장소 및 건물명(

)
)

)동, 인접장소 및 건물명(

)

SQ3. 위에서 답하신 통행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셨습니까?(택 1)
① 배웅        ② 귀가        ③ 출근        ④ 등교        ⑤ 학원        ⑥ 업무
⑦ 귀사        ⑧ 쇼핑        ⑨ 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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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4. 위문항에서출발지도시와목적지도시가다른경우에대해답해주십시오. 경기도내(출발지
도시 또는 인접도시)에서 환승하여 목적지까지 통행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Ⅰ 교통수단 선택에 대한 현황 및 요구사항 조사
1. 앞에서 답하신 통행은 얼마나 자주하십니까?(평일 기준 10일 당 평균)
① 1~2회     ② 3~4회     ③ 5~7회     ④ 8~10회     ⑤ 기타 (

2. 이 통행을 위해서 출발지에서 주로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 대략 (

)
) 시 (

)분

3. 앞에서 답하신 통행을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셨습니까?(빈도 기준으로 택 1)
※환승을하시는경우, 출발지에서부터주요환승지점까지이용한교통수단에대해서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도보②승용차(또는승합차) 직접운전③지인의승용차(또는승합차) 카풀④버스
⑤ 택시    ⑥ 차량공유 또는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쏘카, 타다 등) ⑬ 기타 (
)

4. 4번문항에서선택하신교통수단을이용하시면서불편하셨던점은무엇입니까?(중요도순2개선택)
① 출발지에서 교통수단 탑승지점까지의 긴 이동거리          ② 비싼 이용요금
③ 차량 도착까지의 긴 대기시간
④긴통행시간⑤정해진스케줄보다많이늦음
⑥ 안전이 취약함                ⑦ 기타 (

)

Ⅱ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잠재 선호 조사
5. 귀하께서 이용하실 의사가 있는 공유 모빌리티는 무엇입니까?(선호도 순으로 택 1)
※ 아래의 공유 모빌리티 각각에 대해 조사원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바일 호출택시(예: 카카오 택시)
② 경기복지택시      ③ 수요응답형버스
④ 라이드셰어링(예: 풀러스)
⑤ 라이드소싱(예: 타다)
⑥ 카셰어링(예: 쏘카)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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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항 5에서 선택하신 공유 모빌리티를 주로 어떤 통행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택 1)
① 배웅       ② 귀가       ③ 출근       ④ 등교       ⑤ 학원       ⑥ 업무
⑦ 귀사       ⑧ 쇼핑       ⑨ 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⑩ 기타(

)

7. 위문항에서공유모빌리티선택에서중요하게고려한사항은무엇입니까?(중요도순2개선택)
① 출발지에서 교통수단 탑승지점까지의 도달 거리   ② 이용요금
③ 차량도착까지 대기시간       ④ 통행시간       ⑤ 예약 스케줄 준수       ⑥ 안전
⑦ 기타(

)

8. 문항5에서선택하신교통수단에대해, 문항6번에서말씀하신통행목적을고려하여, 아래의문
항에 답변해주십시오.
※요금이나거리시나리오에답하실때아래의‘일반택시요금표’ 와‘거리비교그림’을참조해주
시기 바랍니다.
<탑승거리에 따른 일반택시요금>
탑승거리
출발도시

5km

10km

15km

20km

의정부시

6,100원

9,800원

13,600원

17,400원

동두천시

6,700원

11,500원

16,300원

21,100원

양주시 또는 포천시

10,300원

21,000원

32,000원

42,800원

<5km 통행과 15km 통행>

Case 1: 택시-hail(모바일 앱 사용) 경우
8-1. 차량 호출 후 차량 도착까지 최대 몇 분까지 기다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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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차량호출후차량도착까지기다리는시간을줄여주는서비스가있다고한다면, 최대얼마까지
추가요금을 내시겠습니까?(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5분 이하(5km 통행 기준): ① 이용의사 없음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기타(

)

• 10분 이하(5km 통행 기준): ① 이용의사 없음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기타(

)

• 10분 이하(15km 통행 기준):① 이용의사 없음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⑤ 기타(

)

Case 2: 경기복지택시를 선택한 경우
8-1. 차량이예약스케줄보다늦을수있다고한다면, 최대몇분까지기다리실의향이있으십니까?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

8-2. 이서비스가더많은읍･면지역에서이용되어야한다면, 선정기준이어떻게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서비스지역의선정기준이지나치게완화되면, 1인당경기복지택시의이용회수가제한
될 가능성 존재
• 마을 중심(예: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 ① 현행수준(1km 밖)
⑥ 기타(
)

② 0.8km 밖   ③ 0.7km밖   ④ 0.6km 밖   ⑤ 0.5km 밖

• 1일 버스운행회수
: ① 현행수준(3회 이하)
⑥ 기타(
)

② 4회 이하   ③ 6회 이하   ④ 8회 이하   ⑤ 10회 이하

8-3. 경기복지택시의서비스확대를위해서요금이인상되어야한다면, 귀하께서는최대얼마까지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각각에 대해 답변)
※ 가정: 요금이 많이 인상될수록 경기복지택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기본요금(10km 이내)
: ① 현행수준 유지(1,250원)
⑥ 기타(

• 추가요금(5km 추가거리)
: ① 현행수준 유지(500원)
⑤ 기타(

② 1500원   ③ 2000원   ④ 2500원   ⑤ 3000원

)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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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까지 거리에 따른 도보 시간>

<경기복지택시의 요금체계>

Case 3: 수요응답형 버스를 선택한 경우
8-1. 버스가예약된스케줄보다늦을수있다고한다면, 최대몇분까지기다리실의향이있으십니까?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

8-2. 수요응답형버스는이용자수요에맞춰이동경로를조절하여, 고정노선운영에비해통행시
간을줄일수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러한버스를이용하시는데요금을최대얼마까지지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가정: 요금수입 부족으로 운영적자가 너무 커지면, 수요응답형 운영에서 고정노선 운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
① 기존 버스요금(1,250원)
⑥ 기타(

② 1,500원   ③ 2,000원   ④ 2,500원   ⑤ 3,000원

)

8-3. 출발지에서수요응답형버스탑승지점까지의 최대몇분까지걸어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보 시간기준)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

Case 4: 라이드셰어링(카풀)을 선택한 경우
8-1. 차량 호출 후 차량도착까지 최대 몇 분까지 기다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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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귀하께서는카풀에대한팁을얼마나지불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본인이선택하신출발지에
대한 5km, 10km 통행 조건 각각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가정1: 카풀은아래의그림과같이추가합승으로이내통행시간이증가할가능성이있습니다.
(5km 통행기준 최대 10분, 15km 통행기준 최대 20분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함)
가정 2: 카풀에 대한 팁이 높을수록, 본인의 카풀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가 합승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예시)>

(의정부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6,100원(택시요금     ② 5,500원     ③ 4,900원
④ 4,300원     ⑤ 3,700원     ⑥ 기타(

)

• 15km 통행 기준: ① 13,600원(택시요금)
② 12,000원     ③ 11,000원
④ 10,000원    ⑤ 9,000원     ⑥ 기타(
)

(동두천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6,700원(택시요금)
② 6,000원     ③ 5,400원
④ 4,700원     ⑤ 4,000원     ⑥ 기타(
)
• 15km 통행 기준: ① 16,300원(택시요금) ② 14,700원 ③ 13,000원
④ 11,400원    ⑤ 9,800원     ⑥ 기타(

)

(양주시 또는 포천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10,300원     ② 9,300원     ③ 8,200원
④  7,200원     ⑤ 6,200원     ⑥ 기타(

)

• 15km 통행 기준: ① 32,000원     ② 28,800원    ③ 25,600원
④ 22,400원     ⑤ 19,200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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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라이드소싱을 선택한 경우
8-1. 차량 호출 후 차량 도착까지 최대 몇 분까지 기다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분 미만  ② 1~3분  ③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

18-2. 차량에대한호출이많은시간대에는요금을높게받는탄력요금제를적용한다고할때, 귀하
2께서는라이드소싱을이용하실때최대얼마까지지불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본인이선택
하신 출발도시에 대해, 5km, 10km 통행 조건 각각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가정: 요금을 많이 낼수록, 호출에 응답하는 차량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정부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6,100원(택시요금     ② 5,500원     ③ 4,900원
④ 4,300원     ⑤ 3,700원     ⑥ 기타(
• 15km 통행 기준: ① 13,600원(택시요금)

)

② 12,000원     ③ 11,000원

④ 10,000원    ⑤ 9,000원     ⑥ 기타(

)

(동두천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6,700원(택시요금)

② 6,000원     ③ 5,400원

④ 4,700원     ⑤ 4,000원     ⑥ 기타(

)

• 15km 통행 기준: ① 16,300원(택시요금) ② 14,700원 ③ 13,000원
④ 11,400원    ⑤ 9,800원     ⑥ 기타(
)

(양주시 또는 포천시 출발)
• 5km 통행 기준: ① 10,300원     ② 9,300원     ③ 8,200원
④  7,200원     ⑤ 6,200원     ⑥ 기타(
• 15km 통행 기준: ① 32,000원     ② 28,800원    ③ 25,600원
④ 22,400원     ⑤ 19,200원    ⑥ 기타(

140

)
)

Case 6: 카셰어링을 선택한 경우
※ 아래의 문항에 답하실 때 아래 표의 카셰어링 요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반테 AD의 평일 대여 기준)
<탑승거리와 대여시간에 따른 카셰어링 요금>
탑승거리

5km

10km

15km

20km

1시간

10,800원

11,700원

12,700원

13,600원

2시간

13,600원

14,500원

15,500원

16,400원

3시간

16,400원

17,400원

18,300원

19,300원

4시간

19,200원

20,200원

21,100원

22,100원

대여시간

8-1. 카셰어링을어느정도까지거리를통행하는데주로이용하시겠습니까?(왕복주행거리기준)
① 0~5km

② 5~10km

② 10~15km

④ 15~20km

⑤ 기타(

)

8-2. 차량을 보통 몇 시간 동안 빌리시겠습니까?(1회 차량 대여시간 기준)
① 1시간    ② 2시간    ② 3시간    ④ 4시간    ⑤ 기타(

)

8-3. 출발지에서카셰어링차량대여지점까지최대몇분까지걸어가실의향이있으십니까?(도보
시간기준)
① 1분 미만   ② 1~3분   ② 3~5분   ④ 5~10분   ⑤ 10분~15분   ⑥ 기타(

)

8-4. 추가이용요금을지불하여‘부름서비스’를신청할경우에차량반납을직접하지않고, 대행
하도록할수있습니다. 이서비스에최대얼마까지요금을내실의향이있으십니까?(앞에서
선택한 이용시간에 대해 답변)
※현재는4시간이상차량을빌리는경우에만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8,000원을지불해야함
※ 가정: 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이용요금이 높을 경우,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4시간 이상)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8,000원 ④ 6,000원 ⑤ 4,000원 ⑥ 기타(
(3시간 이용)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8,000원 ④ 6,000원 ⑤ 4,000원 ⑥ 기타(

)
)

(2시간 이용)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8,000원 ④ 6,000원 ⑤ 4,000원 ⑥ 기타(

)

(1시간 이용) ① 12,000원 ② 10,000원 ③ 8,000원 ④ 6,000원 ⑤ 4,000원 ⑥ 기타(

)

9. 문항6에서선택하신공유모빌리티를예약하기위해귀하께서는다음중어떤매체를큰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 전화    ② 인터넷 웹사이트    ③ 핸드폰 등 모바일 앱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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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항6에서선택하신공유모빌리티에대해요금을내기위해귀하께서는다음중어떤매체를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선택)
①현금②계좌이체③신용카드(직접결제)
⑤ 기타(

④신용카드(모바일앱에등록후자동결제)

)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조사
D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D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D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⑥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

⑦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문노무종사자         ⑧ 무직
⑨ 기타(적을 것 :

)

D4. 귀하의 가구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이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명
D5. 귀하의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입니까?
① 0대     ② 1대     ③ 2대     ④ 3대 이상

D6.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 총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500만원 미만
⑤ 500~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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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교통서비스 수단별 개념 및 특징
1
개념

모바일 호출택시 : 카카오 택시, 티맵 택시 등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택시를 호출 받고, 배차해주는 서비스

▪ (이용방법)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앱상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자동결제 하거나,

특징

기사에게 직접결제 ⇒ 회원 가입이 필요함
▪ (이용요금) 일반택시와 동일함(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차량 호출 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 가능)
▪ (주요특징) 이용자 수가 많으면, 택시 호출에 응답하는 차량을 찾기 힘들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짐

사진

[도착지 검색]

[호출방식 선택]

[결재방식 선택]

사진 출처: 카카오택시 모바일 앱에서 캡처(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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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경기복지택시

▪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 버스의 대체수단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 (이용방법) 콜센터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배차를 요청함 ⇒ 회원가입이 필요없음

특징

▪ (이용요금) 10km 이내에는 기본요금(1,250원), 10km 초과시 추가요금(1km 당) 100원
▪ (주요특징) 이용요금으로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1인당 이용 횟수의 제한이 있음(예: 포천시의 경우 하루 왕복 1회로 제한)

사진

[전화 예약 후 탑승]

사진 출처: 박종일 외. 2018.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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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

수요응답형 버스
▪ 이용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경로를 조절하여, 고정노선의 운영에 비해 통행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이용방법) 콜센터나 모바일 앱으로 사전예약 ⇒ 회원 가입이 필요없음

특징

▪ (이용요금) 일반버스 보다는 비싸고, 택시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됨
▪ (주요 특징) 이용자가 많지 않거나, 이용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정노선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로 운행을 줄여줌

사진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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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

라이드셰어링(카풀) : 풀러스

▪ ‘개인 승용차를 소유한 운전자’와 ‘통행자’를 이동 경로의 유사성에 따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발지, 목적지, 출발시간 등을 입력하고,
유사한 경로의 운전자가 매칭되면 카풀 서비스 제공 ⇒ 회원 가입이 필요함

특징

▪ (이용요금) 카풀 운전자에게 줄 팁을 자발적으로 설정(매칭 플랫폼 업체에 5% 이용수수료 지급)
- 카풀 팁을 어느 정도 줄지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경로에 대한 예상 택시비를 표출해줌
▪ (주요 특징) 합승으로 인한 경로 우회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통행시간이 증가될 수
있음

사진

[목적지 설정]
사진 출처: 풀러스 모바일 앱에서 캡처(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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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표출]

[팁 입력]

5
개념

라이드소싱 : 타다, Uber Express

▪ 차량 및 운전자를 통행자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서비스로 요금이 탄력적으로 책정됨
▪ (이용방법)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발지, 목적지 등을 입력하고 차량을 배차받아
탑승 ⇒ 회원 가입이 필요함

특징

▪ (이용요금) 탄력요금제(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요금 산정)
▪ (주요특징)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비싼 요금을 내야 할 수 있지만, 차량을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듦

사진

[목적지 설정]

[경로 표출]

[요금 표출 및 호출]

사진 출처: 타다 모바일 앱에서 캡처(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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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념

카쉐어링: 그린카, 쏘카

▪ 정해진 주차스테이션에서 차량을 단기간에 대여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 (이용방법)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출발지를 입력하면, 출발지 주변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스테이션 후보지를 알려줌 ⇒ 회원 가입이 필요함

특징

- 이용자가 대여 스테이션, 차종, 이용시간 등을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회원 가입이 필요함
▪ (이용요금) 대여요금(10분 당 810원) + 주행요금(1km당 180원) + 보험료
- 1시간, 20km 이용 시, 약 13,000원 소요(주중, 아반떼AD 기준, 국내 사례)
▪ (이용특성) 대여지점에 차량반납이 원칙이나 추가 요금을 낼 경우 ‘부름 서비스’ 로 반납을 대행해줌

사진

[주변 차량 검색]

[스마트폰 기반 차 키]

[전용 주차장에서 대여/반납]

사진 출처: 박종일 외. 2018.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방안 연구,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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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정의서(가구통행실태조사)
1. 가구/주말통행실태조사
가. 자료구조
1) 가구테이블
Sr.

Name

Description

1

sheet_code

가구정보 분류번호

2

sheet_type

조사구분

3

home_memno

가구정보 가구원수

4

home_childno

가구정보 미취학 아동수

5

car_yesno

가구정보 차량유무 확인

6

car1

7인이하 승용차 댓수

7

car2

9인이상 승합차 댓수

8

car3

화물차(2.5톤미만) 댓수

9

car4

택시 댓수

10

car5

오토바이 댓수

11

car6

자전거 댓수

12

car7

화물차(2.5톤이상) 댓수

13

car_etc

기타차량 댓수

14

home_type

주택의 종류

15

home_jumyou

점유형태

16

home_income

가족원전체의 월소득

17

subway_time

지하철까지 걸어서 걸리는 시간(분)

18

busstop_time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걸리는 시간(분)

비고
설명참조
1: 가구통행실태조사
2: 주말통행실태조사

1: 없음
2: 있음

1:
2:
3:
4:
5:
6: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1: 자가
3: 월세
1:
2:
3:
4:
5:
6:

2: 전세
4: 기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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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원테이블
Sr.

Name

Description

1

sheet_code

가구원 분류번호

2

sheet_type

조사구분

3

seq

가구원 일련번호

비고
설명참조
1: 가구통행실태조사
2: 주말통행실태조사
가구원 번호
1:
2:
3:
4:
5: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4

relation

가구원 관계

5

birth_year

출생년도

6

sex

성별

1: 남성
2: 여성

7

drive_license

운전면허증

1: 있음
2: 없음

8

9

job_type

employee_type

직업종류

1:
2:
3:
4:
5:
6:
7:
8:
9:

학생
전업주부/무직(미취학아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관리자 및 사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장치기계조작/단문노무종사자
기타

고용형태

1:
2:
3:
4:
5:

재택근무
전일제 직장근무
시간제 직장근무
자영업
기타
주 5일 근무함
주 6일 근무함
격주로 5일 근무함
기타

10

ju5_il

근무형태

1:
2:
3:
4:

11

th_yesno

통행여부

1: 통행함
2: 통행안함

12

th_nosayou

통행없음의 사유

13

dongger

동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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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쉬는날
재택근무
병환
기타

1: 동거함
2: 동거 안함

3) 통행(평일) 테이블
Sr.

Name

Description

1

sheet_code

가구원의 분류번호

2

sheet_type

조사구분

3

seq

가구원 번호

4

tr_seq

통행번호

5

tr_mokjek

비고
설명참조
1: 가구통행실태조사
2: 주말통행실태조사

통행 목적

1: 배웅
2: 귀가
3: 출근
4: 등교
5: 학원
6: 업무
7: 귀사
8: 쇼핑
9: 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
10: 기타

6

tr_sudan

통행 수단

1: 걸어서
2: 승용차(승합차) 직접운전
3: 승용차(승합차) 다른사람 운전
4: 시내(농어촌)버스
5: 시외버스
6: 마을(순환)버스
7: 광역버스
8: 고속버스
9: 기타버스(전세버스 등)
10: 지하철/전철
11: 일반철도
12: 고속철도(KTX)
13: 택시
14: 소형화물차(2.5톤)
15: 중･대형화물차(2.5톤 이상)
16: 오토바이
17: 자전거
18: 기타(항공, 선박 등)

7

start_type

출발 종류

1: 집
3: 학교

8

start_zcode

출발동코드

시도(16)-시군구(251)-읍면동

9

start_time

출발시간

hhmm

10

end_type

도착종류

1: 집
3: 학교
5: 기타

2: 직장
4: 기타

2: 직장
4: 갈아타는 곳(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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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Name

Description

비고

11

end_zcode

도착동코드

12

end_time

도착시간

hhmm

13

person

동행 인수

운전자를 제외한 동행인수

14

highway

고속도로 이용 유무

시도(16)-시군구(251)-읍면동

1: 이용함
2: 이용안함

● sheet_code(가구정보 분류번호)
- “12-345-678-9012”의형태이며, 앞두글자“12”는16개시도, “345”는251개
시군구, “678”는행안부에서발간하는읍/면/동코드중마지막3자리숫자이며,
“9012”는 통리번호(일련번호)를 나타냄
- 테이블의항목으로정렬하면“zone16-zone248-dongcode-sheet_seq”이sheet_
code(가구정보 분류번호)의 형태임
- home_dongcode(가구정보 동코드)는 sheet_code(가구정보 분류번호)의 통리번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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