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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in our country is concentrated and advanced focusing on urban area in order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As a result, as dependence on private vehicles is relatively getting higher in public transportation 

vulnerable area, traffic problem occurs since the average running speed in urban area is 22.5km/h. This paper has an 

objectiv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by selecting public transportation vulnerable area, and defining according to 

urban structure, formation and function, and understand traffic characteristics and draw problems. 

As a method selecting public transportation vulnerable area, an area with high division rate of vehicle was selected 

as a primary proposed site by calculating division rate of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 to area. Final 

proposed site was selected by using GIS Buffering technique aiming at selected proposed site, and selecting 

non-benefit area 500m outside, which is the road limit distance from each subway and bus station. Lastly, the degree 

of improvement effect was studied by constructing imaginary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aiming at final proposed 

site and comparing to the amount of change in division rate of means of transport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가 많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집중·고도화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도심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구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에서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여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버스의 노선체계 개선, 수

요응답형 버스운행 및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서비스 제공을 하는 방안이

다.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장경욱 등(2011)은 

GIS를 이용하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공급서비스 수준 측면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선정하는 방법을 

서비스권역, 배차간격, 운행시간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서비스수준(LOS)에 따라 선정하였다. 양지수 

등(2009)은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지하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심성 측면에 있어서의 대

중교통 취약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GIS Buffering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

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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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첫째 대중교통취약지구의 대상지 선정, 둘째 대상지 현황분석, 마지막으로 취약지구 

분석의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그림1. 연구의 과정

2. 대상지 현황분석

본 연구는 대중교통취약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75개 존을 대상으로 인구수, 자동차등록대

수, 버스노선과 버스정류장, 지하철노선과 지하철역의 네트워크 및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구축하여 분

석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인구수는 1,325,264명이고 자동차등록대수는 581,799대이며 버스노선은 마을

버스 3개, 급행버스 2개, 지선버스 64로 총 69개 버스노선으로 2,549개의 정류장 위치자료를 구축하였

고, 대전시 지하철 노선을 포함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대상지

인구수
동구(248,208), 중구(266,162), 서구(500,403), 

유성구(103,380),대덕구(207,111)

자동차등록대수
동구(85,573), 중구(98,241), 서구(188,277), 

유성구(123,728), 대덕구(85,980)

버스노선 마을버스 3개, 급행버스2개, 지선버스 64개

지하철노선 대전지하철1호선

버스정류장 2,549개

지하철역사 대전지하철 22개

도표 1. 대전광역시 현황분석

자료: 대구광역시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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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지구 분석 방법론

취약지구의 분석은 해당 도시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취약지구의 효과로 보기 힘든 농촌지역과 

같은 지구는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상업단지와 같은 지

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도의 Shape 

File이 있으면 분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만, Shape File로는 제공받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구축해야한다. 행정구역별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축하는 것은 ArcGIS 9.3.1을 사용하여 행정구역 Layer를 

띄운 상태에서 해당행정구역의 토지이용 그림파일을 중첩시켜 따라 그리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구

축된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주거지역(아파트, 상가, 주거단지 등)의 인구수를 할당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도-도면> <토지이용계획도-ArcGIS구축>

그림 1. 토지이용계획도 - 예시

구축된 주거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ArcGIS의 ToolBox의 기능인 density기능을 이용하여 주거지역별

로 인구 밀집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본 BaseMap으로 하여 철도(지하철)네트워크와 버스 네트워크를 중

첩하여 지하철역사와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도보한계거리인 반경 500m를 버퍼링으로 분석하여 벗어나

는 주거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의 속성에는 이용객수 및 승하차인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지고 GIS의 인터섹트 기능을 이용하여 취약지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터섹트 기능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Layer를 중첩시켜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지역에서만 두 

정보를 결합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Buffering 분석> <Intersecter 분석>

그림 2. ArcGIS 분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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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대중교통취약지구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첫째,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파악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취약지구는 농촌지역

과 같은 수요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일정수준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구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대중교통의 네트워크를 중첩시켜 ArcGIS기능을 이용하

여 취약지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의 범위가 그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혜택을 받

지 못한다는 지역만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장래 교통계획을 포함시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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