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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없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이동수단으로써 생활필수

서비스에 속한다. 한 스마트성장을 비롯한 바람직한 도시성장유형들은 외없이 교통수단 

주의 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통서비스는 모든 시

민들에게 가용한 기본서비스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도시정책의 주요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악하고 그 분포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교통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구 역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통계청의 기 단 구 자료와 성 상을 이용하여 

분석단 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 으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과의 거리를 계산하 다. 그리고 정

류장으로부터 300m이상 격리된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간주하 다. 

이 기 에 따라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특성을 면 , 인구,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악하

다. 분석결과 교통서비스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가운데 특히 교외지역과 농 지역에서 

취약계층이 많음이 입증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성이 낮은 노인인구  교통서비스를 이용

하기 쉽지 않는 계층을 악하고 공간  분포를 제시하 다.

주요어 : Buffering 분석, 대중교통서비스, 기초단위구, 대중교통빈곤층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s public transit-poors and derives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oors‘ 

distribution in an urban area by utilizing buffering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nd remote sensing techniques in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Sinc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lderlies, this study assigns three hundred meter buffer 

from bus/subway station as service boundary for elder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ell us 

that 1) the transit-poors are concentrated on suburban and rural regions,  2) high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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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ransit poors are elderlies with spatial variations in many regions, 3) the main housing 

type of the transit-poors is single detached house.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build an effective policy-making by showing 

essential technical processes and methods in identifying policy-need groups and their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KEYWORDS : Buffering Analysis, Public Transit Service, Basic Statistical Unit, Transit Poors

서  론
도시문제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혼잡과 체증으로 변되는 교통

문제이다.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시교

통문제의 원인은 체로 승용차 주의 통행

으로 지목된다. 버스와 지하철로 표되는 

교통수단은 렴하면서도 에 지 사용이 

어 스마트 성장을 실 하는 요한 수단으로

써 간주되고 이에 따라 교통지향형 개발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이 강조

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은 정해진 노선에만 운

행되는 경직성과 아울러 소요시간이 승용차보

다 길다는 약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은 승용차를 보유하지 못한 소득

층에게는 다른 안교통수단이 없는데다 그들

의 소요시간에 한 기회비용이 낮아 필수불

가결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경제성이 있는 이

동수단이다. 이처럼 교통수단은 스마트성

장의 수단으로써,  서민들의 이동수단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필수공공서비스이다. 

이러한 당 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는 교통서비스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없

는 지역과 주민 즉 교통서비스 취약계층

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운

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농어 이나 도시외곽

지역과 같이 수요 도가 낮아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흑자노선을 허가하

는 신 이런 문제가 있는 자노선의 운행을 

요구하는 교차보조방안이 있다. 그 지만 모든 

지역이 교차보조 혹은 당국의 명령에 의해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교통서비스가 공 되지 않는 지역은 

근성이 나빠 주택/토지가격이 상 으로 

낮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소득층이 집

된다. 물론 이들은 교통서비스가 가장 

실히 요구되는 계층이다. 교통취약지역은 

그 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교통서비

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 노인의 경우는 도보를 이용한 

이동능력이 제한되는데 지하철 혹은 버스정류

장이 무 멀면 상당한 불편을 겪거나 심하면 

통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 

도시정부가 모든 시민들을 상으로 교

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승용차이용을 억제

함과 동시에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기 해서

는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악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특성에 

맞는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 교통서비스 취약계

층을 악하고 그들의 공간  분포특성  인

구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노선배정 등 교통

정책수립에 필수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수 으로 도시 교통정책에 필요한 정책

상집단에 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획득

하는 방법을 지리정보시스템의 첩분석을 비

롯한 각종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장애계층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 으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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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은 크게 사용자비용과 공 자비용으로 

나  수 있다(Chien, 2005). 본 연구는 교

통서비스 취약지역과 계층을 악하는데 

을 두므로 공 자비용에 한 논의는 생략한

다. 사용자비용(UC)은 다시 정류장으로의 

근비용(CA), 기비용(CW), 차내시간비용(CI)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 하

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이 되는 근비용은 다시 다음

과 같이 지역수요(), 평균 근소요시간(), 

시간가치()를 곱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  ∙           (2)

식(2)에서 평균 근소요시간()은 거리

()를 속도()로 나  값이다.

      


                     (3)

사용자비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에

서 식(3)의 분모와 분자를 심으로 보면 노인

계층은 신체  특성상 이동속도가 느리고 피

로의 속도가 빠른 약 이 있다. 더구나 노인들

은 신체  한계에 의해 이동의 여부가 결정되

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류장에 한 거리가 멀

면 교통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  

한편 교통서비스 정책은 빈곤해소의 수

단으로도 강조된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앙  지방정부들은 교통서비스 

정책은 빈곤계층의 이동성을 증 시킴으로써 

소득증 에 효과 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이

동성의 제약을 받는 계층 특히 노인과 여성 

등의 소외계층에 한 각별한 주의를 권장하

고 있다 (Worldbank, 2008; Baum, 2005). 이

를 실 시키기 하여 교통서비스 권역을 

악하고 어떤 특성을 갖는 계층이 주된 사용

자인지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지리정보시

스템의 이 을 활용하도록 극 권장하고 있

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지도를 제작하거나 가

시  표 을 함으로써 교통 서비스의 지

역 ․계층  격차를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는

데 을 두고 있다(Ritsema  and Jong, 1999; 

Gomida et al, 2005; Research and Information 

Team at Dorset County Council, 2006).

이 방면의 국내연구는 많지 않는 가운데 교

통곤란자를 한 교통개선 책 (정 , 

1998)을 비롯하여 교통 근성과 도시구조 

(이재 과 김형철, 2002; 임희지 2004), 노선변

경에 따른 서비스 증진효과 (이성모와 황 환, 

2005), 교통진입수단에 한 분석(김승희

외 2인, 2001; 장세진과 이승일, 2006) 등 다양

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국내연구들은 나름데로

의 학술  공헌이 있지만 교통서비스 취

약계층의 속성과 공간  분포를 GIS, 원격탐

사 등 최신기법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악한 

연구는 없었다.

2. 자료 및 접근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교통서비스 취약계층의 특성

과 그 공간  분포특성을 구 역시를 사례

지역으로 하여 분석한다. 연구 상지를 표 1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은 구 역시의 자치구(군)별 행정구역 면 , 

시가화지역 면 (비 ), 인구수(비 ), 64세이

상 인구수(비 )를 보여 다. 자치구(군)별 시

가화지역 면 비 은 행정구역이 가장 넓지만 

농 지역인 달성군이 4%로 가장 낮은 반면, 

통 인 도심지역인 구가 가장 높다. 인구

수는 달서구가 577,420명으로 가장 많고 64세

이상 인구수에 있어서는 수성구가 27,638명으

로 가장 많다. 구 역시의 8개 자치구(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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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시가화지역 인구 64세이상 인구

면적(㎢) 비중 인구수 비중 인구수 비중

중구 7.02 6.45 0.92 84,537 0.03 8,540 0.06

동구 181.99 18.66 0.10 328,158 0.13 23,052 0.16

서구 17.41 13.85 0.80 277,677 0.11 15,705 0.11

남구 17.50 9.37 0.54 188,752 0.08 15,302 0.10

북구 93.25 23.85 0.26 394,352 0.16 20,522 0.14

수성구 76.43 19.08 0.25 440,587 0.18 27,638 0.19

달서구 64.12 30.13 0.47 577,420 0.24 25,641 0.17

달성군 423.11 16.11 0.04 146,623 0.06 10,774 0.07

합계 880.84 137.51 0.16 2,438,106 1.00 147,174 1.00

TABLE 1. 대구광역시 자치구(군)별 현황(2000년 기준)

행정구역과 시가화지역의 분포는 그림 1에 표

시되어 있다.

FIGURE 1. 연구대상지: 대구광역시

2.2 자료
본 연구를 하여 교통서비스의 수  

 특징을 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

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입

력하고 계산, 분석하며, 그 결과를 그림으로 

구 하 다. 교통서비스의 공 수 을 분

석하기 하여 정류장 치도를 작성하 다. 

한 시가화지역 별을 해 구 역시가 

포함된 성 상(Landsat TM 5)을 사용하

다. 이 분석을 해 ERDAS IMAGINE8.6, 

ArcGIS Desktop9.1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 단 구 자료가 없

었다면 수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통계청의 기

단 구는 지도상의 항구 인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구획한 최소단 의 구역을 

의미하며, 공간 인 규모는 필지단 와 행정구

역단 의 간단 로 볼 수 있다. 구 역시

에는 138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기 단 구는 

15,690개가 있다. 즉 한 개의 행정동에 평균 

113.7개의 기 단 구가 있어 매우 미세한 공

간단 라고 할 수 있다. 이 기 단 구는 미국

의 센서스 최소구역인 센서스블럭(census 

block)의 개념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기 단 구를 이용하여 조

사구 설정  본 조사에 활용하 기 때문에 

인구, 주택, 가구, 토지이용에 한 정보가 입

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성 상자료와 더

불어 GIS로 통합하여 자치구(군)와 행정동별 

인구, 주택, 시가화면 에 한 자료를 구축

하 다.

2.3 접근방법
교통 서비스의 수혜수 을 악하는 방

법은 다양하다. Gomida et al (2005)은 교

통서비스의 질  수 을 결정하는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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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연구의 흐름도

요소로서 ①부담가능성(affordability), ②가용

성(availability), ③ 근성(accessibility), ④수

용성(acceptability)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

고 이들을 종합하는 지표(index)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지표는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한 주  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직  활용할 수 없었다. 그

리고 부분의 교통서비스 분석은 정류장

까지의 거리로 측정되는 근성을 시하고 

있다(Research and Information Team at 

Dorset County Council, 2006; Chien, 2005; 

Gotbaum, 2005; Gomida et al, 2005).

본 연구는 재 가용한 자료인 기 단 구 

자료, 시가화지역 정보, 버스  지하철역 정보 

등을 종합하여 교통수단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곳과 그 지 못한 지역을 먼  구분하

고 그 분포특성을 악한다. 그리고 이 두 지역

을 상으로 노인인구를 심으로한 거주인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교통서비스권과 취약지역의 구분은 그

림 2에 요약된 과정을 거쳐 악된다. 먼  지

역별 교통서비스 수 을 측정하기 하여 

기 단 구 자료를 시가화면 과 첩하여 기

단 구  시가화되지 않은 지역은 분석 상

에서 제외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기 단 구의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기 

함이다. 기 단 구는 인구 도가 낮은 도시외

곽으로 갈수록 그 크기가 기하 수 으로 커

지는 문제가 있다. 교통수요가 거의 없는 

산지, 녹지 등으로 구성된 도시외곽의 기 단

구 체를 교통서비스 상지역으로 간

주하는 것은 비 실 이다. 둘째, 기 단 구

의 속성자료를 합리 으로 나 기 함이다. 

기 단 구와 버퍼는 모양이 서로 달라 일치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 단 구별 속성자료

를 버퍼에 속한 지역( 교통서비스수혜지역)

과 버퍼에 속하지 않는 지역(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구

역시의 교통(버스  지하철1호선) 서비

스권을 분석하기 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역을 심으로 300m 버퍼를 설정하고 이를 서

비스권으로 간주하 다. 교통서비스 취약

지역의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교통서

비스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기 단 구속성정

보(인구, 주택, 면  등)와 제외되는 지역의 기

단 구 속성정보를 분리하여야 한다. 본 연

구는 각각의 면 에 비례하여 인구 등 속성자

료를 분리하 다. 다음으로 인구, 주택, 면  

등을 기 으로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특

성을 악하고 이를 자치구(군)별  행정동별

로 취합하 다. 

구 역시의 시가화된 지역을 상으로 

교통서비스 수 을 악하고 그 결과를 그

림 3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구 역시 

지역을 한 그림으로 표 하면 육안으로는 

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성서공단과 

규모 주거단지(성서지구, 상인지구, 곡지구 

등)가 집해 있는 달서구 일부지역만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으로 표시된 곳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며 이를 기 으로 300m 

버퍼를 부여하고 서비스포함지역과 제외지역

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기 단 구 이어에 

첩하 다. 따라서 그림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교통서비스권역내에 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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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파악
(달서구 일부)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A

시가화지역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면적(㎢):B 비중(B/A) 면적:D 비중(D/B)

구   7.02  6.45 0.92 0.12  0.02

동구 181.99 18.66 0.10 4.28  0.23

서구  17.41 13.85 0.80 2.55  0.18

남구  17.50  9.37 0.54 0.85  0.09

북구  93.25 23.85 0.26 6.38  0.27

수성구  76.43 19.08 0.25 2.80  0.15

달서구  64.12 30.13 0.47 8.04 0.27

달성군 423.11 16.11 0.04 9.40  0.58

합계 880.84 137.51 0.16 34.42  0.25

TABLE 2. 대구광역시 자치구(군)별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면적

통의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간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은 교통서비

스를 받기 해서는 300m이상을 이동해야 하

는 곳으로써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간적 분포특성
3.1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특성

구 역시의 교통서비스 공 수 을 

악하기 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면

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 고 이를 자치구

(군)별로 합계하여 표2에 나타내었다. 시가화지

역 면 에 한 취약지역 면  비 은 달성군

이 58%로 가장 높고 버스노선이 집 되어 있

고  지하철이 통과하는 구가 가장 낮다. 

한 행정동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면 비 을 공간 으로 쉽게 악하기 하여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 역시의 경우 도심보다 도시외곽지역으

로 갈수록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면 비

이 크게 증가한다. 표 3은 교통서비스 취

약지역의 면 비 이 높은 상  30개 행정동

을 열거한 것이다. 구 역시의 행정동의 

교통서비스 취약면 의 평균비 은 약 16%이다.

FIGURE 4. 행정동별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
역 면적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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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행정동
행정구역면
적(㎢):A

시가화지역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면적(㎢):B 비중(B/A) 면적(㎢):D 비중(D/B)

1 하빈면 37.66 1.20 0.03 1.20 1.00 

2 구지면 39.70 2.17 0.05 2.17 1.00 

3 유가면 56.37 0.49 0.01 0.46 0.94 

4 칠곡2동 14.65 2.31 0.16 1.92 0.83 

5 옥포면 47.54 1.41 0.03 1.05 0.75 

6 월성2동  7.70 4.38 0.57 3.12 0.71 

7 풍면 24.53 1.31 0.05 0.72 0.55 

8 무태조야동 22.88 1.50 0.07 0.81 0.54 

9 다사읍 36.82 2.52 0.07 1.33 0.53 

10 고산2동 22.28 1.87 0.08 0.96 0.51 

11 신당동  9.22 4.48 0.49 2.05 0.46 

12 동 동  4.49 1.52 0.34 0.67 0.44 

13 비산7동  2.71 2.28 0.84 0.99 0.44 

14 고산3동  5.28 1.07 0.20 0.46 0.43 

15 도평동 19.95 0.40 0.02 0.17 0.43 

16 논공읍 44.07 3.93 0.09 1.62 0.41 

17 검단동  3.76 1.28 0.34 0.50 0.39 

18 해안동 13.08 1.31 0.10 0.48 0.36 

19 진천동  6.27 2.01 0.32 0.72 0.36 

20 비산1동  0.42 0.41 0.97 0.14 0.35 

21 월성1동  2.38 1.40 0.59 0.49 0.35 

22 안심2동 13.49 1.39 0.10 0.48 0.35 

23 불로· 무  7.89 1.16 0.15 0.40 0.35 

24 두류3동  1.16 0.59 0.51 0.20 0.34 

25 고산1동 10.86 1.46 0.13 0.47 0.32 

26 노원3동  2.34 2.24 0.96 0.72 0.32 

27 안심3.4동 25.48 2.60 0.10 0.81 0.31 

28 화원읍 26.03 2.69 0.10 0.81 0.30 

29 상 이동  6.87 4.19 0.61 1.22 0.29 

30 공산동 83.43 0.62 0.01 0.18 0.29 

TABLE 3.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면적비중 상위30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간  분포를 

보면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주로 분포되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외지역의 규

모 주거단지 개발에 의한 인구의 교외화와 더불

어 교통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곽지역에는 농 지역이기 때문

에 교통수요의 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가화된 지역만을 분석 상으로 

했다는 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한 교통

서비스 수 이 매우 낮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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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명 인구수:A
서비스취약지역 64세이상

인구수:C

서비스취약지역내
64세이상인구수

인구수:B 비중(B/A) 인구수:D 비중(D/C)

구  84,537  1,604 0.02  8,540  165 0.02

동구 328,158 41,798 0.13 23,052 3,171 0.14

서구 277,677 24,274 0.09 15,705 1,238 0.08

남구 188,752 17,016 0.09 15,302 1,325 0.09

북구 394,352 48,668 0.12 20,522 2,754 0.13

수성구 440,587 42,275 0.10 27,638 2,462 0.09

달서구 577,420 41,000 0.07 25,641 1,804 0.07

달성군 146,623 49,360 0.34 10,774 6,217 0.58

합계 2,438,106 265,995 0.11 147,174 19,136 0.13

TABLE 4. 자치구(군)별 대중교통서비스취약수준: 인구기준

FIGURE 5A.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인구비중 

FIGURE 5B.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노인
인구비중 

3.2 대중교통서비스 취약계층의 특성
지 까지는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면

기 으로 분석하 다. 그러면 이 취약지역에

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이 정책수립에 매우 요한 고려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노인들의 

교통수단에 한 근성에 심을 두고 

교통서비스 취약계층을 분석하 다.

표 4는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인구와 

64세 이상인구를 자치구(군)별로 나타낸 것이

다. 체로 달성군, 북구, 동구지역에 교통

서비스 취약인구의 비 이 높으며 이 지역에

서 64세이상 인구비  한 높게 나타난다. 그

림 5A, 그림 5B는 이러한 두 기 의 교통

서비스 수 을 행정동별로 도식화 한 것이다. 

이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도심보다 도시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교통서비스 수

이 열악하다. 

다음의 표 5은 행정동별 교통 취약지역

역의 인구수와 64세이상 인구수를 기 으로 

순 를 부여한 결과이다. 행정동별 교통서

비스 취약지역의 인구비 은 평균 12%이고 

노인인구비 의 평균은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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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행정동 인구수
서비스취약지역

행정동 노인인구
서비스취약지역

인구 비중 노인인구 비중

1 칠곡2동 15,481 11,819 0.76 구지면 1,040 1,040 1.00 

2 고산2동 25,908  9,708 0.37 옥포면 1,079  923 0.86 

3 신당동 42,062  9,384 0.22 유가면  863  840 0.97 

4 논공읍 26,404  8,775 0.33 하빈면  749  749 1.00 

5 고산3동 26,981  8,433 0.31 풍면 1,202  651 0.54 

6 진천동 35,539  8,173 0.23 칠곡2동  861  646 0.75 

7 옥포면  9,844  8,172 0.83 고산2동 1,501  577 0.38 

8 칠곡1동 44,439  7,584 0.17 논공읍 1,237  574 0.46 

9 비산7동 19,658  7,482 0.38 화원읍 2,027  548 0.27 

10 화원읍 47,157  6,856 0.15 다사읍 1,220  543 0.45 

11 비산1동 18,130  6,544 0.36 진천동 2,000  542 0.27 

12 다사읍 29,343  6,482 0.22 고산3동 1,137  500 0.44 

13 태 동 28,919  6,065 0.21 공산동 1,727  447 0.26 

14 장기동 77,884  5,508 0.07 안심3.4동 1,609  432 0.27 

15 풍면 12,349  5,039 0.41 가창면 1,357  349 0.26 

16 지산1동 29,726  4,923 0.17 비산1동  973  324 0.33 

17 하빈면  4,543  4,543 1.00 명2.8동 1,300  320 0.25 

18 고산1동 30,967  4,519 0.15 상 이동 1,432  298 0.21 

19 안심3.4동 21,656  4,508 0.21 칠곡3동 2,086  298 0.14 

20 구지면  4,417  4,417 1.00 칠곡1동 1,576  297 0.19 

21 명2.8동 16,481  4,056 0.25 무태조야동  528  295 0.56 

22 상 이동 27,360  3,929 0.14 해안동 1,341  293 0.22 

23 신암5동 11,866  3,886 0.33 안심2동  833  284 0.34 

24 명4동 17,393  3,883 0.22 비산7동  826  277 0.34 

25 불로· 무 15,983  3,870 0.24 태 동 1,260  277 0.22 

26 방 동 23,966  3,804 0.16 불로· 무 1,107  271 0.24 

27 두류3동 10,497  3,717 0.35 고산1동 1,448  248 0.17 

28 동 동 14,513  3,682 0.25 신당동 1,622  248 0.15 

29 칠곡3동 52,233  3,635 0.07 명4동 1,138  238 0.21 

30 유가면  3,645  3,585 0.98 도평동  502  232 0.46 

TABLE 5.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인구수 및 노인인구수 상위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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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명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지
주택 외 

거처
합계

구
236 
(0.69) 

59 
(0.17) 

17 
(0.05) 

8 
(0.02) 

19 
(0.06) 

1 
(0.00) 

340 
(0.01) 

동구
4,733 
(0.51) 

2,897 
(0.31) 

710 
(0.08) 

514 
(0.06) 

255 
(0.03) 

89 
(0.01) 

9,198 
(0.15) 

서구
2,177 
(0.57) 

1,066 
(0.28) 

98 
(0.03) 

261 
(0.07) 

133 
(0.04) 

64 
(0.02) 

3,799 
(0.06) 

남구
2,018 
(0.61) 

756 
(0.23) 

75 
(0.02) 

362 
(0.11) 

110 
(0.03) 

7 
(0.00) 

3,328 
(0.06) 

북구
3,414 
(0.32) 

5,979 
(0.55) 

570 
(0.05) 

438 
(0.04) 

344 
(0.03) 

82 
(0.01) 

10,827 
(0.18) 

수성구
2,238 
(0.22) 

7,243 
(0.72) 

185 
(0.02) 

235 
(0.02) 

88 
(0.01) 

18 
(0.00) 

10,007 
(0.17) 

달서구
2,144 
(0.26) 

5,134 
(0.61) 

211 
(0.03) 

84 
(0.01) 

516 
(0.06) 

266 
(0.03) 

8,355 
(0.14) 

달성군
9,222 
(0.66) 

3,027 
(0.22) 

315 
(0.02) 

69 
(0.00) 

1,122 
(0.08) 

221 
(0.02) 

13,976 
(0.23) 

합계
26,182 
(0.44) 

26,161 
(0.44) 

2,181 
(0.04) 

1,971 
(0.03) 

2,587 
(0.04) 

748 
(0.01) 

59,830 
(1.00) 

TABLE 6. 자치구(군)별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주택유형현황(2000년기준)

FIGURE 6A.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인구수

3.3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주택유형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입지는 교통과 한 

계가 있다. 즉 교통조건이 좋은 곳일수록 

근성이 높아 주택  토지가격이 높은 반면 

교통이 열악하면 가격이 낮다. 그러므로 

교통이 불편한 곳은 상 으로 소득층의 

FIGURE 6B. 대중교통서비스 취약지역 노인인구수

비 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다면 

교통서비스는 정작 그 서비스가 실한 소

득층 주거지역에 공 수 이 낮게 된다(Mitric 

and Carruthers, 2005). 한 교통은 교외

지역의 도시개발에도 반드시 공 되어야 할 

필수공공서비스 의 하나이다. 이러한 요성

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구기 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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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취약계층을 악한 후 과연 이들이 

어떤 유형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분석하

다. 표 6은 교통취약지역의 주택유형을 각

각 자치구(군)별로 나타낸 것이다. 취약지역은 

단독, 아 트 비 이 두 지역모두 44%로 동일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 포함지역의 경

우 단독 32%, 아 트 58%인 을 감안하면 

취약지역은 단독주택지역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을 기 으로 본 구 역시의 

교통 서비스 수 은 지역의 특성을 반 한다.  

수성구의 경우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주

택유형 비 은 단독주택 22%, 아 트 72% 인

데 이는 교통서비스 포함지역의 주택유형

이 단독주택 29%, 아 트 62%인 을 감안하

면 아 트 지역에서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교통서비스를 감안하지 않고 아

트단지를 개발하 거나 주요 간선도로로부

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반면, 동구, 달성군 등의 경우는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이 주로 단독주택 지

역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역

시는 교통서비스의 공 에 있어서 지역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나타낸다.

결  론
지 까지 본 연구는 구 역시를 상으로 

버스  지하철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지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이라는 기 을 설정

하고 면 , 인구,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특성을 악하 다. 

본 연구는 교통서비스는 모든 시민들에

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등 교통서비스 취

약계층이 지 않음을 입증하 다. 특히 이동

성이 낮은 노인계층과 소득층이 집한 변

두리 지역에 취약계층이 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요성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이 있다. 첫

째, 버스정류장의 입지만 악하고 이를 기

으로 버퍼를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버스서비

스의 빈도  도를 고려하지 못한 취약 이 

있다. 둘째, 2005년도 인구  주택총조사 결

과가 기 단 구 단 까지 발표되지 않아 최

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을 할 수 없는 아

쉬움이 있다. 한 달성군은 1995년 구 역

시로 편입된 농 지역으로써 시내버스서비스

가 제공되지 않아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만 교통서비스

로 간주하기 때문에 달성군의 분석결과는 과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

도시에서 향 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를 상으로 

교통서비스 취약계층의 공간  분포와 특

성을 악하는 쉽고도 실 인 방법을 제공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극  최신기술의 도

입을 통하여 악된 교통서비스 취약계층

과 지역에 한 효과 이고도 한 응방

안을 강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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