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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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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서울시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직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을 보완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
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안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간적 형평성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각 노선이 대중교통 형평성 개선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분석한 사례가 없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
자 수요를 기반으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도시철도 서비스 개선 효과를 형평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3가지의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검증하
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성을 지니계수 기준 약 0.042만큼 개선한
다. 둘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거주자의 형평성이 종사자보다 더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보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형평성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대중교통 형평성, 접근도,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ABSTRACT：The city of Seoul has made great efforts to exp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continuously.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with poor public transport services.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areas, Seoul
announced a 10-year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n February 2019. This is a plan that focuses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s evaluated to further improve the spatial equity of public transport in
Seoul. However, there is no case of empirical analysis on how much each rout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public transport equ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urban rail service
improvement effect of the 10-year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n Seoul based on urban rail user
demand in terms of equity. This paper verified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quity of the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based on three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eoul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improves the spatial equity of urban rail by about 0.042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residents' equity was improved more than workers' due to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ond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quity compared to the first urban rail network construction plan.
KeyWords：Public transport equity, Accessibility, Lorenz curve, Gini coefficient, The 10-Year Urban Railway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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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발전을 중심으로 발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망 구축계획’이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인한 노선 구축 전후의 지역별 도시철도 접근성을

서울시의 지속적인 도시철도 노선 및 시설 확충

각각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형

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 요금에 따라 도시철도

평성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

의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요

위는 2018년으로 정의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

교통통계에 따르면 도시철도 교통 수단분담률은

시 시가화지역으로 한정하였다.

2006년 약 34.7%에서 2018년 약 40.7%로 지속
해서 증가하였고, 10년 새 이용객 수는 약 120만
명(18%)이 늘었다(서울시 주요 교통통계). 도시철
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로 자리 잡았으며, 도시 공공재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철도 노선계획은 경제 논
리에 근거하여 수립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철도 서

1.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계획

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점차 도시철도
가 도시 공공재의 구실을 함으로써, 도시철도 소외

서울시는 2013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역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

요청을 추진함을 시작으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

다(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축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제1차 서울시 10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9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1차(2015년)와 2차

년 2월 제2차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이 도

해당 철도망 계획은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

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서울 시내에

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철도시설이 지역의

약 71km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

고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

히 서울시 교통 소외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데

였다고 밝혔다.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철도 접근성

도시철도 계획은 제1차 도시철도 노선과 제2차

의 지역적 편차에 대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도시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제1차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로 인하여 도

도시철도 노선은 주로 강남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

시철도망 계획으로 인한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데

며 제2차 도시철도 노선은 강북과 서부지역을 중

한계가 있다.

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연구는 도시철도 서비스 혜택의 개선 효과를

도시철도 노선은 총 3가지 역할로 분류된다. 강

형평성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지역 균형

서부선은 지역 균형발전 노선으로 분류되며, 서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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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연장과 신림선 북부 연장선 그리고 9호선 4단

개인 혹은 한 지점이 이동과 관련하여 지니게 되는

계 추가연장은 연계/연장/강화 노선에 속한다. 4호

능력 혹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접근성은 이동에

선 급행화와 5호선 직결화는 기존선 개량에 의미가

활용되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개념이 다소 상이하다.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링크와 결절점의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승용차 접근성의

<그림 1>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1, 2차 노선도
출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개념과 차이가 있다. 특히 Shimbel(1953)을 비롯
한 많은 연구자(Garrison, 1960; Burton, 1962;
Nystuen and Dacey, 1961; Reed, 1970; Haggett
and Chorly, 1969; Berge, 1962; Taaffe et al.,
1996; Lee 1996; Lee and Lee 1998)는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대중교통 접근도 산정모형을 개발하
여 적용했다. 그러나 그래프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
발된 접근도 산정모형은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링크
수를 통하여 각 결절점의 접근도 값을 산정할 수 있
을 뿐, 결절점 주변 지역으로부터 결절점까지 도달
하기 쉬운 정도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도시철도 접근성

이에 이금숙(1998)은 거리조락함수를 통해 도
시철도 결절점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도 감소

접근성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하는 함수식을 설정하였고, 이 함수식을 서울시 혜

Hansen(1959)은 접근성을 공간 상호작용 기회의

화역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잠재성이라 정의하였고, Dalvi and Martin(1976)

도출하였다([수식 1] 참조). <그림 2>에 따르면 거

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한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리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접근성은

활동에 도달하기까지의 쉬운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약 500m 시점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000m 이

또한, Wilson(1970)은 접근성을 교통시설과 토지

후로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용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소비자

이 접근성 산정 함수식은 안영수·이승일(2010), 장

잉여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성만(2011)과 김동준 외(2017)의 연구에 적용된

접근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임강원

사례가 있다.

(1986)은 어느 지점에 있는 개인이 특정 활동 또는
활동집단에 참여할 기회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tanh  



또한, 노정현 외(1994)는 특정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거리의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단,  ≡   tanh   

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접근성은

매개변수 :   ≈   ≈  ,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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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번째 셀의 접근도 값

2013; Litman and Burwell 2006; Murray and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역으로부터의 거리

Davis, 2001; Wu and Hine, 2003). Litman
and Burwell(2006)은 교통의 형평성과 관련한 연

<그림 2> 거리에 따른 도시철도 접근성 변화
출처: 이금숙(1998)

구는 일반적으로 수평적(horizontal) 형평성과 수
직적(vertical) 형평성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개인 혹은 그룹이 동일한 능력
과 요구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공간적 분포와 그에
따른 교통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혹은 그룹 구성원들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
고 동일한 자원을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술한 연구 외에 역세권 대중교통 이용수요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나 사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

회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능력과 요구를 갖는

다. 이 중 오영택 외(2009)는 토지이용유형별 역세

개인 혹은 그룹의 공간적 분포와 교통 서비스의 공

권 대중교통 이용수요의 영향인자를 실증분석하였

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교통

다. 특히, 지역을 주거와 비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그룹을

각각의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토지이

우선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특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이 상

자 한다.

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

수직적 형평성에 근거하여 교통 서비스를 계산하

시철도 접근성은 주거지와 고용지로 구분하여 분

고 평가하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

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초기 접근법은 인구 통계지표와 비교한 교통 공
급 밀도 지표를 사용하였다(Currie and Wallis,
1992). PTAL(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3. 공간적 형평성

Level)은 1990년대 초 영국에서 사용된 대중교통
공급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접

이 연구는 대중교통의 공간적 형평성을 근거로

근법이다. 이 방법에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행

현 서울시의 도시철도구축 계획안이 지역의 균형

접근시간, 서비스의 신뢰성 그리고 평균 대기시간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이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Wu and Hine(2003)은

교통의 형평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지의 PTAL 지표를 산출하고 빈곤(depri

교통의 공간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vation)지표와 비교해 수직적 형평성을 산출하

수행되었다(Currie, 2004; Currie and Wallis,

였다.

1992; Delbosc and Currie, 2011; Foth et al.,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반면,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교통의 형평성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하는 연구는 2010년 이후 진행되었다. Delbosc
and Graham(2011)와 Jang et al.(2017)은 로렌
츠 커브와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교통의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
(Jang et al., 2017의 일부분을 발췌함)

특히 Jang et al.(2017)은 대중교통을 도시철도와
버스로 구분하고 수단별 교통 형평성을 비교하였

이 연구는 도시철도의 교통 형평성을 분석하기

다. 또한 이 연구는 대중교통의 연장 계획에 기초

위하여 로렌츠 곡선을 사용하였다. 다음 내용은 로

하여 장래의 교통 형평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기

렌츠 곡선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다.

존 선행연구는 접근성을 도출하면서 지역별 도시

경제학에서 로렌츠 곡선은 인구 전체에 걸친 부

철도의 이용자(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

의 누적 분포 함수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Lorenz, 1905). <그림 3>은 소득 분배의 로렌츠

앞선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는 도시

곡선의 예이다. 점선은 완벽하게 공평한 소득 분배

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인구를 나타낸다. 실선은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나

위한 도구로써,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의 활용 가

타낸다(예: 인구의 70%가 인구 소득의 약 25%를

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도시철도 접근도의 개

공유함). 로렌츠 곡선이 완벽한 형평성이 가능하거

선 여부는 거주인구(출발지)와 고용인구(도착지)로

나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 3> 로렌츠 곡선의 예
출처: Lorenz(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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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bosc and Currie 2011).

Ⅲ. 연구의 틀 설정

로렌츠 곡선은 소득뿐만 아니라 인구 전체에 걸
쳐 누적될 수 있는 모든 수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링에 이르기까

1. 연구 질문 설정

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운송 분야에도 적
용되었다. 로렌츠 곡선은 평등을 시각적으로 표현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발

한 반면, 지니계수는 전반적인 불평등 정도를 나타

표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대상

내는 단일의 수치이다. 이것은 평등선과 로렌츠 곡

으로 도시철도 이용자 수요를 기반으로 도시철도

선 사이의 면적(<그림 3>에서 A)을 평등선 아래의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전체 면적(<그림 3>에서 A+B)으로 나눈 비율이다.

석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지니 계수는 0과 1 범위의 값을 가정한다. 0은

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시

완전 평등(즉, 모든 동일한 값을 가짐)을 나타내는

하였다.

반면, 1은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0.20 미만의 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니 값은 낮은 불평당을 나타내는 반면, 0.2에서 0.5

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

사이의 값읕 중간 불평등, 그리고 0.5 이상의 값은

성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확

높은 불평등을 나타낸다(Haidich and Ioannidis,

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서

2004).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로렌츠

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이 완성되기 전과 후의 도

곡선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시철도 형평성 지표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공간적 형평성 개선 효과는 서울 내 거주하
는 사람(출발지)과 서울 내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G: 지니계수

착지) 중 어느 수요층에서 더 큰가?’이다. 이를 위

X: k=0에 대한 접근성 변수의 누적 비율

하여 이 연구는 서울시 집계구별 거주자와 종사자

Y: k=0에 대한 TAZ 변수의 누적 비율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철도 수요를 각각 구하
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2015년도 발표한 제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2019년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각각 도시
철도 형평성 개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1, 2차 도시철도
망 노선계획을 별도의 형상 파일로 만들고 그 효과
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2. 분석의 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거주자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총인구수와 거주 인구수 그리고 종사

이 연구는 도시철도 노선계획 반영 여부 및 도

자 인구수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시철도 수요자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리고 이 연구는 로렌츠 곡선(Lorenz, 1905)

여러 연구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

및 지니계수(Gini, 1912)를 산정하였다. 하나의 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더욱 쉽게 전달하기

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위하여 연구의 틀을 도식화하였다(<그림 4> 참조).

의 수요와 하나의 공급 데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론 이후 도시철도의 접근도와 이용

이 연구는 앞서 도출한 도시철도 접근성과 이용수

수요를 산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접근

요 지표 중 각각 하나의 값을 선택하여 로렌츠 곡

도는 기준 연도(2018년)와 비교 연도로 구분하였

선과 지니계수를 산정하였다. 각 로렌츠 곡선과 지

다. 비교 연도는 다시 1차와 2차 모든 계획이 포함

니계수가 분석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 데이터는 그

된 계획과 1차 혹은 2차만 적용된 계획 총 세 가지

림 4에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로 구성하였다. 도시철도 이용수요는 기준 연도의

<그림 4> 연구의 틀 설정

이후,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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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찾기 위하여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를 비교

<그림 6> 기준 연도 및 도시철도망 계획 지점

하였다. 각 연구 질문과 관련된 로렌츠 곡선 및 지
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각 연구 질문과 관련된 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이 연구는 시사점 및 후
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Ⅳ. 도시철도 접근도 및 수요 산출

1. 도시철도 접근도 산출

이 연구는 도시철도 역 주변 지역의 접근도 지
수를 추정하기 위해 분석 대상지를 100m× 100m

1) 기준 연도 접근도 산출

레스터 데이터로 분할하고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이 연구는 분석 대상지인 서울은 사람들이 생활

거리를 산정하였다. 이후 국내의 도시철도 이용 특

하기 부적합 지역 즉, 강 또는 녹지대 지역을 포함

성을 반영하여 도출한 이금숙(1998)의 함수식에

한다. 해당 지역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

기초하여 접근도를 산정하였다(<그림 7> 좌측).

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화 지역(출처: SGIS)만을 분
석 대상지로 제한하였다(<그림 5> 참조). 이 연구

2)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후 접근도 산출

는 도시철도 역의 중심점을(출처: KTDB) 중심으

이 연구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건설 후

로 분석 대상지의 접근도를 산출하였다(<그림 6>

의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발

참조).

표한 도시철도망 계획 도면을 참조하여 GIS 데이
터를 구축하였다(출처: 서울시). 서울시 도시철도망

<그림 5> 분석 대상지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그림 7> 도시철도 역의 접근도 산정(기준연도 및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그림 8> 개별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접근도 산정(1차, 2차 도시철도 계획)

구축 후의 접근도 역시 앞서 접근도를 도출한 방식

위하여 계획별로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기존

과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지를 100m× 100m 레스

도시철도 역과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계획에 따른

터 데이터로 분할하고 가장 가까운 역까지의 거리

신규 도시철도 역을 대상으로 접근도를 산출하였다.

를 산정 후, 접근도를 산정하였다(<그림 7> 우측).

접근도는 산출 방식은 앞서 제시한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구하였다(<그림 8> 좌측). 또한, 기존

3) 개별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 실행 후 접근도 산출

도시철도 역과 제2차 도시철도망 노선계획에 따른

이 연구자는 제1차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

신규 도시철도 역을 대상으로 접근도를 산출하였

철도망 계획 실행 후 각각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다(<그림 8>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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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 이용수요 산출

구획할 경우, 대각선 방향과 가로, 세로 방향간의
거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서울시 지역별 거주자 수 산출

둘째,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중

도시철도의 공간적 접근도가 공급이라 한다면

교통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역별로 소득 및

지역별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수요로 정의

사회적 지휘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자와 종사자는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를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공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간적 형평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교통의

수요 산출 시 반영하였다. 이 연구자는 2018년도

수요들의 공간적 분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 행정동별 거주자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이 연구는 우선 서울시 거주자 기준 대중교통

도출하였고, 이를 앞서 구한 헥사곤 별 인구수와

수요의 공간적 분포를 산출하기 위하여 두 가지 데

곱함으로써, 지역별 거주자의 도시철도 수요를 산

이터를 활용하였다. 첫째, 2017년 기준 각 집계구

정하였다(<그림 9> 좌측 참조).

별 인구수를 활용하였다(출처: SGIS). 각 집계구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지역별

2) 서울시 지역별 종사자 수 산출

수요로 활용하면 합리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없

앞서 서울시 지역별 거주자 수를 구한 방식과

다. 이에 이 연구자는 먼저 서울시를 면적이 동일한

동일한 형태로 지역별 종사자 수를 산출하였다. 지

헥사곤으로 구획하였다. 이후, 각 헥사곤과 집계구

역별 종사자 수 역시 각 집계구별 종사자 수와 대

의 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값을 구함으로써, 동

중교통 수단 분담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일한 면적당 인구수를 구하였다. 분석 대상지를 사

2017년 기준 집계구별 종사자 수를 활용하였다(출

각형이 아닌 헥사곤으로 구획한 이유는 사각형으로

처: SGIS). 종사자 수 산출 시 각 집계구의 면적이

<그림 9> 서울시 도시철도 수요 산정 (거주자, 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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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헥사곤 형태로 변환하고 가

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우선 이 연구자는 2018년

중평균을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면적당 종사자 수

도 기준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

를 구하였다. 둘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였다. 그리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이

역시 각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

상이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를 분

하였다. 그리고 행정동별 접근도를 기준으로 지니

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종

계수를 산출하고,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여 비교

사자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그림 10> 참조).

앞서 구한 헥사곤별 종사자 수와 곱함으로써, 지역
별 종사자의 도시철도 수요를 산정하였다(<그림 9>

<그림 10>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 전후의 1인당 접근성 형평성 비교

우측 참조).

3) 서울시 지역별 도시철도 수요 산출
앞서 도출한 서울시 거주자와 종사자의 분포도
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는 전 지역에 두루 퍼져
있으나 특히 동작구와 마포구 그리고 송파구에 많
이 밀집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서울시 종사자
분포의 경우 서울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밀집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와 종로 그리고 성수동 일대
이다. 이 연구자는 서울시 지역별 전체 도시철도 수
요를 산출하기 위해서 앞서 구한 지역별 거주자와
종사자 수를 각각 합하여 총 수요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서울시 대중교통 공간
적 형평성은 지니계수 0.420이다. 그리고 1차 2차
도시철도망 개통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공간적 형
평성은 지니계수는 0.378이다. 즉, 서울시 10개년

Ⅴ. 분석 결과

도시철도망 개통 전, 후의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
도 접근도를 비교한 결과,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
성은 지니계수 기준 약 0.042(10%)만큼 개선되는

1. 연구 질문 1의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지니계수를 기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질문 2의 분석 결과

준으로 볼 때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차+2차)은 도시철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성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이다. 이 연구 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차+2차)의 공간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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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수요자(거주자(좌), 종사자(우))의 형평성 개선의 효과

개선 효과는 거주자와 종사자 중 어느 수요층에 더

0.607로 모두 형평성이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각

효과적인가?’이다. 이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

상승 폭은 거주자의 경우 0.043, 종사자의 경우

여 이 연구자는 먼저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한

0.023씩 증가함으로써 종사자와 비교해 거주자의

거주자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서

형평성이 더 많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계획이 실현된 뒤 행정동
별 한 거주자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
후, 행정동별 접근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

3. 연구 질문 3의 분석 결과

하고,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1> 좌측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서울시 10개년

년도 기준 행정동별 한 종사자당 도시철도 접근도

도시철도망 1차, 2차 구축계획은 각각 도시철도

와 도시철도망 개통 이후 행정동별 한 종사자당 도

이용수요의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

시철도 접근도를 구하고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

는가?’이다. 이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이

을 도식화하였다(<그림 11> 우측 참조).

연구자는 먼저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1인당 도

분석 결과, 우선 2018년도 기준 서울시 거주자

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10개년

의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 지수는 0.487이고 서

도시철도망 1차 계획이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울시 거주자들의 2018년도 기준 종사자의 형평성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하였다. 이후, 행정동별 접근

은 0.630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의 도시철도

도를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산출하고, 로렌츠 곡선

형평성은 종사자와 비교해 거주자가 더 높음을 알

을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12> 좌측 참

수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 개통에 따른 형평

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년도 기준 행정동별

성 지표는 거주자의 경우 0.444 종사자의 경우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와 도시철도망 2차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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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차(좌), 2차(우) 서울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형평성 개선의 효과

실현된 뒤 행정동별 1인당 도시철도 접근도를 구

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하고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도식화하였다(<그

갖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림 12> 우측 참조).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공간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이 개통하였을 경우 지니

적 형평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다

계수는 0.417로 기존의 0.420에 비해 약 0.003만

루지 못한 다양한 수요 계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

큼 향상되었다. 반면 제2차 도시철도망 개통 후 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계획을 두 가

니계수는 약 0.380으로 약 0.04만큼 향상되었다.

지 노선계획으로 구분하고 노선별 효과를 비교 분

이는 제1차 도시철도망 노선과 비교해 제2차 도시

석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철도망 노선이 공간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

이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적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개
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
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도시철도 계획안은 기존의 대중교

Ⅵ. 결론

통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이를 통한 대중교통의 형평성 지표가 극적으
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Haidich

이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많은 예산과 오랜 시

and Ioannidis(2004)는 지니계수 0.2에서 0.5 사

간을 거쳐 계획하고 실행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

이를 중간 불평등으로 분류하였다. 즉, 도시철도 노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 관점

선 개통으로 인해 지니계수가 0.378로 낮아졌음에

에서 평가하였다. 특히 해당 노선계획은 지역 균형

도 불구하고 아직 낮은 불평등 단계에 이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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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자는 분석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

두 번째,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은 서울시에 일

디에 많이 거주하는지, 혹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종

자리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

사하는지 고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 대중

는 사람들의 대중교통 형평성 지표를 더욱 향상하

교통 수단 분담률을 동시에 고려해 도시철도의 이

게 시킨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 주요 일자리가 종

용수요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수요 추

로와 강남 그리고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지 일대

정 방법론을 수행함으로써, 이 연구는 도시철도의

에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형평성 개선 효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의 구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

위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만, 대부분은 그 외곽을 경유한다. 따라서 본 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현재 대

획은 서울시 거주자의 대중교통 공간적 형평성을

중교통 수단분담률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수요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산정하였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불리한 접근성으

세 번째, 현재 1차와 2차로 분류하여 제시된 도

로 인하여 승용차로 수단을 선택한 통행도 존재하

시철도 노선 계획안 중 2차 노선이 더욱 대중교통

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대중교통의 수요를 과소

공간적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각 노선이 위치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지역의 공간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라 해석된다.

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지의 토지이용 특

즉, 현재 도시철도 노선이 취약한 강북과 서쪽 일

성에 기반하여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요를 계

대를 주요 대상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2차 도

산 하고자 한다.

시철도 계획이 강남과 동북 일대를 주요 대상으로

앞으로 이 연구자들은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

삼은 1차 도시철도 계획보다 형평성을 높이는 것

스에 대한 이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간적 형평성

으로 해석된다.

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다른 도시의 도시

이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고 상

첫째, 도시철도 이용 서비스 수준의 공간적 형평성

호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대중교통 형평성 지표를

을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로렌츠 곡선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런던, 파리, 도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도시철도의 공간적 형평성을

쿄 등 도시철도 중심의 해외 도시의 공간적 형평성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언적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서울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

제시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 계획안의 구체적인

지향적 계획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도시철도 접근성을 거주자와 고용자로 구
분하여 평가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 및 변화가 단순히 분석 대상지 전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이바지하는지 평가하
였다. 이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분석 방법론이다.

공간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도시철도망 노선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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